
 

 

저 시-비 리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l 차적 저 물  성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2.0/kr/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조합을 이용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지도 방안 연구

2014 년  6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수학교육과

황 광 희





조합을 이용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지도 방안 연구

지도교수  김 서 령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 년   6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수학교육과

황 광 희

황광희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 년   8 월

      위 원 장     정   상   권    (인)

      부위원장     이   경   화    (인)

      위    원     김   서   령    (인)



- i -

국문초록

조합을 이용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지도 방안 연구 

  실생활의 문제 상황을 분석하고, 그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 가장 최적의 방안을 찾는 능력은 방대한 정보

가 넘쳐나는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 중의 하나이다. Sriraman

과 English(2004)는 조합론이 이 능력을 신장시켜줄 수 있는 최

적의 과목이라고 하였다. 조합 문제는 그 해결에 있어 구조를 파

악하는 능력과 사고의 유연성을 요구하며, 그 해결 방법이 다양한 

특징을 보인다. NCTM은 학생들이 개념들을 연결할 수 있어야만 

문제의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 및 사고의 유연성을 신장할 수 있다

고 하였다.

  여러 선행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은 조합론 내용의 학습에 있어 

문제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배운 공식에 대입하여 답을 구하

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공식만을 적용시키는 학습은 학생들의 과정을 생각

하는 능력을 퇴화시킨다. 이러한 학습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사고

의 고착에 빠질 수 있다고 Haylock(1997)은 이야기하였다. 선행 

연구들은 사고의 고착은 관점의 전환으로서 극복할 수 있다고 하

면서, 학생들이 사고의 고착을 극복하고 관점의 전환을 경험하기 

위해 개념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학생들이 순열과 조합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

록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조합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교수 학습 

활동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순열과 조합의 관계를 쉽

게 파악하고, 관점을 전환하는 경험을 통하여 사고의 유연성을 기

르며, 나아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정당화하는 과정을 학습함으

로써 학생들이 조합 문제의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을 신장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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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보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먼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학생들에게 조합의 관

점에서 지도할 수 있는 교수 절차를 설계하였다. 교수 절차는 

Ausubel의 선행조직자 수업모형을 기반으로 설계되었다. 이렇게 

설계한 교수 절차를 바탕으로 최상위 수준의 학생들과 예비 수업 

실험 및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보다 일반적인 수준의 학생들과 본 수업 실험 및 인

터뷰를 실시하였다. 수업 및 인터뷰 결과 최상위 수준의 학생들은 

이 교수학습 내용을 인지부조화 없이 자연스럽게 스스로 구성해 

나갈 수 있었으며, 이 수업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일반

적인 수준의 학생들 역시 인지부조화 없이 자연스럽게 내용을 학

습할 수 있었다. 평가 문항과 추가적인 심층 면접을 통해, 이 교수

학습 활동이 학생들의 순열과 조합의 관계 파악 능력, 구조를 파

악하는 능력, 사고의 유연성을 신장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조합, 사고의 고착, 관점의 전환,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 사고의 유연성 

학  번 : 2010-23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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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능력 중의 하나는 바로 실생활

의 문제 상황을 분석하고 그 구조를 파악하여, 그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 가장 최적의 방안을 찾는 능력이다. Sriraman

과 English(2004)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신장시켜줄 수 있는 최

적의 과목이 바로 조합론이라고 이야기하였다. 특히, Sriraman과 

English(2004)는 조합 문제 해결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

하였다. 조합 문제 해결을 통해 학생들은 스스로 사고하는 법을 기를 수 

있고, 수학의 내용보다 구조에 초점을 맞추려는 시각을 가질 수 있으며, 

해결 방법의 다양한 접근 방법에 유연성을 기를 수 있다. 그중에서도, 

조합 문제 해결은 학생들이 복잡하거나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접했을 

때 다양한 접근 방법을 생각해 봄으로써 사고의 유연성을 기를 수 있도

록 도와주는데, 이는 수학의 다양한 범위에서의 유연성에 있어서 그 기

반이 된다. 또한 Kapur(2007)는 조합 문제 해결이 학생들에게 모든 가

능성을 고려하면서 그 가능성 중 가장 적합한 것을 발견하려는 태도를 

계발하고, 동시에 명확한 사고 능력을 길러줄 수 있기에 중요하다고 주

장하였다. 즉, 많은 선행 연구에서 조합론은 학생들의 수학적 유연성과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 신장을 위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와 관련하

여 미국수학교사협의회(NCTM)에서는 학교 수학을 위한 원리와 규준

(Principles and Standards for School Mathematics)에서 학생들의 

수학적 유연성 및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의 신장을 위해 개념들 간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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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학생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행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합론 내용에는 이

러한 조합 문제 해결의 중요성이 언급되어있지 않다. 단지, 조합론 내용

은 확률론 내용을 배우기 위한 도구로서 간단한 경우만 다루도록 언급하

고 있다. 그렇다보니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조합론의 내용 중 다른 개

념들의 기반이 되는 순열과 조합에 대한 설명에서는 그 정의와 성질만을 

간단히 다루고 있을 뿐, 순열과 조합의 관계는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

다. 이에 대한 여러 선행 연구 중, 이주영(2005)은 학생들이 순열과 조

합의 관계를 생각지 못한 채 제시된 문제의 표현 형태에 맞추어서 해결

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고, 이지현(2003)은 현재의 교육과정으로 배

우는 학생들이 조합론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 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배운 공식에 대입하여 답을 구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

였다.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공식만을 적용시키는 학습은 학생들의 

과정을 생각하는 능력을 퇴화시킨다. 공식만을 적용시키는 학습은 학생

들로 하여금 주어진 문제에 있어서 그 상황과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게 

하고, 문제 풀이 과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기도록 한

다. 이 경우, 어려운 문제가 제시되면 학생들은 문제 해결에 있어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고 예전에 성공했던 

공식들에만 집착하는 상태를 보이게 되는데, Haylock(1997)은 이를 사

고의 고착이라고 설명하였다. Haylock(1997)은 문제를 다양한 방식으

로 분석하는 관점의 전환을 통해 사고의 고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이

야기하였다.

  사고의 고착 및 관점의 전환과 관련하여 수학교육 분야에서는 여러 연

구들이 있어왔다. 도종훈(2006)은 관점의 전환이 수학 문제풀이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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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 중요한 능력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하학 분야에

서 개념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의 중요성을 연구하였다. 김익표⋅황

석근(2004)은 학생들이 수학적인 문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 해결 

방법을 생각해보는 경험이 사고의 고착을 극복하는데 있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이를 위해 개념들 간의 연계를 강조한 수업 방법을 도입하

자고 주장하였다. Pehkonen(1991) 역시 관점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언

급하면서, 이를 학생들이 경험해보도록 하는 연계(connectedness)지도

의 중요성을 연구하였다. 즉, 이전의 선행 연구들에서 사고의 고착을 극

복하기 위해 개념들 간의 관계를 강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조합론의 내용 중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학생들에게 순열과 조합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고, 공식의 정당화 과정을 통해 관점의 전환을 경험

시켜 줄 수 있는 내용이다. 예를 들면,        의 여덟 문자를 

배열하는 문제를 살펴보자. 현재의 적분과 통계 교과서에서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개수를 세는 일반화 공식  ⋯ 


을 정당화 과정 없이 제

시하고 있다. 이 순열 공식에 따라 ××


의 식으로 경우의 수를 계

산할 수는 있지만    사이에 곱이 성립하는 이유를 정당화하는 것

이 쉽지 않다. 그러나 조합의 관점으로 전환하여 이 문제를 집합을 구성

하는 방법으로 어렵지 않게 정당화할 수 있다. 부터 까지의 수를 한 

번만 사용하는데, 먼저 의 자리를 나타내는 크기 인 집합을 구성한 후 

의 자리를 나타내는 크기 인 집합을 구성하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 

의 자리를 나타내는 집합을 차례대로 구성할 수 있다. 이 관점에서는 

공식에 의존하지 않고 곱의 법칙에 의한 조합의 곱으로써 경우의 수 

C×C×C×C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쉽게 일반화될 

수 있기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공식의 정당화 과정을 자연스럽게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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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제시하기 위해서는 순열을 조합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

이 필요하다. 특정한 알고리즘의 적용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개수를 세는 조합론 문제 상황을 학생들이 명확히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식의 정당화 과정에 대한 깊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순열과 조합의 관계를 확인시키고 관점의 전환

을 경험시키며 공식의 정당화 과정을 자연스럽게 학습시킬 수 있도록 현

재의 교과서 내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순열과 조합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조합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교수 학습 활동을 제안하고

자 한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순열과 조합의 관계를 더 잘 

파악할 수 있고, 공식의 정당화 과정을 명확히 이해함에 따라 공식의 원

리와 문제 해결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학습태도를 기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각 장과 절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서론에 이어, Ⅱ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1절에서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내용이 조합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살펴볼 

뿐만 아니라, 여러 선행 연구와의 차이점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2

절에서는 한 가지 내용을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는 관점의 전환이 사고의 

유연성 신장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본 후, 3절에서는 교수학

습모델을 바탕으로 수업의 큰 틀을 설계하고자 한다.

  Ⅲ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진행할 연구 방법 및 절차를 살펴보고자 한

다. 1절에서는 전체적인 연구 설계를, 2절에서는 연구참여자 및 표집방

법을, 3절에서는 본 연구의 조사도구로서 강의안과 인터뷰 설문지를, 4

절에서는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하여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3절에서

는 Ⅱ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강의안이 설계된 것인지에 대해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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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Ⅳ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예비 실험과 본 실험

에서 수업 실험과 인터뷰에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본 후, 

이 결과를 분석하여 학생들이 이 교수 학습 활동을 얼마나 의미 있게 받

아들였는지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Ⅴ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고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한 

후 논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행 학교수학 순열·조합 

단원에서 학생들의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 및 사고의 유연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순열·조합 문제들

이 이러한 수학적 사고력을 신장시키는데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교수학습 접근방법은 수정,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

에서 학생들이 단순히 공식을 암기 및 적용하는 것에서 벗어나, 스스로 

공식의 정당화 과정을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수 학습 활

동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내용을 조합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교수학습 활동을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는가?

  연구문제 2.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내용을 조합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교수학습 활동이 학생들에게 관점의 전환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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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문제 3.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세기 공식의 정당화 과정을 학습하

는 것이 학생들에게 그것과 관련된 복잡한 조합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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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본 연구를 설계하고 수행하기 위한 핵심적인 배경으로 첫째, 순열

과 조합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중에서도 순열․조합과 관련

하여 기존의 연구들을 먼저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교육

과정 및 교과서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실제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과 조합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둘째, 서론에서 언급

했던 사고의 고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인 관점의 전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의 여러 선행연구를 분석해 봄으로써 관점

의 전환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관점의 전환은 고등 

수학 사고 중 하나로서 수학적 창의성 신장을 위한 요소 중 하나임을 주

장하고자 한다. 셋째, 수업 설계의 기반이 되는 Ausubel의 유의미 학습

이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강의안을 구체적으로 설계

하고자 한다.

이 이론적 배경들과 여기에서 다룬 모든 선행 연구들은 앞에서 이야

기한 연구문제 1, 2, 3의 분석을 위한 바탕이 되었다.

1. 같은 것이 있는 순열과 조합의 관계

1.1 조합론 지도의 중요성에 대한 선행 연구

조합론 지도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대부

분의 연구들(Hadass, 1981; Batanero & Navarro-Pelayo & Godino, 

1997; 이지현, 2004; 이주영, 2005; 최연화, 2011)이 조합 문제 해결

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조합 문제의 유형을 나누었다. 

이는 모두 조합의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에만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었다. 

실제적으로 순열과 조합의 내용에 있어서의 관련성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지도할 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새로운 내용을 시도하기 이

전에 선행 연구들을 살펴봄으로써 이후의 연구 설계에 있어서 유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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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출하고, 이를 연구 결과의 분석도구로써 이용하고자 한다. 

먼저, 조합 문제 해결의 중요성에 대하여 Sriraman과 

English(2004)는 다섯 가지를 이야기하였다. 첫째로, 조합 문제 해결을 

통해 학생들은 스스로 사고하는 법을 기를 수 있다. 학교 수학에서 학생

들이 여러 가지의 아이디어를 통합하거나 독립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배

우기 위해 조합론의 문제 해결은 중요하다. 둘째로, 조합 문제 해결을 

통해 학생들은 해결 방법의 다양한 접근 방법에 유연성을 기를 수 있다. 

학생들은 복잡하거나 실생활과 관련된 조합론 문제를 접했을 때, 다양한 

서로 다른 접근 방법을 생각해 봄으로서 유연성을 기를 수 있다. 이러한 

유연성은 수학의 다양한 범위에서의 유연성에 있어서 그 기반이 된다. 

셋째로, 조합론의 문제 해결은 학생들이 서로 자신의 풀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아

니기에 어떤 학생이 더욱 효과적으로 답에 도달할 수 있었는지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넷째로, 조합 문제의 해결 과정은 학생들이 

수학의 내용보다는 구조에 먼저 초점을 맞추려는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수학의 많은 학습량을 학생들이 깊이 있게 이해하고 받아들이

기 위해서 수학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다섯째로, 조합 문

제 해결은 학생들이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조합론의 개념들을 좀 더 명확히 이해하며, 조합론

의 구조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또한 Kapur는 조합 문제 해결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것들

을 제시하였다(김서령외, 2007, 재인용). 

① 세는 과정을 통하여 예상, 일반화, 최적화, 존재성, 구조적 사고 

등을 훈련시킬 수 있다.

② 물리, 화학, 생물, 네트워크 분석, 실험설계, 통신이론, 대칭성, 확

률, 다이내믹 프로그래밍, 수론, 위상수학, 놀이수학 등에 활용될 수 있

다.

③ 학생들이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내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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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상, 관계, 함수, 동치관계, 동치류, 동형 사상 등의 개념을 보다 

일찍 깨달을 수 있게 한다.

⑤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여 그것을 해결함으로써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

⑥ 대부분의 조합론 문제와 그 활용이 최근에도 발전되고 있으므로 

수학의 팽창 및 발전을 실감할 수 있게 한다. 

⑦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그 경우의 수를 세고 가장 적합한 것을 

발견하려는 조합론적인 태도를 계발하고 동시에 명확한 사고 능력을 길

러준다.

이와 같이 조합 문제 해결은 학생들의 수학적 능력과 태도를 기르기 

위해 중요하다. 그러나 학생들은 조합론을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학

생들이 조합론을 어려워하는 이유를 밝히기 위하여 다음의 연구들이 있

어왔다.

먼저, Batanero(1997)는 학생들이 조합 문제를 어려워하는 원인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그가 정리한 학생들이 나타낸 오류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

었다.

① 문제 진술을 잘못 해석하여 발생하는 오류

② 순서에 대하여 잘못 고려하여 발생하는 오류

③ 대상이 구별되는지, 구별되지 않는지를 잘못 생각하여 발생하는 오류

④ 구조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원소를 제외해서 발생하는 오류

⑤ 체계적이지 못한 나열에서 발생하는 오류

⑥ 풀이과정이 없는 오답

⑦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잘못 사용하여 발생하는 오류

⑧ 필요한 연산을 찾아냈으나 공식을 잘 몰라서 발생하는 오류

⑨ 수형도를 잘못 해석하여 발생하는 오류

⑩ 조합의 성질을 잘 몰라서 발생하는 오류

이와 같은 오류는 학생들이 순열․조합의 내용을 학습하는데 있어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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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진술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각 문제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 해

결해야 하는지 정형화된 방법을 찾지 못하고, 경우나누기와 같은 문제 

해결 전략에 대한 고민이 아닌 어떤 공식이 쓰이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순열․조합의 내용이 다른 단원에 비해 직관력

과 같은 고등사고능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지현(2004)은 조합 문제의 유형과 조합 연산이라는 문제

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이해와 해결 전략을 분석한 결과, 학생들이 문제

를 이해하는 것에 대하여 어려움을 느끼기에 여러 가지 오류를 보이며, 

문제 해결 전략으로서 공식이 강조되고 있지만 수형도,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열거 등의 실제 문제 해결 과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전략에 대하여 

어려움을 느끼기에 여러 가지 오류를 보임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주영(2005)은 학생들이 조합 문제를 어려워하는 이유로서, 조합론은 기

본적인 세기 법칙만을 제시할 뿐, 문제 상황을 다루는 직접적인 조작은 

학습자가 직접 계획해야 하고 특정한 알고리즘의 적용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상황을 주로 다룬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1.2 학교 수학에서의 순열․조합 지도 연구

지금부터 앞에서 논의한 조합론이 학교에서 어떻게 지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순열․조합과 관련된 내용이 7차 개정 교

육과정에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자.

