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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학교 수학에서 반례 활용 방안 연구

수학에서 반례는 거짓인 명제를 반증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반박된

수학 지식을 수정할 기회를 주고, 수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수학

지식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는 등 수학의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해왔다.

이에 Lakatos(2001)와 강문봉(1993)은 학생들이 자신의 수학 지식을 개

선, 수정하는 경험을 할 수 있게끔 학교 수학에서 반례를 적극적으로 활

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수학 수준에서 반

례를 활용하여 지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학 내용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학교 수학에서 반례를 활용한 수학 학습 지도법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중,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반례가 활용되고 있는

유형을 나누고 살펴보았다.

두 번째로 반례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개념 개선 지도를 이끌 수 있는

교수 방안을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소재로 ‘접하다’라는 개념

을 택하였으며, 학생들에게 지도할 ‘접하다’ 개념을 5가지로 나누었다. 그

리고 ‘근사’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접하다’ 개념을 학생에게 지도하여 접

선의 기울기와 미분계수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교수 방안을 활용하여 학생과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실제 수업을 진행하

였고, 질문지 검사 및 면담을 통해 반응을 살펴보았다. 학생과 예비교사

모두 교수 방안에서 예상한 순서대로 접하다 개념을 형성하였고, 결국

미분계수와 접선의 기울기가 같음을 자연스럽게 이해하였다. 그들 모두

대체로 반례를 활용한 교수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실험

중에 나타난 예상치 못한 반응을 고려하여 ‘접하다’ 개념이 두 곡선의 국

소적 관계라는 점을 지도하는 단계를 교수 방안에 추가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 방향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주요어 : 반례, 증명과 반박, 개념 개선, 접하다, 근사

학번 : 2009-2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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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수학의 내부는 수많은 명제로 가득 채워져 있다. 이 명제 중에는 수학

적으로 매우 중요한 정리도 있고, 단순한 사실도 있으며, 거짓인 명제도

있다. 거짓인 명제를 반증하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통상적인 수단이 반례

이다(서동엽, 1999). 학교 수학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거짓인 명제들을 접

한다. 그러므로 학생들에게 명제를 반증하는 데에는 하나의 반례로 충분

하다는 점을 지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우정호, 2006). 반례의 지도에

대해 NCTM(2007)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반례를 찾음으로써 추측

을 반박됨을 배울 수 있다고 하였다1).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초중등학교

수준에선 어떤 명제가 항상 참이라고 할 수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반례

를 다루지만 이를 주어진 명제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보이는 증명 방법으

로 의식적으로 지도하는 것은 고등학교 때부터다(우정호, 2006).

그런데 최근 들어 단순히 명제를 반증하는 방법으로서 반례를 학생에게

지도하는 것을 넘어 반례를 활용한 수학 학습 지도에 대한 연구가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다(강문봉, 1993; Villiers, 1997; 강문봉, 2004; 박교식,

임재훈 2004; 이성민, 2004; 임재훈, 박교식, 2004; Zazkis & Chernoff,

2008; 박경미, 2009; 이명훈, 2010; 정미혜, 2011, 하현철, 2011). 이들 연

구는 적절한 반례의 활용이 학생이 수학 학습을 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

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실 반례는 수학의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해왔다. Lakatos(2001)는 수

학사적으로 추측과 그에 대한 반박을 통해 성장해온 수학적 지식에 대해

언급한다. 그는 증명된 수학 지식일지라도 그것은 오류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반례의 등장으로 인해 그러한 한계가 드러난다고 말한다. 그는

수학자들은 반례가 등장하면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증명과 반례에 대해

1) 하지만 Fischbein(2006)의 실험에서 12~15세 아동들은 하나의 반례에 의해 명제가 부정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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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하게 되고, 그 과정을 거쳐 지식은 수정·개선되며 발전 혹은 발

견되어 나간다고 얘기한다. 그에게 있어 완벽한 정의와 공리로부터 지식

이 전개되는 학교 수학의 연역적 양식은 추측과 반박에 의해 역동적으로

성장해 가는 수학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내용 전개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Lakatos는 학교 수학이 학생에게 참된 수학의 모습을 경

험케 하기 위해서는 추측과 반박으로 이루어진 발견적 양식으로 수업 내

용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문봉(1993) 역시 학교 수학 교육에서 반례는 지식을 개선, 수정하는

적극적인 입장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단순히 어떠한 성질

이 혹은 그 명제가 거짓임을 보이는 데에 반례를 활용하는 것은 학생에

게 성장해가는 수학을 보여줄 수 없다고 말한다. 반례를 적극적으로 활

용해야한다는 그의 주장은 학생들에게 수학적 발견을 경험케 하고 비판

적 사고를 신장시키며 유의미한 학습과 더불어 탐구하는 방법 자체를 학

습하게 하자는 Lakatos적 수학교육론을 배경으로 한다. 이것은 현재 수

학과 교육과정(2011, p.38)의 교육목표와도 일치한다. 그렇다면 실제로

현재 학교 수학에서 반례가 어떠한 목적, 의도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분

석해 보는 것은 간접적으로나마 그러한 교육목표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

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될 것이다2). 선행연구들 중에도 반례를 어떻게 활

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많았지만, 실제 수업 상황에서 활용되는

반례에 대해 분석해보는 연구는 드물었다.