초등학교 중학교
1~2학년 3~4학년 5~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확률

과 

통계

․한가지 기준으로 

사물 분류하기

․표와 그래프 

만들기

․자료의 정리

․자료의 특성

․꺾은선그래프

․줄기와 잎 그림, 
그림그래프
․평균
․비율그래프
․경우의 수와 
확률

․도수분포표, 히
스토그램, 도수
분포다각형 
․도 수분포 표
에서의 평균
․상대도수의 분포
와 누적도수의분포

․경우의 수

․확률의 뜻과 

기본성질

․간단한 확률

의 계산

․중앙값, 최빈값, 

평균

․분산, 표준편차

<표 Ⅱ-1>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서의 확률과 통계 내용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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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차 개정 교육과정에서 순열․조합과 관련된 내용은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 중 선택 과목인 ‘미적분과 통계기본’ 및 ‘적분과 통

계’에서 다룬다. 이에 선행하는 내용으로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서

의 확률과 통계 내용 체계는 <표 Ⅱ-1>과 같다. 이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실제 순열․조합의 기반이 되는 내용은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

의 수와 확률’ 및 중학교 2학년의 ‘경우의 수’ 단원이다. 각 단원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의 수와 확률

․경우의 수의 뜻을 알고, 이를 구할 수 있

다.

‣ 중학교 2학년의 경우의 수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

<그림 Ⅱ-1> 경우의 수 단원의 학습 목표

학습 목표를 보면 학교에서 다루는 조합론은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

에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수․학습 상의 유의점으로 두 단

원 모두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지나치게 복잡한 경우는 다루지 않음을 

언급하였다. 현재의 조합론 교육은 공식의 의미보다 공식을 적용한 계산

을 강조하고 있으며, 현실과 같은 복잡한 문제 상황이 아닌 획일화된 간

단한 문제 상황만을 다루고 있기에, 이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이주영, 

2005).

이러한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은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수학의 

경우의 수 단원, 미적분과 통계기본의 확률 단원, 적분과 통계의 순열과 

조합 단원에서 순열․조합의 내용을 배운다. 그 중에서도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적분과 통계 과목의 순열과 조합 단원에만 들어가 있는 내용임을 

<그림 Ⅱ-2>를 통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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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

(경우의 수)

․ 합의 법칙

․ 곱의 법칙

․ 순열

․ 조합

‣ 미적분과 통계기본
(확률)

․ 중복조합
․ 이항정리, 이항계수

‣ 적분과 통계
(순열과 조합)

․ 원순열,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 중복조합
․ 이항정리, 이항계수

<그림 Ⅱ-2> 순열․조합 내용의 구성(최연화, 2011)

그리고 각 단원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경우의 수 (수학)

․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

․ 순열의 뜻을 알고, 순열의 수를 구할 수 있다.

․ 조합의 뜻을 알고, 조합의 수를 구할 수 있다.

(2) 확률 (미적분과 통계기본)

․ 중복조합의 뜻을 알고, 그 조합의 수를 구할 수 있다.

․ 이항정리의 뜻과 그 성질을 이해한다.

(3) 순열과 조합 (적분과 통계)

․ 원순열,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해하고, 그 순열의 수를 

구할 수 있다.

․ 중복조합의 뜻을 알고, 그 조합의 수를 구할 수 있다.

․ 이항정리를 이해한다.

․ 이항정리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각 단원의 교수․학습 상의 유의점으로는 다음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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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우의 수 (수학)

․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을 이용하여 실생활 문제를 해결해 봄으로써 

그 유용성을 인식하게 한다.

․ 복잡한 순열과 조합은 다루지 않는다.

(2) 확률 (미적분과 통계기본)

․ 중복조합과 이항정리는 개념을 이해하는 정도로 간단히 다룬다.

(3) 순열과 조합 (적분과 통계)

․ 염주순열, 같은 것이 있는 경우의 원순열은 다루지 않는다.

조합론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다양한 문제 상황을 

다루기 때문에 무엇보다 실세계를 이해하는 강력한 도구로서의 의미를 

가진다(최연화, 2011). 그러나 학습 목표와 교수․학습 상의 유의점을 보

면,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조합론은 이와 같은 조합론의 의미를 학생들에

게 전달해주기 어렵다. 그렇기에 간단한 수준의 수 계산에 치우쳐 있는 

현행 교육과정의 조합론 내용은 학생들이 문제의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

고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보완책이 필

요하다.

1.3 같은 것이 있는 순열과 조합의 관계 연구

이제부터 연구의 핵심 내용인 같은 것이 있는 순열과 조합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교과서에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공식과 

그 공식의 정당화 과정을 어떻게 진술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

해 M사, S사의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두 교과서는 모두 그 공

식이 정당함을 간단한 상황을 통해 진술하였다. S사는 공을 이용하여 표

현하였고, M사의 경우에는 문자를 이용하여 표현하였다. 흥미로운 사실

은 두 교과서 모두 총 다섯 개 중에서 서로 같은 것이 각각 개, 개 있

는 경우에 대하여 공식을 정당화하였다는 것이다. 그 중, 문자를 이용한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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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

  개 중에서 서로 같은 것이 각각 개, 개, ⋯ 개씩 있을 때, 개

를 모두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의 수는

        ⋯ 


 (단, ⋯)

※ 상황  

‣ 같은 문자인  가 각각 개, 개가 있는     를 일렬로 나

열하는 순열의 수 구하기.

※ 공식유도원리 

‣ 구하는 순열의 수를 라 하고, 이들 가지의 순열 중 한 순열

       

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개의 를 구별하여   이라고 하면 이 하나에 대하여 개의 

서로 다른 수열을 얻을 수 있다. 

또, 개의 를 구별하여  로 놓으면 같은 방법으로 위의 각각의 

순열에 대하여 개의 서로 다른 순열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의 와 개의 를 각각 구별하면 한 순열 에 대하여 

        × (가지)

의 순열이 생긴다. 

마찬가지로 가지의 순열 각각에 대하여  × 가지의 서로 다른 순

열을 얻을 수 있으므로 개의 와 개의 를 구별하여 일렬로 배열

한 순열의 총 수는  ×  ×  

이다. 따라서 

        × 


 (가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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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당화 과정의 문제점은 과  사이에 곱이 들어가는 이유를 명

확히 기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어지는 교과서의 내용 역시 일반

화된 공식 및 예제 문제의 제시일 뿐, 같은 것이 개, 개, ⋯ 개씩 있

는 경우의 순열에 대하여 분모에   ⋯ 이 되는 것에 대한 정당화 과

정은 소개되고 있지 않다. 즉, 학생들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공식에 대

하여 그 공식의 정당화 과정을 명확히 학습할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접근방법이 순열․조합을 쉽게 지도하고

자 하는 현행 교육과정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나, 그것은 학생

들에게 단순한 문제 상황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하다. 그런데, 앞에서 언

급한 바와 같이 조합론은 특정한 알고리즘의 적용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

는 문제 상황을 주로 다룬다. 이주영(2005)은 이러한 조합론의 문제 해

결을 위한 학습에 있어 많은 정리가 아닌 상황을 판단한 논리적인 경우

나누기와 적합한 기본 법칙의 적용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기본 법칙을 

적용하려면 기본 법칙의 명확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공식

의 암기가 아닌 공식의 정당화 과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런 맥락에서, 정당화 과정 없이 공식만을 제시하는 교과서

의 접근방법은, 문제 상황이 복잡해지거나 변형될 경우,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공식의 정당화 과정의 지도방안을 제안하고 

그것을 고등학교 중상위 학생들에게 적용해 보고자 한다. 

순열 공식의 정당화 과정은 순열을 조합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A, A, B, B, C의 다섯 문자를 나열하는 경

우, 이 중 한 가지 경우인 AABBC를 생각해 보자. 왼쪽부터 문자가 들

어가는 자리에 대하여 1부터 5까지의 수를 각각 대응하여, 각 문자마다 

그 문자가 나열되어 있는 자리의 번호를 짝지을 수 있다. 즉,   A:{1, 

2}, B:{3, 4}, C:{5} 와 같이 짝지을 수 있는데, <그림 Ⅱ-3>과 같이 

좌측의 경우와 우측의 경우가 일대일 대응을 이루기 때문에, 왼쪽의 경

우의 수를 세는 문제를 우측의 경우의 수를 세는 문제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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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BBC                {1, 2} {3, 4} {5}

            ABACB                {1, 3} {2, 5} {4}

            BBACA                {3, 5} {1, 2} {4}

               ⋯                           ⋯

<그림 Ⅱ-3> 문자를 나열하는 경우와 집합을 구성하는 경우의 대응

이제 <그림 Ⅱ-3>의 우측과 같이 부터 까지의 자연수를 이용하여 

서로소인 집합을 구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먼저, 다섯 개의 수 

중에서 처음 집합에 들어갈 원소 두 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C이

다. 이후, 한 번 선택한 자연수를 다시 선택하지 않을 때, 가능한 자연수 

세 개 중에서 가운데 집합에 들어갈 원소 두 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C이다.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자연수를 이용하여 집합을 구성하는 경

우의 수는 C이므로, 구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는 C×C×C이 된다. 

같은 상황에 대하여 집합을 이용하지 않고 시각적 표상을 이용하여 

살펴볼 수도 있다. 위에서 언급한 다섯 개의 문자 A, A, B, B, C를 나

열하는 경우를 수형도로 나타내면 <그림 Ⅱ-4>과 같다. 

C  가지

C  가지
C  가지

<그림 Ⅱ-4> A, A, B, B, C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형도

이 수형도에서의 제일 좌측은 어떠한 문자도 나열하지 않은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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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다. 그 상태에서 우측으로 한 번 뻗어나간 것은 A, A를 나열한 

상태를 나타낸다. 또 우측으로 뻗어나가면서 B, B를 나열하였고, 마지막

으로 뻗어나간 상태는 A, A, B, B, C 모두를 나열한 상태를 나타낸다. 

따라서 제일 우측의 개수를 전부 세는 것이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경우

의 수를 세는 것과 일치한다. 이 때, 수형도에서 제일 좌측에서 최초에 

뻗어나간 가지의 종류에 상관없이 그 다음으로 뻗어나가는 가지의 수가 

일정하므로, 경우의 수는 각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뻗어나가는 가지의 

수들을 차례대로 곱하여 구할 수 있다. 최초 다섯 개의 빈자리에서 A가 

들어갈 자리 두 개를 순서에 상관없이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C이고, 

이후 남은 세 개의 빈자리에서 B가 들어갈 자리 두 개를 순서에 상관없

이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C이며, 마지막 남은 자리에 C가 들어가는 경

우의 수는 C이므로, 구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는 C × C × C 이 된

다. 

2. 사고의 고착과 발상의 전환

  

 2.1 수학적 창의성의 신장

김부윤(2006)이 이야기했듯이 지금의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요인들

(과도한 학습 분량, 대학입시, 창의성 신장 교육을 위한 교재의 부족)에 

의하여 고등학교 수학교실에서 수학적 창의성의 신장보다는 주입식 또는 

문제풀이 위주의 수학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김영채(1999)는 이 같은 

수학교육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학에서의 창의적 문제 해결 맥락

을 유창성, 유용성, 독창성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주어진 문제 상황과 

관련하여 해결 개연성이 높은 적절한 아이디어를 찾아나갈 수 있는 능력

에서 찾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창의성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는 발산적 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문제 영역에 대한 통

찰력과, 어떤 아이디어가 주어진 문제 해결에 유용한지에 대한 통찰력이 

중요하며, 이러한 통찰력은 바로 논리적⋅비판적 사고 훈련을 통해서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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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질 수 있다고 하였다.

현대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정치․사회․문화의 패러다임의 급속한 

변화는 현대 사회에서 요구하는 지식의 내용과 중요성을 유동적으로 변

화시키게 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변화에 신속히 적응하고 새로운 상황에

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적절히 해결하기 위해선 상황적응적인 인지

적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상황적응적인 인지적 능력

의 핵심이 바로 비판적 사고이다. 비판적 사고 교육은 고정된 상황에서 

적용시킬 수 있는 명제적 지식이나 서술적 지식에 대한 학습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문제해결 방식이나 절차적 지

식에 대한 학습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성취보다는 능력을 배양하는 교

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Torrance(1995) 역시 논리적⋅비판적 사고 훈련을 창의성 신장을 

위한 요소로 보았다. Torrance(1995)는 그의 연구에서 진정으로 창의

적인 것은 가르칠 수 없지만, 창의성이 아무런 가르침 없이 저절로 생겨

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항공기 사고로 비상 탈출한 

항공기 승무원이 생존 장면에 직면하였다고 하자. 이 때, 앞으로 직면하

는 여러 문제 상황에서 창의적인 해결을 할 수 있으려면 이전의 요소들

을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어떻게 물에서 살았으며, 북극 탐험가들이 어

떻게 생존했으며, 배가 조난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났으며, 다른 비

행사들이 어떻게 탈출했는지 등등을) 지금 장면에서 요구되고 있는 새로

운 형태의 것으로 상상하여 재조합해야 한다. 창의적 해결의 요소들은 

가르칠 수 있다. 이러한 창의적 해결의 요소들에 대한 교육은 창의성 자

체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바로 논리적⋅비판적 사고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육인 것이다. 이는 새로운 변화에 신속히 적응하고 새로운 상

황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교육해야 

함을 의미한다.

Pehkonen(1997)은 이와 관련하여 “창의성의 한 요소인 융통성이 

성공적인 문제 해결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능력들 가운데 하나이

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창의성의 요소 중 융통성을 강조하였다. 김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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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은 융통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사고의 틀을 깨지 못한다는 말과 

같으며, 사고의 틀을 깨지 못하는 것이 바로 사고의 고착이라고 이야기

하였다. 

 2.2 인지심리학에 있어서의 사고의 고착과 관점의 전환

인지심리학에서는 일찍부터 이러한 사고의 고착과 관점의 전환에 대

한 실험 연구가 있어왔다. 다음과 같은 문제를 살펴보자.

다음 9개의 점을 4개의 직선으로 연결시켜 보라. 단, 연필을 종이

에서 떼서는 안 되며,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도 안된다. 동일한 문제

를 여러 개 만들어 놓고 몇 번째 시도에서 성공하는지를 헤아려보라. 

4개의 직선으로 연결시키는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다음 목표는 3개의 

직선으로 이들 점을 연결시키는 것이다. 물론 제약조건은 직선 4개로 

연결시키는 문제와 동일하다.

<그림 Ⅱ-5> 사고의 고착과 관련된 문제(Wickelgen, 1974)

Wickelgren(1974)은 이 문제에 대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가상

의 사각형 안에서만 선을 그으려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다고 하였다. 문제에는 이 사각형 안에서만 선을 그어야 한다는 제약이 

없음에도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새롭게 해석(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인 

사고의 고착에 빠지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생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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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해야 한다(Wickelgren, 1974). 이

는 일찍부터 사고의 고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서 관점의 전

환을 중요시 여겼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상황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여러분이 어떤 방으로 들어간다. 방 안에는 천장에 두 개의 줄이 

매달려 있다. 실험자가 여러분에게 두 개의 줄 끝을 잡아 묶으라고 하

면서 이 과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가까이 있는 테이블 

위에는 망치와 펜치를 포함하여 몇 개의 도구들이 놓여 있다. 여러분

은 줄 한 개의 끝을 잡고 다른 줄 쪽으로 걸어간다. 그러나 다른 줄 

끝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린다. 펜치를 손에 잡고 그것으

로 줄을 잡아보려 하지만 소용이 없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림 Ⅱ-6> 사고의 고착과 관련된 실험연구(Maier, 1933)

위의 문제 상황 역시 사고의 고착과 관련되어 있다. 이 문제는 하나

의 물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기능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봄으로서 해결

될 수 있다. 위의 상황에서는 한쪽 줄 끝에 망치나 펜치를 매달고 진자

처럼 흔들리게 한 다음 다른 쪽 줄 끝을 잡고 서 있다가 흔들리는 줄이 

다가올 때 잡으면 된다. Duncker(1945)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잘 해결

하지 못하는 이유로서 사고의 고착(기능적 고착)을 이야기하였다. 그리

고 이러한 사고의 고착을 해결하기 위해서 Wertheimer(1959)는 문제 

상황을 새로운 방향에서 바라보기 위한 시도가 중요하며, 기존의 입장을 

고집하지 말고 관점을 바꾸어 생각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렇듯 인지심리

학 분야에서는 일찍부터 사고의 고착을 극복하기 위한 관점의 전환을 중

요하게 생각하였다. 

 2.3 수학교육에 있어서의 사고의 고착과 관점의 전환 

  Haylock(1997)은 사고의 고착을 수학교육과 관련지어 연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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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는 사고의 고착을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사고의 고착

(content-universe fixation)과 풀이 방법적인 측면에서의 사고의 고착

(algorithmic fixation)으로 분류했다. 

먼저, 그가 논의한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사고의 고착이란 수학 문제 

풀이를 위한 학생들의 사고가 내용적인 범위에 있어서 제한된 상태를 의

미한다. 그는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사고의 고착의 예로서 다음의 실험을 

언급하였다. 초등학교 4, 5학년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합이 10이고 차

가 4인 두 수를 찾는 문제를 제시하였을 때에는 쉽게 답을 찾았다. 그러

나 합이 10이고 차가 10인 두 수를 찾는 문제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답

을 찾지 못했다. 이 실험에서 학생들이 0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자연수로 

사고를 제한하는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사고의 고착에 빠져있다고 

Haylock은 주장하였다. 

두 번째로, 그가 논의한 풀이 방법적인 측면에서의 사고의 고착이란 

학생들이 어떤 문제의 풀이에 있어서 그 풀이가 적절하지 못하거나 최선

의 방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이 예전에 성공적이었거나 유용했

던 경험이 있기에 그 풀이 방법에만 집착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와 관

련하여 김부윤(2006)은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시하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고착을 탐구하는 실험을 하였다.

문제 :   는 부호가 같은 실수이고, loglog  이다. 




의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이 문제에 대한 풀이를 작성한 92명의 학생 중 51명이 주어진 식을

     log  log log  log   ⋯ ⋯ 

으로 변형하였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변형은 세 문자가 모두 양수일 

때에만 가능한 경우니, 이렇게 풀이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그 51명 중 24명은 (1)에 이어서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풀이 : log  log log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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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glog log  loglog log

       log가 실수이므로 판별식에 의해

       log  logloglog  ≥ 

       log  log ≥  log
 



≥ 

       log


≥  또는 log


≤ 

       따라서 

≥  또는 


≤ 



이 풀이를 제시한 학생들은 로그에서 진수의 조건을 간과한 것이다. 

이 학생들은 로그의 진수를 그 자체에서 분리하려는 약간의 풀이 방법적

인 사고의 고착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실은 


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로 치환하여 가정에 의해 로그의 진수를 분리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새로운 문제 풀이 방법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실생활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나 연구과정에서 나타나는 수학적 문제들이 기존의 방

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고의 고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여러 선행연구들

이 있어 왔다. 김부윤(2006)은 위에서 언급된 풀이 방법적인 측면에서

의 사고의 고착이 우리나라의 학생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유형이며, 이

는 평소 학생들이 단편적인 지식의 적용 및 기존의 풀이 방법을 사용하

면 충분히 해결되는 문제들을 위주로 접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사고의 고착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를 해결하

는 방안으로서 그는 수학적인 연계(connectedness)에 의한 지도를 제

안하였다. Pehkonen(1991) 또한 학생 스스로 문제해결 방법을 고안하

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수학적인 연계에 의한 지도로써 학생 

스스로 문제 해결 방법을 고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학생들이 풀이 방법

적인 사고의 고착화를 탈피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익표⋅황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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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은 이러한 사고의 고착을 극복하기 위하여 연계를 강조한 수업 

방법을 도입하여 학생들이 수학적인 문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 해결 

방법을 생각해보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즉, 여러 연구들에서 사

고의 고착을 극복하기 위해서 개념들 간의 연결성을 강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연결성을 갖기 위해서도 관점의 전환을 경험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Krutetskii(1969)은 정형화된 해법에서 

벗어나 사고의 고착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고 과정의 유연성을 강조하면

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수학적 능력은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법 시도와 하나의 정신 조작에

서 또 다른 정신 조작으로의 쉽고도 자유로운 전환 과정 속에서 나타난

다. 재능이 있는 학생은 필요하다면 패턴화된 전형적인 해법을 버리고 

새로운 해법을 찾을 수 있다(Krutetskii, 1969, p117, 재인용).  

도종훈(2006) 역시 관점을 전환하는 것이 수학 문제풀이의 과정에서 

중요한 능력이라고 연구를 통해 밝혔다. 이렇듯, 수학교육과 관련된 기

존의 여러 연구에서도 관점의 전환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현행 수학교육에 있어서 관점의 전환을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수학습 내용은 많이 부족한 상태이다. 특히, 순열·조

합과 관련된 수학적인 연계 및 관점의 전환과 관련된 교수학습 내용 설

계는 찾아볼 수 없었다. 

3. 수업 설계 모델로서의 교수 학습 이론 

 3.1 Ausubel의 유의미 학습이론

  David Ausubel은 미국의 심리학자로서, 교과학습을 학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한 이후, 당시 1960년대의 발견학습의 우월성

을 주장하던 다른 인지심리학자들과는 달리 설명식 수업의 중요성을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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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하였다. Ausubel(1968)은 인지적 교수 학습의 과정에 초점을 둔 교

수학습 이론을 제시하였다. 그는 기존의 교육에서 문제가 된 것은 설명

식 수업이 아니라고 하면서, 학교에서의 학습이 기계적인 학습이 아니라 

유의미한 학습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Ausubel은 유의

미 학습이론을 주장하였다. 

유의미한 학습을 설명하기 위해 Ausubel은 학습과제와 인지구조의 

두 변인을 설정하고 이들을 서로 관련지었다. 그에 의하면 인지구조란 

학습자의 의식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조직화된 개념이나 아이디어의 집

합을 의미한다. 이 인지구조는 하나의 위계를 이루고 있는데, 가장 포괄

적이고 일반적이며 추상적인 개념이 그 정점을 차지하고, 그 밑으로 내

려갈수록 덜 포괄적인 하위개념으로 구성되며, 마침내 제일 밑바닥에는 

사전적 지식이 위치하고 있다고 하였다. 학습과제란 실사성과 구속성을 

지닌 유의미한 아이디어의 집합체를 의미한다. 실사성은 어떤 명제를 어

떻게 표현하더라도 그 명제의 의미가 변하지 않는 것이며, 구속성은 일

단 임의적으로 맺어진 관계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하나의 관습으로 굳

어지면 그렇게 맺어진 관계를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게 되는 성질이

다. 학습과제 역시 인지구조와 마찬가지로 위계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유의미한 학습이 되려면 학습과제를 맹목적으로 암기할 것이 아니라, 학

습자의 기존 인지구조와 관련을 맺도록 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서 학

습된 내용이 오래 지속된다고 Ausubel은 주장하였다.

 3.2 Ausubel의 유의미 학습지도법

Ausubel은 학습지도법을 아래의 네 가지 형태로 나누었는데, 그 중

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교사가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제시하

며, 학생들은 그것을 과거의 학습과제와 연관시켜 기억하는 유의미 수용

학습법을 Ausubel은 주장하였다.



- 25 -

구 분 수 용 발 견

기계적 학습 기계적 수용학습 기계적 발견학습

유의미 학습 유의미 수용학습 유의미 발견학습

<표 Ⅱ-2> Ausubel의 학습지도법의 형태

Ausubel은 유의미 수용학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수업원리를 주장

하였다. 먼저, 통합적 조정의 원리이다. 이는 새로운 개념이나 의미는 이

미 학습된 내용과 일치되고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

르면 하나의 수업은 반드시 이전에 학습된 내용을 염두하고 설계해야 한

다. 이 연구에서 설계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교수학습 내용은 곱의 

법칙 내용과 일치되고 통합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로, 

선행학습의 요약, 정리의 원리이다. 이는 새 과제의 학습에 임할 때 현

재까지 학습해온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해 주면 학습은 촉진된다는 내용이

다. 선행과제의 재학습을 하지 않고서는 선행학습이 새로운 학습에 전환

되지 않는다. 이에 따르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내용을 설계함에 있어

서 수업의 앞부분에 곱의 법칙에 대한 내용의 재학습이 있어야 학생들은 

새로운 학습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습준비도의 

원리가 있다. 여기에서 학습준비도란 학습자의 기존 인지구조뿐만 아니

라 학습자의 발달수준을 가리킨다. 학습준비도는 교과학습의 영향도 받

지만, 인지능력과 인지기능에 미치는 일반적인 작용이나 영향까지도 받

게 된다. 이에 따르면 이제부터 살펴볼 수업실험 설계가 학생에게 긍정

적인 영향을 줄지는 그 학생의 발달수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

다.

Ausubel은 이 같은 원리에 입각하여 선행조직자 수업모형을 주장하

였다. 이 모형은 <그림 Ⅱ-7>와 같이 수업을 3단계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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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선행조직자 제시

2단계

학습과제 및 

자료제시

3단계

인지적 조직화의 

강화

<그림 Ⅱ-7> 선행조직자 수업모형

수업의 1단계에서는 학생들에게 선행조직자를 제시한다. 여기에서 선

행조직자란 새 학습과제를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인 입문용 자료를 의미한다. 이는 학습과제와 학습자의 경험과 지식을 

연관시킬 수 있다. 수업의 2단계에서는 학습과제 및 자료를 제시한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학생들의 인지적 조직화를 강화시킨다. 이는 

학생들에게 자신이 배운 것을 명료화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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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를 조합의 관점으로 접근해 봄으

로서 학생들이 순열과 조합 사이의 관계를 인식하고, 나아가 수학에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함을 느끼게 하며, 수학에서 어떤 문제의 풀이 방법

은 하나가 아니라는 사고의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순열과 조합을 이용하여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내용을 접근하는 강의안을 도구로 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인 개조로 학습 집단을 구성하여 수업을 실시

한 후, 개별 인터뷰를 통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를 조합으로 접근

하는 것이 도움이 됨을 밝히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 설계를 하였다.

첫째, 본 실험에서 다루고자 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내용은 적

분과 통계 과목에 속해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교의 자연

계열 학생들은 교육과정 상 적분과 통계 과목을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3

학년 때 이수한다. 그렇기에 본 연구에서는 자연계열의 학생들 가운데 

고등학교 3학년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수업 실험에 쓰인 자료는 모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제작되었

다. 각 단계의 과제들은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기본 예제를 바탕으로 

제작하였다. 그렇지만 순열과 조합을 명확히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

해, 기본적인 계산 문항이 아닌 약간의 조건이 추가되는 문항들로 구성

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조합론의 문제에서 단순히 공식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문제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다고 밝힌 이주영

(2005)의 연구를 근거로 하였다. 본 수업실험 자료의 1단계 과제부터 

3단계 과제까지의 내용은 기존의 순열 접근에 대해 학생들이 구체적으

로 알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4단계 과제부터 8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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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과제까지의 내용은 집합의 분할 개념을 이용하여 조합의 관점에서 접

근하는 방식을 취한 뒤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학생들이 풀어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셋째, 수업 실험에서의 학생 참여 과정 및 수업에서 쓰인 학습지를 

기본 조사도구로 하되 개별 인터뷰를 통해 학생들이 이 수업을 통해 무

엇을 경험할 수 있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터뷰 과정에서는 

순열과 조합의 관계 및 관점의 전환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

는지 물어보았다. 

넷째, 수업 실험 내용을 어려워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추가적으

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과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에서 쓰인 문항은 본 

수업 실험에서 쓰인 문항과 동일한 유형의 문항으로 제시하되, 일부 문

항에 대해서는 다소 세부적인 비계를 설정하여 학생들이 단계적으로 해

결함으로써 이전 수업 실험 내용을 떠올릴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2. 연구 참여자 및 표집방법

 2.1 연구 참여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현행 교육과정에서 적분과 통계 과목에 속해 

있는 내용이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자연계열 학생들은 교육과정 상 적분

과 통계 과목을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수하기에, 본 연구에서

는 연구 참여자로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내용을 이미 학습한 고등학교 

3학년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수준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 교수학습 내용

을 인지부조화 없이 학습하여, 공식의 정당화 과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 과정을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렇지

만 이 교수학습 내용이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내용

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최상위 수준의 학생들에게 먼저 예비 실험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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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 즉, 이 교수학습 내용을 최상위 수준의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나아가 그 내용을 스스로 구성해갈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예

비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국을 범위로 하였을 때 최상위 수준

의 3학년 고등학생들과 수준면에서 별 차이가 없으며, 고른 수준의 최상

위 집단을 연구자가 손쉽게 구성할 수 있는 서울의 S대 수학교육과 학

사과정 1학년 대학생들을 예비 수업 실험의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본 수업 실험에서는 예비 실험에서 다루었던 교수학습 내용

을 보다 일반적인 수준의 학생들에게 제시하여, 그 학생들이 교수학습 

내용을 어려움 없이 학습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그런데, 본 수업 

실험의 연구 참여자 선정에 있어서 한 번에 너무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

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할 경우 자칫 학생들이 서로의 실력을 비교함에 

따라 열등감을 느껴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있다고 사료되어, 

일반계 고등학교 자연계열 3학년 학생들 가운데 너무 수준의 차이가 크

지 않도록 중 수준 이상의 학생들을 본 수업 실험 참여자로 정하였다. 

  

 2.2 표집방법

예비 수업 실험 참여자 집단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서울시 S 대학교 

수학교육과 학사과정 1학년 학생들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여 구성되

었다. 이 대학생들은 조합론 학습에 관한 수준의 차이가 없을 것으로 사

료되어, 대학생들 중 자신의 생각을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기준

으로 연구 참여 동의를 구한 3명을 모집하였다.1) 

다음으로 본 수업 실험 참여자인 고등학생 집단은 경기도 S 고등학

교의 3학년 자연계열 학생 중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영역

에서 1등급부터 5등급 사이의 점수를 받은 학생들 중 희망자를 대상으

로 하였다.2) 그 중에서도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의 추천을 받아 자

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학생 3명을 모집하였다. 

1) 세 대학생은 모두 2013학년도 1학기 미적분학 수업에서 모두 A- 이상의 학점을 받았다.

2) 세 학생은 각각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 수학영역이 각각 1등급, 3등급, 4등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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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과제 

a, a, a, b, b, c를 나열하는 공식은 


입니다. 이 공식이 참인 이유를 

적어 보세요.

3. 조사도구

 3.1 수업 강의안 및 학습지

본 연구에서는 조합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Ausubel의 선행조직자 수업모형을 적용하였다. 교수학습 활동 절차는 

총 네 단계이다. 먼저 학생들의 사전 지식을 확인하는 과제를 제시하였

으며, 이후 학생들에게 선행조직자를 제시하는 단계를 설정하였다. 그리

고 학습과제 및 자료 제시 단계에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조합의 관점

에서 정당화하는 내용을 제시하였고, 마지막 단계인 인지적 조직화의 단

계에서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제대로 학습하였는지를 평가하였다.

 

사전 지식 확인 단계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공식의 정당화 과정을 학생들이 알고 있는지 확

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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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진행 흐름

프린트로 제시하여, 학생들이 공식이 참인 이유를 적도록 한 후

발표시킴.

예상 답변

1. 전체 문자가 6개, a가 3개, b가 2개니깐...

2. a 3개를 나열하는 경우가 3!, b 2개를 나열하는 경우가 2! 이므로

3. a 3개, b 2개를 구별지어 생각해보자.

그 중 하나의 예를 들면 a1 a2 a3 _ _ _ 의 경우, b1 b2 c를

나열한 뒤, b1, b2를 b로 되돌릴 때 중복되는 경우가 2! 개 만큼

발생하고, 전체적으로 볼 경우 a1, a2, a3를 마찬가지로 되돌릴 때

중복되는 경우가 3!개 만큼이므로 각각의 2! 개에 3!개 만큼이

중복되어 존재하므로 3!2! 만큼이 중복된다.

추가 발문

1. 문자가 3개, 2개인거랑 3! , 2!은 무슨 관계가 있나요?

2. 3!과 2! 사이에 곱이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3. 그렇다면 이 설명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나요?

이 과제의 경우 a, a, a, b, b, c를 나열하는 공식이 


임을 학생들

이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지를 학습지에 적어보고 이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였다. 최상위 수준의 학생들의 경우에는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레이블

링 개념을 이용하여 공식의 원리를 언급할 것으로, 중상위 수준의 학생

들의 경우에는 이유에 대해 언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설계하였다. 

그리고 이유를 적은 학생들에게 분모의 팩토리얼 사이의 곱이 성립하는 

이유나 과  사이의 나눗셈이 성립하는 이유에 대하여 교사가 물어

보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내용에 대하

여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키고, 학생들의 사전 지식을 확인함은 물론, 뒤

에 있을 선행조직자 제시 단계에서 학생들이 내용을 깊이 있게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선행조직자 제시 단계

다음으로는 학생들이 학습과제 및 자료 제시 단계의 내용을 효과적으

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선행조직자를 제시하는 단계를 구성하였다. 두 

단계의 과제로 구성하였는데, 각 단계의 과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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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과제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으로 구성된 집단이 있다. 이 집단의 대표 3명을 선정하

려고 한다. 이 대표 중에 여학생을 적어도 1명 이상 포함시켜야 할 때,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하세요.

과제

진행 흐름
잘못된 방법으로 보여주고, 학생들의 문제 풀이 습관을 되짚어봄.

풀이 진행

먼저, 여학생 2명 중에 먼저 1명 선정한 뒤, 나머지 총 4명의 학생들

가운데에서 2명을 선정하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게 된다.

×  × 

그렇지만, 실제로 세어 보면, 가지 경우가 나온다.
추가 발문 곱의 법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만족되어야 할 것인가?

* 3단계 과제

과제

진행 흐름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공식 유도에 대해 확인해 봄.

이 때, 내용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대답할 수

있도록 발문 위주로 과제를 진행해야 함.

풀이 진행

a, a, a, b, b, c를 나열하는 문제를 다시 생각하자. 현재 각각의

a,a,a와 b,b는 구별이 되지 않는 같은 문자이다. 만약, a,a,a 와 b,b

가 구별이 되는 문자   와  라고 했을 때, 구별이 되

는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는 이다. 그런데, 최초의

a,a,a,b,b,c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라고 했을 때, 그 중의 하나

인 aaabbc 를 생각해보자. 그러면

 

그림과 같이   를 나열한 후,  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는 곱의 법칙에 의해  ×  이 된다. (곱의 법칙은, 하나의 사

건 안에서 서로를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에

적용됨) 그런데, 처음부터 구별을 지은 뒤에 나열하나, 구별없이

나열한 뒤 구별을 주어도 얻는 결과물은 같아지기에 경우의 수는

같아진다. 즉,    ×  ×  따라서,   ×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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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계 과제 

앞에서의  a, a, a, b, b, c를 나열하는 문제를 다시 보자. 

a b a b a c 와  {1,3,5}, {2,4}, {6}는 서로 연관이 있을까?

2단계 과제에서는 경우나누기를 하여 곱의 법칙을 사용해야 하는 문

제를 구성하였다. 그런데 적분과 통계 익힘책에는 똑같은 유형에 대해 

경우나누기를 사용한 풀이가 제시되어 있다. 그렇기에 학생들에게 2단계 

과제를 직접 해결해보도록 할 경우 경우나누기를 통해 해결할 우려가 있

다. 이는 학생들이 곱의 법칙에 대한 고찰이 아닌, 경우 나누기에 대한 

관심으로 흐름이 달라질 수 있음을 우려하여 교사가 직접 설명하는 방식

으로 구성하였다. 즉, 잘못된 방법을 교사가 보여준 뒤, 그 풀이가 잘못

된 이유와 이를 통해 곱의 법칙을 사용할 경우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대

해서 생각해보면서, 이전 문제에서 과  사이에 곱이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도록 과제를 구성하였다. 3단계 과제에서는 2단계 

과제에서 했던 곱의 법칙과 관련지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공식을 교

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유도해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 때, 곱이 들어가는 이유를 설명함에 있어 ‘수형도’를 활용하였다. 

수형도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뻗어나가는 총 가지의 개수를 세는 문

제로 바꿀 경우 각 단계에서 뻗어나가는 가지의 총 개수를 확인하고 각 

가지마다 그 다음 단계에서 뻗어나가는 가지의 개수가 각각 같기에 곱의 

법칙이 성립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유

의해야 할 점이다.

학습과제 및 자료 제시 단계

다음으로 본격적인 이 교수학습 활동의 학습과제 및 자료 제시 단계

를 구성하였다. 여기는 네 단계의 과제로 구성하였는데, 각 단계의 과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4 -

과제 진행 흐름
칠판에 과제를 제시하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

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함.

예상 답변
{1,3,5}는 a가 있는 자리, {2,4}는 b가 있는 자리, {6}은 c가 있

는 자리에요.

추가 발문
1. 거꾸로 생각해보자.

즉, a:{2,4,6}, b:{1,3}, c:{5}에 대응하는 문자열은?

* 5단계 과제 

  방금전에 했던 과제를 바탕으로, a,a,a,a,a,b,b,b,c,c,d 의 문자열을 일

렬로 나열하는 경우 중 a b a b a c a b a c d 를 어떤 집합으로 대응하여 생각할 

수 있을까?

과제 진행 흐름 프린트로 과제를 제시하고, 학생들의 사고과정을 확인함.

예상 답변 a: {1,3,5,7,9}, b:{2,4,8}, c:{6,10}, d:{11}

추가 발문

1. 그렇다면, a,a,a,a,a,b,b,b,c,c,d 의 문자열을 일렬로

나열하는 문제는 어떤 문제로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

2. 방금 한 내용들을 일반화 시키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 6단계 과제 

        a a b c c                {1,2}, {3}, {4,5}

        a b a c c                {1,3}, {2}, {4,5}

        b a a c c                {2,3}, {1}, {4,5}

            ⋯                           ⋯

왼쪽의 경우의 수를 세는 문제와 오른쪽의 경우의 수를 세는 것은 같은 문

제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를 말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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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진행 흐름
칠판에 과제를 제시하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

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함.

예상 답변
왼쪽과 오른쪽에는 1대1 대응이 성립하기 때문에 왼쪽을 세

는 경우와 오른쪽을 세는 경우는 같다고 생각해요.

결론 도출 및

방향 제시

그럼 지금부터 왼쪽으로 제시되어 있는 문제들을 오른쪽 집합

으로 바꿔서 해결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즉,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를 ‘각각의 자릿수를 성분으로 하는 집합’을 세는 문

제로 시각을 달리하여 살펴볼 생각입니다.

* 7단계 과제

 

과제

진행 흐름

4~6단계에서 다룬 집합에 대한 시각으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내

용을 생각해봄.

이 때, 내용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대답할 수

있도록 발문 위주로 과제를 진행해야 함.

풀이 진행

1. A, A, B, B, C를 나열하는 경우, 왼쪽에서부터 문자가 들어갈 위치

를 성분으로 하는 집합을 생각하자. 이 때, A에 해당하는 집합을 구성하

는 경우의 수는 1부터 5까지의 숫자 중에서 2개의 숫자를 고르는 경우이

므로 가 된다. 그리고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B에 해당하는 집합

을 구성하기 위해 남은 숫자 3개 중에서 2개의 숫자를 고르는 경우는

가 된다. 그리고 또한 그 각각에 대하여 남은 1개의 숫자를 C에 해

당하는 집합으로 구성시키면 충분하므로, 곱의 법칙에 의해 문제가 요구

하는 답은  ×  ×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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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진행

2. 다른 방법 : A A B B  C를 나열하는 경우, 각 문자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생각하자. 맨 처음 빈 자리에 A A를 채우는 경우의

수는 C이다.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남은 빈 자리에 B  B를
채우는 경우의 수는 C이다. 그리고 남은 자리에 C를 채우는 경우의

수는 C이므로, 생각할 수 있는 총 경우의 수는 C × C × C이

된다.

이 단계에서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내용을 조합의 관점에서 바라보

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특히 4단계 과제에서는 집합을 이용하여 일대일 

대응 관계를 학생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a b a b a c 

와 {1,3,5}, {2,4}, {6} 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학생들이 직접 살펴보

면서 직관적으로 위치를 수로서 바라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5단계 과

제에서는 4단계 과제를 학생들이 명확하게 파악했는지 연습해 볼 수 있

는 문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내용을 일반화시켜 학생들이 

순열과 조합 사이의 관계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도록 추가 발문을 준비

했다. 6단계 과제에서는 5단계 과제에서 진행했던 집합을 이용하여 같

은 것이 있는 순열을 조합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에 대하여 토의해 보

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이 때 중요한 것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집

합으로 연결 지을 때, 일반적인 분할과 달리 {1,2} {3} {4,5} 와 

{4,5} {3} {1,2} 가 서로 다른 집합족임을 언급하고 넘어가는 데 유의

하였다. 서로 다른 5개의 물체를 2개, 2개, 1개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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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단계 과제

1. a, a, a, a, b, b, c 의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려고 한다. 양 끝에

는 모두 가 온다고 할 때, 이를 만족하도록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고, 

그 과정을 적어보자.

2. 에서 의 계수를 구하고, 그 과정을 적어보자.


C×C×C

으로서 분할하는 집합의 크기가 동일한 개수만큼 나누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이 과제에서는 이러한 분할과는 다르게 자연수를 

분할하는 집합의 순서도 고려해 주어야 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그

리하여 6단계 과제를 통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를 ‘각각의 자릿

수를 성분으로 하는 집합’을 구성하는 문제로 파악될 수 있다면, 집합

을 구성하는 문제를 조합을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7단계 과제에서는 A, A, B, B, C를 나

열하는 순열 문제를 조합을 이용하여 해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각각의 조합의 수 C와 C와 C 사이에 곱이 들

어가는 이유에 대하여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후에 다른 방법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지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그 

중의 하나로서 직관적인 방법인 자리 배치하기 방법을 언급하였다. 이 

때, 두 방법 모두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수형도를 활용하였다. 

인지적 조직화의 강화 단계

마지막으로 인지적 조직화의 강화 단계를 구성하여, 학생들이 학습한 

이 교수학습 활동 내용에 대하여 강화 및 확인할 수 있는 문제들을 설계

하였다. 이 단계의 과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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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진행 흐름
프린트로 제시하여, 학생들이 이유 적은 뒤 발표시킴.

예상 풀이

1. 먼저 개의 자리 중에서 양 끝에는 를 채웠기에, 나머지 개의 자

리에 두 개의 를 채우는 경우의 수는 C이다. 그리고 남은 개의 자

리에 두 개의 를 채우는 경우의 수는 C 이고, 남은 개의 자리에 

를 채우는 경우의 수는 C이므로, 구하는 경우의 수는

C× C× C  이다.

2. 에서 하나의 항은 하나의  중에서 하나의 문자

를 택해 총 번 택한 문자들을 곱해서 만들어진다. 그렇기에, 개의 빈

자리를 각각의 에서 문자를 택하여 채운다고 봤을 때, 처음에

를 개 택하여 채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C이다. 이후 를 개 택하

여 채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C이다. 마지막으로 를 개 택하여 채

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C이므로, 구하는 경우의 수는

C× C× C  이다.

첫 번째 문제는 같은 것이 있는 문자를 나열하는 상황에서 양 끝에 

가 온다는 조건을 추가하였다. 조합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아이디어의 기

본 원리는 각 문자의 자리를 채워나가는 것이다. 그렇기에 문제 조건에

서 일부 에 대해 이미 자리를 배치하여도 조합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아이디어의 기본 원리만 명확히 알고 있다면, 이 문제는 나머지 문자에 

대하여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된다고 파악할 수 있는 문제이다. 

두 번째 문제는 삼항정리의 기본 예제이다. 적분과 통계 지도서에는 이 

삼항정리의 내용을 이항정리를 이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아래 그림은 한 

지도서에 실린 삼항정리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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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항정리

항이    세 개인   의 전개식을 삼항정리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삼항정리 이상을 다항정리라고 한다.

       
의 일반항은

C  
    

여기에서  의 일반항은 C  
   이므로   의 일반항은

C  
  

C 
    


⋅ 


    

    ,     라고 하면

           

따라서   의 일반항은

 


  (단,     )

실제로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삼항정리의 일반항을 구하는 데 있어 두 

문자의 합을 한 묶음으로 보고 이항정리를 두 번 이용하였다. 이 때, 조

합의 수가 두 번 등장하고 이를 팩토리얼로 나타내어 서로 같은 것이 있

는 순열과 같은 공식이 된다. 그렇지만 실제 교과서에서는 이와 같은 내

용을 지도하도록 제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문제를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순열과 조합 사이에 관계를 생각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

다. 

   

 3.2 인터뷰 문항지

본 연구에서는 앞에 제시한 강의안에 따라 수업을 마친 후 각각의 학

생들에게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에서의 질문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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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배웠던 방식과 이번의 수업에서 

접근한 방식을 비교했을 때, 곱의 법칙에 대해 무엇을 느꼈습니까? 

그리고, 순열, 조합과 관련하여 느낀 점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이번 시간에는 어떤 하나의 문제를 새로운 방향에서 접근해 보

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전에 이렇게 시각을 바꿔서 문제를 생각해 

보는 경험을 한 적은 있습니까? 이렇게 시각을 바꿔서 생각해보는 경

험이 본인한테 유익했습니까? 앞으로 이런 비슷한 상황이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시각을 바꿔보려는 태도를 가질 것 같습니까?

3.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을 가지면서 좋았던 점이나 인상 깊었던 

점이 있다면 의견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문항지>

 첫 번째 질문은 학생이 수업 시간의 핵심 포인트였던 곱의 법칙과 

순열⋅조합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묻는 것이다. 이는 학생들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곱의 법칙을 명확히 알게 되었으며, 순열과 조합이 각각 

동떨어진 내용이 아니라 서로 관련된 내용임을 인식하였는지 묻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 질문은 학생들이 이전에 이러한 관점의 전환을 가져본 

경험이 있으며 앞으로도 이 같은 태도를 지닐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또한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인터뷰하면서, 관점의 전환에 대한 학생들

의 생각은 어떠한지 추가적인 발문을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학생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

롭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3.3 심층 면접 문항지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집단의 경우, 이 수업 실험의 마지막 과제 단계

에서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가 나타난 연구 참여자들이 있었다.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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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고, 이 수업 실험이 의미가 있었는지 확

인하고자, 수업 실험에서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를 보였던 학생들과 두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 다음과 같은 세 문제에 대하여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 심층 면접 문항지 >

* 1. STATISTIC의 9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양 끝에 S가 오도록 나열

하는 방법의 수를 식으로 나타내보고, 그 과정을 적어봅시다.

* 2. interest의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i, n, r을 이 순서대로 나

열하는 방법의 수를 식으로 나타내보고, 그 과정을 적어봅시다.

* 3. 에서 의 계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아래의 예비 문제들을 

먼저 풀어본 후, 이 문제의 답을 구해 보세요.

3-1.  에서 항과 항은 각각 어떻게 얻어질까요? 

3-2.  에서 항과 항과 항은 각각 어떻게 얻어질까요?

3-3.  에서 의 계수는 무엇일까요?

3-4.  에서 항과 항은 각각 어떻게 얻어질까요? 의 

계수는 무엇일까요? 

<심층 면접 문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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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면접 문항으로는 세 문제를 선정했다. 이 세 문제 중 1번과 2번 

문제는 모두 적분과 통계 교과서와 익힘책에 제시되어 있는 문제였고,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강의안의 제 8단계 과제 문

제 중 삼항정리 문제였다. 1번 문제는 예전 과제와 마찬가지로 같은 것

이 있는 문자를 나열하는 상황에서 양 끝에 S가 온다는 조건을 추가하

였다. 이전 문제의 기억이 희미한 상황에서 같은 문제를 다시 해결할 경

우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 문제를 제시하였다. 다음

으로 2번 문제는 같은 것이 있는 문자를 나열하는 상황에서 어떤 특정 

세 문자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조건을 추가하였다. 이 조건은 특정 위치

에 특정 문자가 오는 것이 아니기에, 학생들이 몇 차례 직관적으로 예시

를 만들어보아도, 세 문자를 배치할 자리를 먼저 정한 후 그 문자들을 

순서대로 배치하는 아이디어를 얻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기에 2번 문제

를 학생들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로 파악하여 해결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3번 문제는 삼항정리 문제로서, 이전의 8

단계 과제와는 다르게 세부적인 비계를 설정하였다. 이는 삼항정리 문제

에서 의 경우에,    로 생

각하여 각각의 괄호를 자리로 보고 그 자리마다  또는  또는 가 배

치되는 것으로 보면, 항의 계수를 구하는 문제는   의 문자를 나

열하는 문제로 볼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추측하였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에서 3-1번과 3-2번 문제에서 

이항정리 문제를 통해 학생들이 괄호를 나열해보고 그것을 자리에 문자

를 배치하는 아이디어로 연결 짓게 하려는 의도에서 설정하였다. 이후 

3-3번과 3-4번을 통해 삼항정리 문제를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로

서 해결하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돌아가서 원래 3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비계를 설정하였다.  

4. 자료수집 방법

 4.1 예비 수업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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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수업 실험 희망자를 모집하여 이에 응한 3명의 학생과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은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되었는데, 처음 50분간은 3명

의 학생들과 강의안을 따라 수업이 이루어졌고, 이후 20분 정도 휴식을 

취한 후 각각의 학생과 개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 실험을 통

해 강의 내용의 오류 여부와 과제의 적절성 여부를 알아보고 본 수업 실

험 때에는 이를 수정⋅보완하고자 하였다. 

강의 결과 강의 내용 자체의 오류는 없었다. 최상위 수준의 학생들은 

이 교수학습 내용을 인지부조화 없이 자연스럽게 구성해 나갔다. 그러면

서도 학생들은 순열과 조합의 관계에 대하여 놀라움을 표현하였다. 특

히, 학생들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관점의 전환을 흥미롭게 느꼈으며, 표

현적인 측면에서 집합을 이용한 것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했다. 이러한 

이유들로 학생들은 모두 이 교수학습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4.2 본 수업 실험

예비 수업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된 강의안, 학습지, 인터뷰를 가

지고 고등학교 학생들과 수업을 실시하였다. 이 때, 강의안에서는 <그림 

Ⅲ-1>과 같이 2단계 과제와 3단계 과제 사이에 ‘도형’의 색칠하기 

문항을 추가하였다. 예비 실험 도중 학생들에게 수학적인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도입했던 문항을 본 수업 실

험에서는 강의안의 일부로 실험 시작 전에 포함시켰다. 또한, 4단계에서 

6단계까지 내용이 진행됨에 따라 학생들이 집합으로 표현한 것을 자칫 

자연수의 부분집합의 ‘분할’로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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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의 도형을 색칠하려고 한다.

이 때, 인접한 부분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려 할 때, 서로 다른

네 가지 색을 이용하여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그림 Ⅲ-1> 2단계 과제에서 추가한 색칠하기 문제

본 수업 실험은 예비 수업 실험과 마찬가지로 1시간 30분 동안 진행

되었다. 처음 50분간은 3명의 학생들과 강의안을 따라 수업이 이루어졌

고, 이후 20분 정도 휴식을 취한 후 각각의 학생들과 개별 인터뷰를 실

시하였다. 수업 실험 결과 본 수업 실험의 학생들은 같은 내용을 예비 

수업 실험의 학생들보다 어려워하였다. 이는 예비 수업 실험의 학생들이 

과제 해결의 흐름을 주도했던 것과 달리, 본 수업 실험의 학생들이 과제 

해결의 흐름을 주도하지 못했던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본 

수업 실험 학생들은 과제 3단계와 7단계에서 학생들이 학습 내용을 적

극적으로 구성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세 고등학생 중 8단계 과제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학생

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삼항정리에 관한 내용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내용뿐만 아니라 두 내용 사이를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8단계 과제에 비계를 설정하여 심층 면접 자료를 설계

하였다. 이후 수업 실험이 이루어진지 두 달 뒤에, 세 학생 중 마지막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 중상위 수준의 두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심층 면

접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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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생 학습지 내용

학생 1

학생 2

Ⅳ. 연구결과

1. 예비 실험 결과 

 1.1 수업 실험 결과

1.1.1 사전 지식 확인 단계

  먼저 학습지의 답변은 <표 Ⅳ-1>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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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3

<표 Ⅳ-1> 학습지 1번 문항에 대한 세 대학생의 답변

  위 1단계 과제의 학습지 1번 문항에 대해서 세 학생은 비슷한 답변을 

하였다. 학생 1은 레이블링 개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을 설명한 

뒤  을 언급하면서 답을 제시하였다. 학생 2는 순서를 주어 나열한 

경우와 나열을 한 뒤에 순서를 주는 경우가 같다고 인지하고 이를 이용

하여 주어진 문항의 답을 제시하였다. 학생 3은 학생 1보다 이 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세 학생은 공통적으

로 공식을 적용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은 하고 있지만 과  사이에 곱

이 들어가거나, 과  × 을 나누어주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

답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하여 설명을 하게 하였으나, 이러한 과정 중에

서 자신의 풀이를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려는 학생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이 과제 단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예상했던 것처럼 학생들은 과 

의 중복된 경우에만 초점을 맞출 뿐, 곱의 법칙이 성립하는 조건과 관

련하여 문제의 구조를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였다. 또한, 이 과제의 설계 

중에 의도했던 것처럼 학생들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하여 관심을 

내비치기 시작하였다. 다음은 이와 관련되어 학생들이 이야기한 대화 내

용의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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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3 : 그냥   까지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얘네들끼리 순서가 바

뀐 게 동등한 걸로 봐서 나중에 카운팅을 할 때 가지 경우, 그러

니깐   까지를 서로 순서를 바꾼 경우를 가지 경우를 하

나의 동등한 상황으로 봐서 그것을 하나로 카운팅하는 거잖아요 모

든 상황에 대해서. 가지를 동등한 경우로 봐서 그것을 하나로 카

운팅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체 다른 개체로 봤을 때 을 으로 

나눠주는 결과가 발생하고, 마찬가지 이유로 이제  에도 이 사

고방식이 똑같이 적용이 되니깐요. 거기에서도 다시 으로 나눠줘

서 저 공식이 참이 되는 거 같아요.

1.1.2 선행조직자 제시 단계

  2단계 과제에서 제시한 문제에 대하여 학생들은 쉽게 답을 구해냈다. 

그리고 곱의 법칙을 함부로 사용한 잘못된 풀이에 대해서는 중복되게 세

었다고 대답하였지만 풀이의 어느 부분에서 곱의 법칙을 잘못 적용한 것

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하였다. 그렇기에 교사는 학생들이 곱의 법칙

에 대하여 스스로 자연스럽게 언급할 수 있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따라서 3단계 과제로 나아가기 이전에 다 같이 곱의 법칙에 대해 다 같

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이에 대한 학생들과의 대화 내

용이다.

  교사 : 그런데... 이 문제가 있던 단원이 바로 곱의 법칙이 나올 때에요. 그럼 

어떻게 대답해 줘야 할까요?

  학생 3 : 겹치는 부분이 없이 곱해줘야죠. 

  교사 :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곱의 법칙이 바로 어느 타이밍

에 쓰이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나요? 곱의 법칙이 쓰이는 순간? 과연 

어떤 것이 m가지이고 어떤 것이 n가지일 때, 정말 m 곱하기 n이 어떠

한 실패도 없이 쓰일 수 있을까요? 조건이 뭐가 필요할까요? 

  학생 1 : 전 기본적으로 수형도를 세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이해를 하거든요?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m가지 n가지라고 

했는데 그러니깐 m이 3개고 n이 2개면 m이 1, 2, 3 n이 1, 2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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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로 가고 1로 가고.. 이런 식으로 수형도로 하면 6가지 가지가 나

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곱의 법칙이냐 합의 법칙이냐 카운팅할 때의 

기술인데 그런데 쓰이는 기준은 어떤 가지로 가도 그 뒤의 경우가 같

냐 다르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 m가지 중에서 1을 뽑든, 2를 

뽑든, 3을 뽑든 뒤에 뻗어나갈 가지가 같냐 이런 상황? 이게 서로 독

립적이라는 것이 보장이 되어 있으면.. 약간 그런 경우에 곱의 법칙을 

쓰는 거구요. 이게 다르다면 당연히 합의 법칙으로 가는 거고.. 전 이

렇게 기준을 항상 세워놓고 쓰거든요? 

  학생 3 : 예. 저도 선생님 말을 듣고 생각한 게, 수형도 생각을 못했는데 기

본적인 아이디어는 비슷하거든요. m가지 n가지가 있다고 하면은 m가

지 중에 어떤 1가지 선택을 해도 그 상황에서 모든 m가지에 대해서 

각각 n가지씩 있다 이럴 때 곱의 법칙을 쓰는 거고.. 만약에 나오는 가

지 중에 하나는 n가지가 아니고 l가지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더해주

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카운팅을 해야 해요. 그

런데 그게 말하고 들어보니깐 수형도로 이제 생각.. 조합을 하면.. 좋은 

거 같아요.

  곱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한 학생은 곱의 법칙을 수형

도와 연결하여 설명하였다. 수형도의 가지들에 단계를 정하고, 동일한 

단계의 가지들에서 다음 단계로 뻗어나가는 가지들의 수가 모두 같을 경

우 곱의 법칙이 성립함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이 수형도와 

곱의 법칙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였다. 즉, 최상위 수준의 학생들은 조

합론의 기본적인 개념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수형도를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수형도를 이용한 조합론적 사고가 학생들에

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고라는 것을 뜻한다. 그렇기에 일

반적인 수준의 학생들에게 조합론의 문제 구조를 파악시키는 데 있어 수

형도가 좋은 도구가 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에는 앞서 1단계 과제에서 진행했던 내용들 중에 과  사이에 

곱이 들어가는 이유에 대하여 곱의 법칙을 중심으로 학생들과 다시 확인

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이에 대한 학생들과의 대화 내용이다.

  교사 : 여기까지가 우리가 내린 결론이고, 아까 문제를 다시 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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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지금부터 파헤칠 건데, A, A, A, B, B, C

를 다시 살펴보면 아까 모두들 레이블링을 이야기 했어요. 그래서 구

분을 지을 경우 나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뭐였죠?

  학생 전체 : 이요.

  교사 : 예. 이었죠. 자 그리고 구별 없이 나열한 뒤, 구별을 주어서 세고자 

합니다. 구별 없이 나열하는 것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경우니깐 이 경

우의 수를 가지라고 놓을게요. 그리고 3개의 A에   을 주

면?

  학생 1 : 곱의 법칙..

  학생 3 : .

  학생 2 : 그럼 A에 순서를 구별하여 주는 경우와 B에 순서를 구별하여 주는 

경우에 대해서 독립이 성립하니깐..

  학생 1 : 곱의 법칙..

  학생 3 : 곱이 성립해요..

  교사 : 곱해줄 수 있나요? 그럼 B는?

  학생 2 : 2개니깐 요.

  교사 : 예.   2개니깐 이죠. 그래서    ×  이니깐 


이 

되겠죠.

  이 대화에서 볼 수 있듯이 처음에 교사가 문제를 언급하자 세 학생은 

자신들의 풀이에서 이전에는 보여주지 못했던 곱의 법칙에 대해 언급하

면서 자연스럽게 공식을 유도해 나갈 수 있었다. 이후 본격적인 학습과

제 및 자료 제시 단계로 나아갔다.

1.1.3 학습과제 및 자료 제시 단계

  4단계 과제에서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하여 모든 학생들이 문자

의 위치를 집합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과 집합 표현 사이의 대응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 

5단계 과제에서는 학생들이 모두 일대일 대응이 성립하기에 두 경우의 

수를 세는 것은 같다고 대답하였다. 즉, 학급과제 및 자료 제시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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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학생들은 인지 부조화를 겪지 않고 자연스럽게 내용을 받아들이고 이

에 대한 질문에 답할 수 있었다. 6단계 과제는 학생들이 4, 5단계 과제

에서 했던 내용을 일반화하여 나타내보는 학습지 작성으로 구성되어 있

다. 학생들은 이에 대하여 문자를 나열하는 순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과 집합을 구성하는 조합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사이에 연관이 있음

을 이야기하였다. 그 중에서도 학생 1은 <그림 Ⅳ-1>와 같이 학습지의 

문항에 답하였다.

<그림 Ⅳ-1> 학습지 2번 문항에 대한 학생 1의 답변

  학생 1은 이 일반화 문제에 대하여 가장 많은 내용을 답하였다. 앞에

서 제시했던 상황들을 문자로서 일반화하는 것 이상으로, 이 학생은 조

합을 이용하여 이 수업 실험에서 학생들이 도달하고자 했던 목표에 해당

하는 답변을 했다고 볼 수 있었다. 즉, 최상위 수준의 학생들은 4단계 

과제부터 5단계 과제까지를 순서대로 제시받을 경우 자연스럽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조합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사고를 구성할 수 있

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학생들의 답변을 바탕으로 다음 

단계의 과제로 나아갔다. 

  학습과제 및 자료 제시 단계의 마지막인 7단계 과제에서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조합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앞에서의 

과제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다음은 이에 대하여 학생들과 나눈 

대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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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 다시 봅시다. 집합으로 푼다면 어떻게 풀까요.  

  학생 2 : 아. 처음부터 이렇게 풀어야지 생각하는 거란 말이죠? 집합처럼..

  교사 : 다시 생각해 봅시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예전 문제를 앞에서의 과

제 내용을 바탕으로 해결한다면 어떻게 풀 수 있다는 말일까요? 

  학생 1 : 조합으로 아까처럼...

  학생 3 : C...

  교사 : 얼마?

  학생 전체 : C.

  교사 : 그리고?

  학생 전체 : 곱하기 C.

  교사 : 그리고?

  학생 전체 : 곱하기 C. 

  즉, 학생들은 6단계의 일반화 내용 덕분에 어려움 없이 같은 것이 있

는 순열을 조합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즉, 교사의 발문만

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상위 수준의 학생들은 이 교수학습 활동의 내

용을 자연스럽게 스스로 구성할 수 있음을 예비 수업 실험이 보여주었다

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합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방식을 다 같이 살펴본 이후에, 다

른 방법으로도 이 내용을 생각할 수 있는지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보았

고, 이 단계의 마지막에 다른 방법들 중의 하나로서 수형도를 이용하여 

자리를 배치하는 방법을 언급하였다.

1.1.4 인지적 조직화의 강화 단계 

  8단계 과제에서는 앞선 내용 설명을 바탕으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를 학생들이 해결해보도록 하였다. 먼저, 표 <표 Ⅳ-2>는 학습지 3

번 문항에 대한 학생 1과 2의 답변이다.

  학습지 3번 문항 : a, a, a, a, b, b, c 의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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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생 학습지 내용

학생 1

학생 2

  학습지 4번 문항 : 에서 의 계수를 구하고, 그 과정을 적

어보자.

하려고 한다. 양 끝에는 모두 a가 온다고 할 때, 이를 만족하도록 나열

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고, 그 과정을 적어보자.

<표 Ⅳ-2> 학습지 3번 문항에 대한 학생 1, 2의 답변

  학습지 3번 문항에 대하여 두 학생은 모두 조합의 관점에서 해결하였

다. 두 학생은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조합의 관점에서 문제의 구조를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학습지 4번 문항도 이 학생들은 조합의 관점에서 해결하였다. 

다음 <그림 Ⅳ-2>은 학습지 4번 문항에 대한 학생 2의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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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Ⅳ-2> 학습지 4번 문항에 대한 학생 2의 답변

  학습지 4번 문항에 대하여 학생 1은 문항 3과 마찬가지로 조합으로써 

해결하였다. 이 때, 각각의 괄호에서 하나의 문자를 택하는 것을 자리를 

채우는 것으로 보고, 에서 의 계수를 구하는 문제를   

    를 일렬로 나열하는 문제로 생각하여 해결하였다. 학생 2는 각

각의 괄호를 자리로써 생각하며 각 괄호에서 문자들을 하나씩 선택하는 

방식으로 관점을 전환하여 이 문항을 생각하였다. 즉, 학생들은 조합의 

관점에서 삼항정리 문제를 바라봄에 따라 이 문제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었기에, 이 문제를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와 동일한 유형의 문제로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었다.

 1.2 인터뷰 결과

  첫 번째 인터뷰 문항인 순열과 조합에 관한 느낀 점에 대하여 세 학생

은 모두 곱의 법칙에 대해 명확히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를 통

해 앞에서 Batanero(1997)가 언급했던 조합 문제를 어려워하는 원인 

중 ➆에 대한 대책으로서 이 교수학습 활동이 갖는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학생들은 평소에 곱의 법칙에 대하여 어떠한 의식 없이 자연스

럽게 적용하였는데, 이 수업 실험을 통해 풀이과정을 명확하게 분석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되어서 좋았다고 답하였다. 또한 세 학생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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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순열과 조합이 관계가 없는 내용인 줄 알았는데, 이번 수업 실험을 

통해 두 개념에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 한 점은 조합의 공식이 순열로부터 유도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들은 모두 순열과 조합이 관계가 없는 각각의 개념으로 알고 있었다

는 것이다. 즉, 최상위 수준의 학생들에게도 이 교수학습 활동은 순열과 

조합의 관계 파악에 있어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추측해볼 수 있었다. 또

한 최상위 수준의 학생들에게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내용을 조합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직관적이기에 더욱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학생의 대답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이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대답들 중 일부를 발췌한 내용이다.

 ⋅ 그러니까 이게..사실 고등학교에서 순열 조합.. 경우의 부분을 배울 때, 거

의 두 개의 기둥이죠. 순열과 조합이... 그런데 그게 또 평행한 건 아니구

나. 이렇게 서로 만날 수도 있구나, 엮일 수도 있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알

게 되었어요.

 ⋅ 그다음에 오늘 새롭게 접근한 방식에 대해서는 좀 더 직관적으로 애들이 

사실 그...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직관적으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인 거 같아가지고 좀 좋게 보

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관점의 전환에 관해 묻는 인터뷰 문항에 대하여 세 학생들

은 이전부터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려고 노력하

고 있었지만, 순열 조합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관점을 달리하여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고 유익했다고 답변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예비 수업 실험에 대하여 인상 깊었던 점을 묻는 문항

에 대한 세 학생의 대답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 아까 말했듯이 시각을 바꾼다는 거...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거 같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항상 보던 방향으로만 보는데 다른 방향으로 본다는 

게... 이것을 한 번 경험해 보았다는 것도 좋고, 제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면

서도 도움이 될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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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로 다른 느낌의 문제의 교차점을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는 것에 대

한... 인상 깊었던 거 같아요.

 ⋅ 하나를 학습했는데 이해를 못한다면 또 다른 방식으로 또 다른 관점에서 

학습을 하면 두 가지 관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경우가 생기는 거니깐, 그 문

제 상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이해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해

요. 그리고 베이스라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다른 시선을 한번 

가져보는 경험이 앞으로 다른 거 하는 데에도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아요.

  최상위 수준의 예비 수업 실험의 연구 참여자로 선정된 이 학생들은 

이 교수학습 내용을 인지부조화 없이 자연스럽게 스스로 구성해나갈 수 

있었다. 그러면서도 이 학생들은 순열과 조합이 서로 관계가 없는 개념

이라는 생각을 이 교수학습 활동을 통해 바꿀 수 있었으며, 관점의 전환

에 대한 경험이 본인들에게 유익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즉, 최상위 수준

의 학생들에게 있어 이 교수학습 활동의 내용은 자연스럽게 구성될 수 

있는 내용이면서, 동시에 이 수준의 학생들에게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내용인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본 수업 실험에서 보

다 일반적인 수준의 학생들이 이 교수학습 활동을 통해 순열과 조합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고, 이 교수학습 활동이 학생들에게 구조를 파악하

는 능력 및 사고의 유연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2. 본 실험 결과

 2.1 수업 실험 결과

2.1.1 사전 지식 확인 단계

  먼저 학습지의 답변은 <표 Ⅳ-3>와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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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1

학생 2

학생 3

<표 Ⅳ-3> 학습지 1번 문항에 대한 세 고등학생의 답변

  위 학습지 1번 문항에 대해서 세 고등학생은 서로 다른 답변을 하였

다. 학생 1은 중복된 경우의 수를 없애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언급하긴 

했지만, 과  사이의 곱이 들어가는 이유나  × 으로 나누어 주어

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못하였다. 학생 2는 예비 실험의 학

생들과 마찬가지로 레이블링 개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과 에 

대하여 설명했으나, 과  사이의 곱이나  × 으로 나누어 주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 학생 3은 공식을 암

기하였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세 학생들 중 학생 3이 중

상위권에 속한 학생이라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1), 현행 우리나라의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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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교육에서 중상위 수준의 학생들조차 공식의 유도 원리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1단계 과제에서 

본 수업 실험의 학생들은 예비 수업 실험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공식의 원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답하지 못하였지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하여 관심을 내비치기 시작했다.

2.1.2 선행조직자 제시 단계 

  2단계 과제에서 곱의 법칙에 대한 문제를 제시한 것에 대하여 학생들

은 여사건을 이용하여 답을 구해냈다. 그렇지만 이 학생들 역시 이전의 

예비 수업 실험과 마찬가지로 교사가 제시한 잘못된 풀이에 대해서 중복

되게 세었다고 대답은 하였지만 풀이의 어느 부분에서 곱의 법칙을 잘못 

적용한 것인지는 대답하지 못하였다. 다음은 이 과제에 대한 대화의 일

부분이다.

  교사 : 그럼 이 학생의 풀이는 무엇이 잘못 되었을까요? 맞긴 맞는 거 아닌가

요? 적어도 한 명이라고 해서 뽑았고, 나머지 한 명은 뽑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 추가해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어디가 틀렸을까요?

  학생 1 : 나눠서 생각해야 해요.

  학생 3 : 겹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교사 : 겹치는 경우?

  학생 1 : 여자 한 명 뽑고 남자 두 명 뽑는 거랑, 여자가 두 명이고 남자가 

한 명 뽑는 경우랑 나눠서 해야 되요.

  교사 : 왜 나눠서 해야 하나요? 우리는 물론 당연하게 배워왔죠. 이런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어야 한다? 여자 한 명 뽑는 경우랑 여자 두 명 뽑는 

경우를 나눠서 풀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왜 이 학생처럼 풀면 안 되는 

걸까요?

  학생 2 : 음...

  학생 3 : 음...

  교사 :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1) 세 명의 연구 참여자에 있어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학생 1은 4등급, 학생 2

는 1등급, 학생 3은 3등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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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침묵)

  교사 : 여러분 생각들을 자유로이 말해도 괜찮아요. 여기 왜 곱하면 안될까

요? 

(한동안 침묵)

  교사 : 그냥 나누어서 풀어야 하는 걸로만 알겠나요?

  학생 1 : 흐흐(웃는다).

  이 대화에서 학생들은 답만을 짧게 이야기할 뿐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

하는데 주저하는 태도를 보였다. 뒤에서도 이 고등학생들은 이런 주저하

는 태도를 계속 보였는데, 이를 통해 우리나라 수학교육의 특징 중 하나

로서, 학생들이 틀리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추측해볼 

수 있었다.

  이후에 곱의 법칙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도형 문제를 학생들에게 

하나 더 추가로 제시하였다. 이 문제를 다루면서 고등학생들은 이전 문

제와 마찬가지로 잘못된 풀이과정을 올바로 분석하지 못하는 반응을 보

였다. 즉,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경우 나누기에 의한 풀이가 아닌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는 풀이에 대해서는 그 풀이가 잘못된 이유에 대해 명확

히 분석하여 설명하지를 못했다. 다음은 학생들과 이 문제에 대하여 나

눈 대화 내용의 일부이다.

  교사 : 만약 여러분보다 이 내용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이 내용

을 물어본다면 어떻게 설명해 줄 건가요? 

  학생 3 : 저 아이의 풀이를 지우고, 저희의 풀이를 알려줄 거에요.

  학생 전체 : 하하하.

  학생 1 : 그냥 풀이를 외우게 해요.

 

  이 두 문제를 통해 세 학생 모두 예비 수업 실험의 학생들과 마찬가지

로 곱의 법칙이 성립하는 조건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에 교사는 수형도의 개념과 곱의 법칙에 대하여 학생

들과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에는 수형도와 곱의 법칙을 사용

하여 과  사이에 곱이 들어가는 이유를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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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있는 순열 내용에 대하여 다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진 뒤 다

음 단계의 과제로 나아갔다.

2.1.3 학습과제 및 자료 제시 단계 

  본 수업 실험의 4단계 과제에서는 학생들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과 

집합 표현의 관계에 대하여 처음에는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으나 얼마 지

나지 않아 집합 표현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관계를 찾아낼 수 있었

다. 다음은 학생들과 이 과제에 대하여 나눈 대화 내용의 일부분이다.

  교사 : 1, 3, 5가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학생 1 : 수로 표현했어요!

  교사 : 무엇을요?

  학생 1 : 자리를요.

  교사 : 학생 3은 지금 얘기가 무슨 뜻인지 이해되나요?

  학생 3 : 예.

  학생 2 : 아아~!

  4단계 과제에 대하여 학생 1이 각각의 숫자가 문자의 위치를 나타낸

다는 것을 파악하여 대답하였다. 그러자 다른 학생들도 금방 학생 1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대답하였다. 다음으로, 5단계 과제에서는 학습지 

문항을 통해 학생들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과 집합 표현 사이에 대응 관

계가 있음을 생각해 보도록 하였다. 

  6단계 과제에서는 5단계 과제의 내용을 바탕으로 같은 것이 있는 순

열을 집합 표현과 대응시키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세 학생들은 

모두 직관적으로 두 경우의 수를 세는 것은 같다고 대답하였다. 즉, 이 

학생들 역시 예비 수업 실험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인지 부조화를 겪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이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학생들은 집합을 구성하는 것이 조합과 관련 있음을 스스로 설명할 수 

있었다. 즉, 예비 수업 실험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본 수업 실험의 학

생들 역시 4단계와 5단계 과제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같은 것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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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열을 조합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었다. 이

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의 과제로 나아갔다.

  7단계 과제에서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내용을 조합의 관점에서 접근

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앞에서의 과제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되었

다. 다음은 이에 대하여 학생들과 나눈 대화 내용의 일부이다.

  

  교사 : 그러면 이전의 문제를 다시 한 번 해 볼게요. A, A, B, B, C를 일렬

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집합과 관련해서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학생 2 : 집합 3개요.

  교사 : 예. 그럼 각각의 집합에 대해서 먼저 A 집합은 몇 개의 원소를 생각

해야 하나요? 

  학생 전체 : 2개요.

  교사 : B는요?

  학생 전체 : 2개요.

  교사 : 2개요. 마지막으로 C는요?

  학생 전체 : 1개.

  교사 : 그럼 처음 가지의 수는 어떻게 구할까요?

  학생 3 : C요.

  학생 1 : C요.

  교사 : C? C?

  학생 1 : 아. C에요.

  교사 : 예. 그럼 다음 단계인 여기에서 뻗어나가는 가지의 수는요?

  학생 2 : C요. 

  교사 : 그럼 여기에서 뻗어나가는 가지의 수는요?

  학생 전체 : C.

  교사 : 예. C에요. 각각에 대하여 뻗어나가는 가지의 수가 모두 같죠. 그럼 

여기에서 뻗어나가는 가지의 수는요?

  학생 2 : 1이요.

  학생 1 : C이요.

  교사 : 예. C이죠. 그런데 잠깐만요? 이 조합들 사이에 곱하기가 들어가는

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학생 2 : 서로 연관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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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 예. 서로 연관이 없죠. 여기에서 무조건 뽑는 경우마다 여기에 동일하

게 다 세 개씩이 비죠. 

  학생 전체 : 네.

  교사 : 예. 그 중에 두 개씩을 뽑고, 그리고 하나를 뽑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

하면 되는 것 맞습니까?

  학생 전체 : 네.

  교사 :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요? 

  학생 1 : 나열해요.

  교사 : 하하. 나열을 다 할까요?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빈 칸 몇 개?

  학생 3 : 5개.

  교사 : 5개. 자리를 봅시다. 우리는 이 숫자가 전부 뭐였으니깐?

  학생 2 : 위치요.

  교사 : 예. 위치였으니깐, 처음에 A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몇 가지?

  학생 1 : 다섯 가지.

  학생 2 : 다섯 가지.

  교사 : A가 2개인데요?

  학생 1 : C! C!

  학생 2 : C.

  교사 : 예. 이제 수형도를 통해서 봐요. 가지들이 뻗어나갈 건데, 맨 처음에는 

제일 앞에 AA가 들어가는 경우부터 맨 마지막에는 제일 끝에 AA가 

들어가는 경우까지 자리를 채울 거에요. 어떤 경우든지 간에 각각의 

경우들마다 이제 무엇이 가능하죠?

  학생 2 : B를 넣는 거요.

  교사 : 예. B를 집어넣을 건데, 3개 중에 몇 개?

  학생 전체 : 2개.

  교사 : 예. 그러면 또 가지가 뻗어나가겠죠. 그래서 AABB_ 면 C가 마지막에 

들어가면 되겠죠? 각각의 경우마다 이것들은 전부 다 더 뻗어나가는 

가짓수가 어떤가요?

  학생 전체 : 같아요.

  교사 : 그럼 여기 가지의 수는 얼마요?

  학생 전체 : C 

  교사 : 그리고 여기 가지의 수는요?

  학생 전체 : C

  교사 : 그리고 마지막 가지의 수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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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지 3번 문항 : a, a, a, a, b, b, c 의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

열하려고 한다. 양 끝에는 모두 a가 온다고 할 때, 이를 만족하도록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고, 그 과정을 적어보자.

  학생 전체 : 1.

  교사 : 1.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요. 결국 순열의 문제도 무엇으로서 접근 가능하다?

  학생 2 : 조합이요. 

  교사 : 예. 즉,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수형도를 통해서 살펴보면 각 단계에

서 다음 단계로 뻗어나가는 가지의 수가 같은 단계의 가지마다 동일

하므로 곱의 법칙이 성립하구요. 그에 따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조

합의 곱으로서 생각할 수 있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습지 3, 4번을 

한 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교사가 수형도를 이용하여 설명한 결과, 학생들은 어려움 없이 조합의 

관점에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학습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수형도를 

통해 하나의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원리에 대해 이해하고 

이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었다. 

2.1.4 인지적 조직화의 강화 단계

  8단계 과제에서는 앞선 내용 설명을 바탕으로 예비 수업 실험과 동일

한 두 문제를 학생들이 해결해보도록 하였다. 그 중에서도 학습지 3번 

문항에 대한 학생 3의 답변은 <그림 Ⅳ-3>과 같았다.

<그림 Ⅳ-3> 학습지 3번 문항에 대한 학생 3의 답변



- 63 -

해당 학생 학습지 내용

학생 1

  학습지 3번 문항에 대하여 학생 3은 이번 수업 실험을 통해 알게 된 

조합의 방법으로 이 문항을 해결하였다. 이 학생은 이전의 1단계 과제에

서 <표 Ⅳ-3>과 같이 공식을 암기하여서 잘 모르겠다고 답하였다. 결국 

공식만 암기하고 있던 학생 3이 이 수업 실험을 통해 처음보다 문제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에 있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인 수준의 학생이 조합의 관점에서 이 문제 해결을 정당화할 수 

있었다는 것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조합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일반적인 수준의 학생들도 습득 가능한 사고과정임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표 Ⅳ-4>는 학습지 4번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답변이다.

  학습지 4번 문항 : 에서 의 계수를 구하고, 그 과정을 

적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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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2

학생 3

<표 Ⅳ-4> 학습지 4번 문항에 대한 세 고등학생의 답변

  이 답변들 중 학생 1은 예전에 풀었던 기억을 바탕으로 해결했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학생 3은 예전에 학교에서 배웠던 기억을 바탕으로 

풀이를 적으려다가 실패했다고 대답하였다. 학생 2 만이 이 문항을 자신

의 이해를 바탕으로 해결하였다. 그렇기에 학생 1, 3은 이 수업 실험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두 달 뒤에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

다.

 2.2 인터뷰 결과

  첫 번째 인터뷰 문항인 순열과 조합에 관한 느낀 점에 대하여 세 학생

들은 모두 예비 수업 실험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곱의 법칙에 대해 명

확히 알게 되었다고 답하였다. 즉, 이 교수학습 활동은 최상위 수준의 

학생들 뿐 만 아니라 보다 일반적인 수준의 학생들에게 있어서도 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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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는 사고 능력을 신장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

었다. 

  그리고 본 수업 실험의 학생들 역시 순열과 조합이 아예 다른 내용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 수업 실험을 통해서 순열과 조합의 문제를 얼마

든지 관점을 달리하여 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고 답하였다. 

즉, 이 논문의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하였듯이, 조합의 공식은 순열로서 

유도되기에 두 개념은 필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많은 학생들은 이

에 대하여 잘 생각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이 교수

학습 활동은 최상위 수준의 학생들 뿐 만 아니라, 보다 일반적인 수준의 

학생들에게 있어서도 순열과 조합의 관계를 파악시켜 주는데 있어 도움

이 될 수 있다고 추측할 수 있었다. 또한 중상위 수준의 학생들에게도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내용을 조합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자연스럽

게 학습될 수 있다는 것을 이 학생들의 대답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다음

은 이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대답들 중의 일부이다.

 ⋅ 순열이랑 조합은 다른 것인 줄 알았는데, 이번 수업 시간을 통해 둘은 오

갈 수 있고 같이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 순열과 조합을 외워서 풀고, 또 당연히 이렇게 푸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이

번 시간을 통해서.. 얼마든지 바꿔서 풀 수 있고, 그리고 직접 이렇게 수형

도를 그려 보면서 좀 더.. 왜 안 되고 왜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서 좋고 인상이 깊었어요.

 ⋅ 순열.. 순열 문제인 것 같아도 조합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

었고, 항상 같다.. 뭐야.. 똑같은 패턴의 문제를 다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순열 조합과 관련해서.. 순열 조합은 아예 다른 문제이고, 다른 방식인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같은 것이 순열에서는 조합도 그 순열을 풀 때 다

른 방법이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관점의 전환에 관해 묻는 인터뷰 문항에 대하여 세 학생들

은 유익하였다고 대답하였다. 특히, 학생 2는 똑같은 방식으로 수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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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게 되면 머리가 굳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도 이렇듯 

관점을 전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였

다. 

 2.3 심층 면접 결과

  본 수업 실험의 8단계 과제 중 마지막 문항에서 학생 1과 3은 어렵다

는 반응을 보였다. 두 학생에게 이 수업 실험이 도움이 되었는지 확인하

기 위해 두 달 뒤에 추가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이 심층 면접

은 총 3가지 문항으로 구성된 문항지를 가지고 실시하였다. 먼저, <그림 

Ⅳ-4> 는 1번 문항에 대한 학생 3의 답변이다.

<그림 Ⅳ-4> 심층 면접 문항지 1번 문항에 대한 학생 3의 답변

  학생 3은 이 문항을 조합의 관점에서 해결하였는데, 단순히 문제의 답

만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답을 얻은 과정에 대해서도 명확히 작성하였

다. 이 풀이과정은 이전의 7단계 과제에서 다루었던 조합을 이용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공식의 정당화 과정과 일치하였는데, 이것은 학생 3이 

이전의 교수학습 내용을 두 달에 걸쳐 제대로 습득하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두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3은 같은 것이 있

는 순열 공식의 정당화 과정을 구체적인 문제 상황에 어려움 없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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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생 학생들의 풀이과정

학생 1

학생 3 

하였다. 이것은 조합적으로 접근한 정당화 과정이 실험에 참가한 중상위 

학생들에게도 궁극적으로 자연스럽게 인식되었음을 함의한다.

  2번 문제 역시 두 학생은 조합의 관점에서 어려움 없이 해결하였다. 

다음 <표 Ⅳ-5>는 2번 문항에 대한 두 학생의 답변이다. 

   <표 Ⅳ-5> 심층 면접 문항지 2번 문항에 대한 두 학생의 답변

  여기에서 주목할 만 한 점은 두 학생 모두 이 문제를 순열의 관점과 

조합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즉, 이 

수업 실험은 기존의 내용을 알고 있었던 학생들에게 단순히 하나의 내용

을 더 학습시킨 것이 아니라, 순열과 조합이 관계가 있고 하나의 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음을 경험시켜준 실험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3번 문항인 삼항정리 문제의 경우, 학생들에게 괄호를 자

리로 바꾸어 생각해볼 수 있도록 이항정리 문제를 보조문제로서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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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문제 학생 1의 풀이과정

문제 3-1

문제 3-2

문제 3-3

문제 3-4

문제 3

제시하였다. 먼저, 학생 1은 3번 문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하

였다.

<표 Ⅳ-6> 심층 면접 문항지 3번 문항에 대한 학생 1의 답변

  학생 1은 먼저 3-1번과 3-2번 문제를 전개하여 해결하였다. 그러나 

이후 3-3번 문제에서는 자신의 풀이에 대하여 예전에 배웠기에 풀었다

고 이야기할 뿐, 자신의 풀이 과정을 명확하게 분석하여 설명하지 못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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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대하여 3-3번 문제와 3-1번 문제를 연결 지어 생각해보라는 

교사의 발문을 통해 학생 1은 예전 수업 실험의 내용을 상기하여 3-3

번, 3-4번, 3번 문제를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었다. 다음은 3-3번 

문제부터 학생 1과 나눈 대화의 내용이다.

  교사 : 이제 3-3을 보도록 해요. 에서 의 계수는 무엇일까요?

  학생 1 : 이건.. 이 여기 네 번, 여기 두 번 곱해지는 거니깐... ?

  교사 : 오.  맞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학생 1 : 하하하. 음... 이렇게 배웠어요. 

  교사 : 이렇게 배웠어요?

  학생 1 : 네. 

  교사 : 그럼 3-1로 돌아와서 의 계수는 어떻게 구했죠?

  학생 1 : 이건... 나열해서요.

  교사 : 그럼. 3-3과 관련해서 생각해 봐요.

  학생 1 : 아... 그럼 여기 자리에서 , 여기 자리에서 가 오거나 반대일 수 

있어요. 

  교사 : 그럼 몇 개의 자리 중에?

  학생 1 : 2개의 자리 중에 는 1개의 자리에 와야 하니깐... 알겠어요.

  교사 : 그럼 3-2에서 의 계수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학생 1 :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가 두 번 나와야 하고, 

는 한 번 나와야 하니깐, 세 개 중에서 두 개만 . 그리고 나머지 하

나가 여야 하니깐 이요.

  교사 : 잘했어요. 그럼 여기는요? 아아. 잠깐만요. 그럼 이제는 공식의 의미를 

알겠어요?

  학생 1 : 네. 

  교사 : 어떤 의미인가요?

  학생 1 : 이렇게 막... 개 중에서 가 네 개 와야 하고, 가 두 개 와야 하

니깐.. 자리는.. 앞 뒤 순서는 상관 없으니깐, 조합을 써서 C 나머지 

C 해서 가 나왔어요.

  교사 : 자. 잘했어요. 그럼 이제 3-4번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학생 1 : 다 이렇게 나열해서 두 개 두 개 하나 와야 하니까요. 는 이렇

게 하면 되구요. 도 마찬가지로 하면 되요. 계수는... 다섯 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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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두 개 오고, 남은 세 개에서 두 개 오고, 끝에서 하나 오면... 

이요.

  교사 :  맞아요. 자 그러면...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일까요?

  학생 1 : 네.

  교사 :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문제가 이전에 우리가 했던 수업과 관련이 있

을까요?

  학생 1 : 있어요.

  교사 : 어떤 관련이요?

  학생 1 : 이 문제를 또 순열로 풀 수 있어요.

  교사 : 순열로 어떻게요?

  학생 1 : 음... 다섯 개 중에서 두 개가 같고 두 개가 같으니깐... 이렇게요.

  교사 : 잘했어요. 이제 3번 문제를 한 번 풀어볼래요?

( 열심히 3번 문제를 푼다 )

  교사 : 다 했나요? 한 번 설명해 볼 수 있어요?

  학생 1 : 일단  앞에 가 있으므로 를 제곱해주면 앞에 있는 도 제곱해 

주어야 하는데, 는 한 번만 곱해졌으니깐 계수인 도 곱해주고, 는 

하나, 는 두 개, 는 네 개니깐..

  교사 : 응. 계속해요.

  학생 1 : C 그리고 C 그리고 C를 곱해주면.. 이 되요.

  두 달이 지난 이 심층 면접에서 학생 1은 본 수업 실험과 똑같이 조

합을 이용하여 해결하였다. 그렇지만 본 수업 실험에서 학생 1은 이 문

제에 대하여 예전의 기억을 바탕으로 해결하였을 뿐, 그 풀이과정에 대

해서는 설명하지 못했던 반면, 이 심층 면접에서는 그 문제 풀이의 원리

를 본인이 이해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즉, 학생 1은 수업 실험 내용에 대하여 처음에는 전부 받아들이지 

못하였으나 두 달 동안 어느 정도의 잠재학습이 일어났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었다. 또한, 약간의 발문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그 내용을 다시 

떠올릴 수 있을 만큼, 이 내용이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 3은 3번 문항에 대하여 다음의 <표 Ⅳ-7>과 같이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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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문항 학생 3의 풀이과정

문항 3-1

문항 3-2

문항 3-3

문항 3-4

문항 3

<표 Ⅳ-7> 심층 면접 문항지 3번 문항에 대한 학생 3의 답변

  3번 문항에 대해서 학생 3은 학생 1과 마찬가지로 처음에 어려움을 

내비췄다. 학생 3은 3-1번 문제가 단순히 을 전개만 하면 해결

할 수 있는 문항임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안 난다고 대답하였다. 결국 교

사가 다항식을 전개해야 한다는 힌트를 주어 같이 3-1번 문제를 해결

하였다. 이후 학생 3은 3-1번 문제를 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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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같이 읽어보자마자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이와 같은 반응을 통

해 학생 3은 조합론에 대해 강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추측하게 되

었다. 그렇기에 3-1번 문제에서 각 항이 나오는 원리에 대하여 차근차

근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원리에 대하여 살펴본 이후, 학생 3은 이전의 수업 실험 내용을 상기

하여, 3-2번 문제에 대하여 자신 있게 설명한 후, 3-3번 문제, 3-4번 

문제, 3번 문제도 어려움 없이 해결하였고, 이에 대해 자리를 배치하는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설명하였다. 학생 3이 예전 수업 실험을 상기하여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학생에게 이 문제를 다른 방법

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학생 3은 이 삼항정리 문제를 같

은 것이 있는 순열로 볼 수 있는 이유를 밝힌 뒤, 자신이 이 수업 실험

에서 보여주었던 조합의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다음은 3번 문항에 대한 교사와 학생 3의 대화 내

용의 일부이다.

 

  교사 : 이제 한 문제가 남았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학생 3이 이 문제를 못 풀

었던 것 기억하나요?

  학생 3 : 예. 

  교사 : 그래서 선생님이 이 아래 예비 문제들을 준비해 놨어요. 하나하나 천

천히 같이 볼게요.

  학생 3 : 네.

  교사 : 에서 항과 항은 각각 어떻게 얻어질까요?

  학생 3 : 음... 에서 하고 에 어떤 지수가 있는 꼴로 나타내게 되는

데... 음... 기억이 안나요.

  교사 : 그럼 그냥 나열하면 할 수 있고요?

  학생 3 : 네. 이거 원래 그냥 제곱하면 나오지 않아요?

  교사 : 제곱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학생 3 : 각각 곱해서 랑 가 나와요. 이렇게 하면.. 이 나

오잖아요.

  교사 : 잘했어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에서 항

과 항과 항은 각각 어떻게 얻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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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3 : 음... 이거... 모르겠어요.

( 긴 시간 동안의 침묵 )

  교사 : 예. 그럼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같이 볼게요. 여기에서 하나의 항이 

나올 때 문자가 몇 개 곱해지는 거죠?

  학생 3 : 두 개요.

  교사 : 그럼 이렇게 자리가 나오는 거고, 이렇게 자리가 나오는 거죠? 

  학생 3 : 네.

  교사 : 그럼 여기서 만약에  또는  중에 가 나오고, 여기 이 자리에  또

는  중에 를 선택하면요? 그 때는 무슨 항이 나오는 거죠?

  학생 3 : 이요. 아아...

  교사 : 그럼 항의 계수를 구할 거에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학생 3 : 그럼.. 개의 자리가 있는데... 

  교사 : 예. 그 개의 자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의 자리에는요?

  학생 3 : 요.

  교사 : 예. 그리고 남은 자리가?

  학생 3 : 한 개요.

  교사 : 예. 그 한 개 자리에 무슨 문자가 오면요? 

  학생 3 : 요.

  교사 : 를 넣으면 가 나오겠죠. 

  학생 3 : 아아. 그래서...

  교사 : 그러면 이 문제 다시 한 번 살펴볼까요?

  학생 3 : 네.  가.. 세 개 중에 두 개는 가 나와야 해요. 그러면 세 개 

중에 두 개를 라 하고 나머지 한 개는 라 해서 구하면 의 계수

는 이 되요.

  교사 : 예. 잘했어요. 그럼 지금 이 이해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풀어볼까요?

  학생 3 : 네. 

( 열심히 문제 3-3번을 푼다 )

  교사 : 좋아요. 잘했어요. 이제 3-4번을 볼게요. 학생 3은 이 문제를 지난 

번 수업 때에는 풀지 못했었어요. 이제 한 번 풀어볼래요?

  학생 3 : 네.

( 열심히 문제 3-4번을 푼다 )

  학생 3 : 으음... 다섯 개의 자리가 있는데, 이 중에 는 두 개가 나와야 해

요.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뽑고, 나머지 세 개 중에 도 두 개를 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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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도 나머지 한 자리에 들어가게 되니깐... 이게 답이 되요.

  교사 : 예. 맞아요. 그럼 여기서 잠깐만 하나 물어보고 갈게요. 

  학생 3 : 네.

  교사 : 이 문제를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로 볼 수 있을까요?

  학생 3 : 네.

  교사 : 한 번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볼 수 있겠어요?

  학생 3 : 다섯 개의 자리에... 결국 , , 가 들어가는데, , , , , 가 들

어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다섯 개가 여기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건 

이 다섯 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니깐, 이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랑 

같아요.

  교사 : 그럼 이제 이 문제의 답을 순열의 식으로 나타내 보면요?

  학생 3 : 음... 이렇게요.

  교사 : 좋아요. 

  이 심층 면접에서 두 학생은 두 달 동안의 잠재적인 학습을 통해 이 

교수학습 내용을 습득하였음을 보여주었다. 두 학생은 지난 수업 실험의 

8단계 과제 중 마지막 문항에 대한 자신의 풀이를 정당화하여 설명하지 

못한 채 수업을 끝마쳤기에, 교사는 이 학생들이 교수학습 내용을 제대

로 학습하지 못하였다고 추측하였다. 그러나 두 달 뒤의 추가적인 심층 

면접에서 두 학생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를 단순히 공식에 대입하

지 않고, 그 공식의 정당화 과정을 문제 상황에 어려움 없이 적용하여 

해결하였다. 이는, 수업 실험에서 학생들에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공식

의 근간을 이루는 정당화 과정을 조합을 이용하여 지도한 결과, 학생들

이 공식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공식의 정당화 과정인 조합의 곱을 

문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삼항정리 문제

에 있어서 이항정리의 각 항을 구하는 문제를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

로 대응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발문이 주어지자, 두 학생은 조합의 곱

이라는 아이디어를 상기하여 삼항정리 문제를 어려움 없이 해결하였다. 

두 결과로부터 중상위 수준의 두 학생이 조합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공식의 정당화 과정을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음을 확

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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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논문에서는 학생들의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 및 수학적 유연성 신장

을 위한 방안으로서 조합론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특히, 여러 선행 연

구들(Sriraman, English, 2004; Kapur, 1970; 최연화, 2011)에서는 

학생들이 조합 문제 해결을 통해 수학의 내용보다 구조에 초점을 맞추는 

시각을 가질 수 있으며, 해결 방법의 다양한 접근 방법에 유연성을 기를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현행 학교수학의 순열·조합 단원에서는 학생들의 구조를 파악

하는 능력 및 사고의 유연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내용이 구성

되어 있지 않다. 순열·조합 단원에서 조합론 내용은 확률론 내용을 배

우기 위한 도구로서 간단한 경우만 다루도록 언급되고 있다. 이 논문의 

앞부분에서는 이런 맥락에서 학습하는 학생들이 배운 공식을 상황에 대

입하여 답을 구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조합론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 원리를 이해시키지 못하고 공식만을 적용

시키는 학습은 학생들에게 사고의 고착을 유발시킬 수 있기에, 이를 해

결하기 위한 관점의 전환의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

에게 관점의 전환을 경험시킬 수 있는 적절한 소재로 같은 것이 있는 순

열 공식의 정당화 과정을 택하였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공식의 정당화 

과정에서 조합의 곱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순열 내용을 조합의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하게 함으로써 관점의 전환을 경험하게 할 수 있

다. 하지만 현행 학교수학에서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공식을 정당화 과

정 없이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그러한 경험을 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학습 주제로 하여 학생들

에게 관점의 전환을 경험시키고 공식의 정당화 과정을 자연스럽게 학습

시키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공식의 정당화 과정을 지도하는 교수학습 활동을 제안하였고, 다음

과 같이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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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문제 1.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내용을 조합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교수학습 활동을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는가?

  연구문제 2.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내용을 조합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교수학습 활동이 학생들에게 관점의 전환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연구문제 3.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세기 공식의 정당화 과정을 학습하

는 것이 학생들에게 그것과 관련된 복잡한 조합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이후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내용 분석과 교과서 분석을 통해 수업 실

험 강의안을 설계하였다. 강의안은 총 8단계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1단

계 과제에서는 학생들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공식의 원리를 알고 있는

지 확인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2단계 과제에서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공식 정당화의 기본이 되는 곱의 법칙을 살펴볼 수 있는 반례 문제

를 제시하고 있으며, 3단계 과제는 교과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공식의 정당화 과정을 앞의 과제와 연결 지어 토의해보는 내

용으로 구성되었다. 4단계 과제부터 7단계 과제까지는 집합을 이용하여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내용을 조합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마지막 8단계 과제는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수업 실험에 앞서 조합의 관점에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정당화

하는 과정이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학습될 수 있는 사고인지 검증하기 

위해, 최상위 수준 학생 3명을 대상으로 예비 수업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예비 수업 실험의 학생들은 이 내용을 인지부조화 없이 자연스

럽게 학습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인터뷰에서 이 학생들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조합의 관점에서 정당화하는 과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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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실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강의안을 수정·보완하여 중상위 수준 

학생 3명에게 본 수업 실험을 실시하였다. 수업 실험의 첫 과제에서 세 

학생은 모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공식의 원리를 명확히 정당화하지 못

하였다. 이에, 교사는 먼저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공식을 정당화하는 데 

기본이 되는 곱의 법칙을 수형도를 이용하여 설명하였다. 이후 같은 것

이 있는 순열 내용을 집합 표현과 대응시켜 제시한 후, 이 집합 표현과 

수형도를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공식의 정당화 과정

을 조합의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이러한 정당화 과정을 학습한 후, 학생

들은 후속 과제에서 공식의 정당화 과정을 문제 상황에 적용시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학생 3의 경우에는 첫 과제에서 보

여준 모습과 대조적으로, 이 과제를 공식에 의존하지 않고 공식의 정당

화 과정에서 쓰인 조합의 곱이라는 아이디어를 문제 상황에 어려움 없이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본 수업 실험에서 교사의 발문에 대하여 

학생들이 올바르게 대답하였음과 정당화 과정을 이용하여 평가 문항을 

해결하였음을 통해, 조합의 관점에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공식을 정당

화하는 이 교수학습 내용이 일반적인 수준의 학생들에게 습득 가능한 사

고과정임을 확인하였다.

  마지막 평가 문항을 해결하지 못한 일부 학생들에게 두 달 뒤 추가적

으로 실시한 심층 면접에서, 학생들은 이전에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에 

대하여 공식에 의존하지 않고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이 학생들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공식의 정당화 과정을 두 달 동안 잠

재적으로 학습하여, 그 내용을 쉽게 떠올릴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두 학생 모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를 순열의 관점에서 공식을 이용

한 방법과 조합의 관점에서 정당화 과정을 이용한 방법으로 해결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교수학습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관점의 전환

을 경험한 것이 하나의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시사한다. 

  또한 학생 3은 심층 면접의 문제를 단순히 조합의 곱으로써 해결한 

것이 아니라, 지난 수업 실험의 정당화 과정을 이용하여 풀이 과정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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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히 나타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 학생은 이전의 교수학습 내용

을 단순히 기억한 것이 아니라, 공식의 정당화 과정을 두 달에 걸쳐 제

대로 습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두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

음에도, 학생 3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공식의 정당화 과정을 이전보다 

복잡한 문제 상황에 어려움 없이 적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런 사

실로부터 조합적으로 접근한 정당화 과정이 실험에 참가한 중상위 학생

들에게 자연스럽게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수업 실험에서 학생들

에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공식의 근간을 이루는 정당화 과정을 조합을 

이용하여 지도한 결과, 학생들이 공식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공식

의 정당화 과정인 조합의 곱을 문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

미한다.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먼저,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사례 수가 적었으

며 학생들이 모든 수준을 대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학생들을 3

인 1개조로 편성하여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상 수준, 중상 수준, 중 수

준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선별하였다. 그렇다 보니 중 수준 미만인 학생

들에 대하여 이 교수학습 활동이 유의미할지에 대하여 살펴보지 못하였

다. 또한 8단계 과제에서 설정한 문항들이 이 교수학습 활동에 대한 평

가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좀 더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과 더 많은 사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학생들의 반응을 참고하였을 때, 후속 연구에서

는 8단계 과제의 문항에서 다양한 추가 유형을 제시함은 물론, 같은 것

이 있는 순열을 조합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과 더불어 조합 공식이 순

열로부터 유도됨을 통해 결국은 같은 공식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학생들

이 스스로 구성해볼 수 있는 내용으로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이 교수

학습 활동이 조합론에 있어 다른 유형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Sriraman과 English(2004)에 따르면 조합 문제 해결은 학생들에게 

문제 해결의 다양한 접근 방법을 경험시켜 줌으로써 사고의 유연성을 기

르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문제마다 정확하게 적용되는 일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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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 또는 공식이 없기에 조합론을 어렵게 생각한다. 조합론에서 다루는 

많은 문제들은 단순히 공식을 대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다

(이주영,2006). 조합론의 문제들은 학생이 스스로 문제 상황을 분석하

고 계획을 수립해야 해결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

생들이 문제 풀이 과정을 자세히 분석하고, 하나의 문제에 대하여 다양

한 관점에서 풀이 방법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며, 개념들 간의 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이 교수학습 활동은 조합론의 내용 중 극히 일부분을 다루고 있지만, 

조합론의 일반적인 접근 방법인 관점의 전환을 핵심으로 하는 조합적인 

아이디어를 통한 정당화 과정을 학생들에게 경험하게 했다는데 그 의의

를 둔다. 구체적인 의의는 이 교수학습 활동이 중상위 수준 학생들에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정당화 과정을 자연스럽게 학습시킬 수 있고, 그

것과 관련된 복잡한 조합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관점의 전

환을 통한 사고의 유연성 신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업 자료

를 제공하는데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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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수업 실험 강의안

< 강의안 >

* 1단계 과제 

a, a, a, b, b, c를 나열하는 공식은 


입니다. 이 공식이 참인 이유를 적

어 보세요.

과제

진행 흐름
프린트로 제시하여, 학생들이 이유 적은 뒤 발표시킴.

예상 답변

1. 전체 문자가 6개, a가 3개, b가 2개니깐...

2. a 3개를 나열하는 경우가 3!, b 2개를 나열하는 경우가 2! 이므로

3. a 3개, b 2개를 구별지어 생각해보자.

그 중 하나의 예를 들면 a1 a2 a3 _ _ _ 의 경우, b1 b2 c를

나열한 뒤, b1, b2를 b로 되돌릴 때 중복되는 경우가 2! 개 만큼

발생하고, 전체적으로 볼 경우 a1, a2, a3를 마찬가지로 되돌릴 때

중복되는 경우가 3!개 만큼이므로 각각의 2! 개에 3!개 만큼이

중복되어 존재하므로 3!2! 만큼이 중복된다.

추가 발문

1. 문자가 3개, 2개인거랑 3! , 2!은 무슨 관계가 있나요?

2. 3!과 2! 사이에 곱이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3. 그렇다면 이 설명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나요?

* 2단계 과제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으로 구성된 집단이 있다. 이 집단의 대표 3명을 선정하려

고 한다. 이 대표 중에 여학생을 적어도 1명 이상 포함시켜야 할 때,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하세요.

과제

진행 흐름
잘못된 방법으로 보여주고, 학생들의 문제 풀이 습관을 되짚어봄.

풀이 진행

먼저, 여학생 2명 중에 먼저 1명 선정한 뒤, 나머지 총 4명의 학생들

가운데에서 2명을 선정하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게 된다.

×  × 

그렇지만, 실제로 세어 보면, 가지 경우가 나온다.
추가 발문 곱의 법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만족되어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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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과제

과제

진행 흐름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공식 유도에 대해 설명함.

풀이 진행

a, a, a, b, b, c를 나열하는 문제를 다시 생각하자. 현재 각각의

a,a,a와 b,b는 구별이 되지 않는 같은 문자이다. 만약, a,a,a 와 b,b

가 구별이 되는 문자   와  라고 했을 때, 구별이 되

는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는 이다. 그런데, 최초의

a,a,a,b,b,c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라고 했을 때, 그 중의 하나

인 aaabbc 를 생각해보자. 그러면

 

그림과 같이   를 나열한 후,  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는 곱의 법칙에 의해  ×  이 된다. (곱의 법칙은, 하나의 사

건 안에서 서로를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에

적용됨) 그런데, 처음부터 구별을 지은 뒤에 나열하나, 구별없이

나열한 뒤 구별을 주어도 얻는 결과물은 같아지기에 경우의 수는

같아진다.

즉,    ×  ×  따라서,   × 


이 된다.

 

* 4단계 과제 

앞에서의  a, a, a, b, b, c를 나열하는 문제를 다시 보자. 

a b a b a c 와  {1,3,5}, {2,4}, {6}는 서로 연관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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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진행 흐름
칠판에 과제를 제시하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

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함.

예상 답변
{1,3,5}는 a가 있는 자리, {2,4}는 b가 있는 자리, {6}은 c가 있

는 자리에요.

추가 발문
1. 거꾸로 생각해보자.

즉, a:{2,4,6}, b:{1,3}, c:{5}에 대응하는 문자열은?

* 5단계 과제 

  방금전에 했던 과제를 바탕으로, a,a,a,a,a,b,b,b,c,c,d 의 문자열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 중 a b a b a c a b a c d 를 어떤 집합으로 대응하여 생각할 수 있을

까?

과제 진행 흐름 프린트로 과제를 제시하고, 학생들의 사고과정을 확인함.

예상 답변 a: {1,3,5,7,9}, b:{2,4,8}, c:{6,10}, d:{11}

추가 발문

1. 그렇다면, a,a,a,a,a,b,b,b,c,c,d 의 문자열을 일렬로

나열하는 문제는 어떤 문제로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

2. 방금 한 내용들을 일반화 시키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 6단계 과제 

        a a b c c                {1,2}, {3}, {4,5}

        a b a c c                {1,3}, {2}, {4,5}

        b a a c c                {2,3}, {1}, {4,5}

            ⋯                           ⋯

왼쪽의 경우의 수를 세는 문제와 오른쪽의 경우의 수를 세는 것은 같은 문제라

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를 말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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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진행 흐름
칠판에 과제를 제시하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

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함.

예상 답변
왼쪽과 오른쪽에는 1대1 대응이 성립하기 때문에 왼쪽을 세

는 경우와 오른쪽을 세는 경우는 같다고 생각해요.

결론 도출 및

방향 제시

그럼 지금부터 왼쪽으로 제시되어 있는 문제들을 오른쪽 집합

으로 바꿔서 해결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즉,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를 ‘각각의 자릿수를 성분으로 하는 집합’을 세는 문

제로 시각을 달리하여 살펴볼 생각입니다.

* 7단계 과제

 

과제

진행 흐름

4~6단계에서 다룬 집합에 대한 시각으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설명함.

풀이 진행

1. A, A, B, B, C를 나열하는 경우, 왼쪽에서부터 문자가 들어갈 위치

를 성분으로 하는 집합을 생각하자. 이 때, A에 해당하는 집합을 구성하

는 경우의 수는 1부터 5까지의 숫자 중에서 2개의 숫자를 고르는 경우이

므로 가 된다. 그리고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B에 해당하는 집합

을 구성하기 위해 남은 숫자 3개 중에서 2개의 숫자를 고르는 경우는

가 된다. 그리고 또한 그 각각에 대하여 남은 1개의 숫자를 C에 해

당하는 집합으로 구성시키면 충분하므로, 곱의 법칙에 의해 문제가 요구

하는 답은  ×  ×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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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진행

2. 다른 방법 : A A B B C를 나열하는 경우, 각 문자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생각하자. 맨 처음 빈 자리에 A A를 채우는 경우의

수는 C이다.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남은 빈 자리에 B  B를
채우는 경우의 수는 C이다. 그리고 남은 자리에 C를 채우는 경우의

수는 C이므로, 생각할 수 있는 총 경우의 수는 C × C × C이

된다.

* 8단계 과제

1. a, a, a, a, b, b, c 의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려고 한다. 양 끝에는 

모두 가 온다고 할 때, 이를 만족하도록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고, 그 과

정을 적어보자.

2. 에서 의 계수를 구하고, 그 과정을 적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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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진행 흐름
프린트로 제시하여, 학생들이 이유 적은 뒤 발표시킴.

예상 풀이

1. 먼저 개의 자리 중에서 양 끝에는 를 채웠기에, 나머지 개의 자

리에 두 개의 를 채우는 경우의 수는 C이다. 그리고 남은 개의 자

리에 두 개의 를 채우는 경우의 수는 C 이고, 남은 개의 자리에 

를 채우는 경우의 수는 C이므로, 구하는 경우의 수는

C× C× C  이다.

2. 에서 하나의 항은 하나의  중에서 하나의 문자

를 택해 총 번 택한 문자들을 곱해서 만들어진다. 그렇기에, 개의 빈

자리를 각각의 에서 문자를 택하여 채운다고 봤을 때, 처음에

를 개 택하여 채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C이다. 이후 를 개 택하

여 채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C이다. 마지막으로 를 개 택하여 채

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C이므로, 구하는 경우의 수는

C× C× C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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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인터뷰 질문지

   

1. 기존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배웠던 방식과 이번의 수업에서 접근

한 방식을 비교했을 때, 곱의 법칙에 대해 무엇을 느꼈습니까? 그리고, 

순열, 조합과 관련하여 느낀 점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이번 시간에는 어떤 하나의 문제를 새로운 방향에서 접근해 보는 기

회를 가졌습니다. 이전에 이렇게 시각을 바꿔서 문제를 생각해 보는 경

험을 한 적은 있습니까? 이렇게 시각을 바꿔서 생각해보는 경험이 본인

한테 유익했습니까? 앞으로 이런 비슷한 상황이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시각을 바꿔보려는 태도를 가질 것 같습니까? 

3.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을 가지면서 좋았던 점이나 인상 깊었던 점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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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수업 실험 학습지

< 학습지 >

(          ) 학교 

이름:(              )

* 1. a, a, a, b, b, c를 나열하는 공식은 


입니다. 이 공식

이 참인 이유를 적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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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지 >

(          ) 학교 

 이름:(              )

* 2-1. 방금전에 했던 과제를 바탕으로, 

a,a,a,a,a,b,b,b,c,c,d 의 문자열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 중 a b

a b a c a b a c d 를 어떤 집합으로 대응하여 생각할 수 있을까?

* 2-2. 방금전에 했던 과제를 일반화시켜본다면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적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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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지 >

(          ) 학교 

이름:(              )

* 3. a, a, a, a, b, b, c 의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려고 한다. 

양 끝에는 모두 가 온다고 할 때, 이를 만족하도록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고, 그 과정을 적어보자.

* 4. 에서 의 계수를 구하고, 그 과정을 적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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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심층 면접 문항지

< 심층 면접 문항지 >

* 1. STATISTIC의 9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양 끝에 S가 오도록 나열하

는 방법의 수를 식으로 나타내보고, 그 과정을 적어봅시다.

* 2. interest의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i, n, r을 이 순서대로 나열

하는 방법의 수를 식으로 나타내보고, 그 과정을 적어봅시다.

* 3. 에서 의 계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아래의 예비 문제들을 먼저 

풀어본 후, 이 문제의 답을 구해 보세요.

3-1.  에서 항과 항은 각각 어떻게 얻어질까요? 

3-2.  에서 항과 항과 항은 각각 어떻게 얻어질까요?

3-3.  에서 의 계수는 무엇일까요?

3-4.  에서 항과 항은 각각 어떻게 얻어질까요? 의 계수

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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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s the one of abilities which the modern society with affluent 

information requires to analyze the realistic problems and, in 

order to resolve them, search for an optimal solution among the 

possible ones. According to Sriraman and English(2004), 

combinatorics is the most appropriate subject to help students 

develop such abilities. When it comes to solving combinatorial 

problems, it is especially required to have the ability to 

understand a structure and flexibility of thinking, and there are a 

variety of possible solutions as well. NCTM, which stands for 

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mathematics, suggests that 

students should interconnect the concepts in order to promote 

the ability to figure out the structure and flexible thinking. 

  According to the existing studies, as for learning 

combinatorics, students tend to focus on finding answers without 

understanding the principle of the given problems. Neglecting the 

principle and simply applying the formula can retar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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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s’ ability to comprehend the process. This learning, 

Haylock(1997) insists, can leave the students trapped in fixation. 

By mentioning that the fixation can be improved by a change of 

perspective, the previous studies emphasized that the students 

should understand the interconnectivity of the concepts so as to 

overcome fixation and experience the change of perspective.    

  This research suggests the teaching and learning activity which 

helps students to figure out how permutations and combinations 

work together by understanding the permutations with repetition 

in terms of combinations. By completing this activity, they will 

be able to aware of the relation between permutations and 

combinations in easier way, promote the flexible thinking through 

experiencing the change of perspective. Eventually, by learning 

the process of justifying the permutations with repetition, 

students are intended to develop the ability to understand the 

structure of the combinatorial problems.

  This study designs the teaching procedures to deduce the 

formula for counting the number of permutations with repetition 

in terms of combinations. The procedures are constructed by 

following David P. Ausubel’s advanced organizer model. Based 

on these designed procedures, the preliminary experiment and 

interview are implemented by the advanced learners. Based on 

the outcome, the procedures are modified and conducted for the 

learners whose level is more general. On the basis of the 

instruction and interviews, the advanced learners show that they 

complete the activity without cognitive incongruity and evaluate 

the instruction in positive way. The normal students also can 

learn the contents naturally with no cognitive incongruity as well. 

With the result of the questionnaire and the additional depth 

interview, it can be confirmed that, through this teaching and 

learning activity. The students have become to promot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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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ility to understand the connectivity between permutations and 

combinations, the ability to grasp the structures, and the 

flexibility of thinking.

keywords : permutations with repetition, combination, fixed 

thinking, change of perspective, struture, flexibility of 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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