본 연구는 학교 수학에서 반례가 활용되는 유형의 파악을 그 첫 번째

목적으로 두었다. 이를 위해 현재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반례를 어떠한

목적, 의도에서 활용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려한다.

그리고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고등학교 수학 수준에서 반례를 활용

하여 지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학 내용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찾

아보는 것이다. 연구자는 반례를 활용해 지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념

을 선택하여 그 교수 방안을 구성해보고, 그에 따른 실제 수업을 실시하

여 학생 및 예비교사들의 반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물론 반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현 학교 수학의 목표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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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연구자는 우리나라 학교 수학에서 반례가 활용되는 유형을 그 지도내용

및 의도에 따라 분류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반례를 활용하여 지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학 개념을 찾아 교수 방안을 구성해서 실제 수업을 시

현해보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구성된 교수 방안의 한계점을 찾아 수정해

보려 한다. 위와 같은 연구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

정하였다.

⑴ 현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반례가 활용되는 유형은 어떠한가?

⑵ 반례를 활용한 개념 교수 방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Ⅱ장 1절에서는 수학의 성장과 발전에 반

례가 어떻게 활용되고 기여해왔는가를 Lakatos의 증명과 반박을 중심으

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것이 주는 교육적 시사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Ⅱ장 2절에서는 선행 연구들을 통해 반례를 활용한 교수, 학습지도의 모

습과 지도 시 유의해야 할 부분에 알아보고자 하였다.

Ⅲ장에서는 연구문제 ⑴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교과서에서 반례가 활용

되는 유형을 분석하였다.

Ⅳ장에서는 연구문제 ⑵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연구자는 이 장에서 선

행연구를 바탕으로, 반례를 활용하여 ‘접하다’ 개념의 개선을 도모하는

교수 방안을 구성하고 실제 수업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반응을 확인해 보

았다.

Ⅴ장에서는 지금까지 논의의 결과를 요약하며 본 연구 결과가 가지는

교육적 시사점 및 본 연구가 가진 한계점에 대해 논하고, 차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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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개념과 관련하여, 반례라는 용어의 사용 가능성에 대해 임재훈, 박교식

(2004)은 접선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포물선의 축에 평행한 직선을 곡

선과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이라는 접선 개념의 반례로 본다는 것은 ‘어

떤 직선이 곡선의 접선이면 그 직선은 곡선과 한 점에서 만나고, 역으로

어떤 직선이 곡선과 한 점에서 만나면 그 직선은 접선이다.’ 라는 주장에

대한 반례라는 의미이다. 더 높은 수학적인 수준에서 접선의 정의를 -

할선의 극한을 - 접선의 정의로 본다면, 포물선의 축에 평행한 직선은

‘어떤 직선이 곡선의 접선이면 그 직선은 곡선과 한 점에서 만나고, 역으

로 어떤 직선이 곡선과 한 점에서 만나면 그 직선은 접선이다.’ 라는 명

제의 반례가 된다. 그들은 그러한 의미에서 접선 개념의 반례라는 표현

을 사용하였다. 이 논문에서 개념의 반례라는 표현은 그들의 표현을 참

고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겠다.

⑴ 반례: 수학 교수학습 상황에서 학습자에게 발생한(또는 존재하는) 개

인적, 집단적 추측과 문제 해결 전략 혹은 기존개념(또는 오개념)을 반박

하는 대상로 한정.

⑵ 오개념: 수학 교수학습 상황에서 학생들이(혹은 학생 개개인이) 사용

하는 개념 중 그 의미를 그 상황에서 정의한 개념과 다르게 이해하거나

혹은 잘못 사용하는 개념으로 한정(김부미, 2006).

⑶ 예: 수학 교수학습 상황에서 정의하여 사용하는 정확한 개념 혹은 정

확한 알고리즘에 해당하는 대상.

⑷ 비예(non-example)3): 수학 교수학습 상황에서 정의하여 사용하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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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한 개념 혹은 정확한 알고리즘에 해당하지 않은 대상.

3)김해경 외(2009). non-example은 비예, 비례, 비예제 등으로 번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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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배경

1. 반례를 통한 수학의 성장 - Lakatos의 증명과 반박을

중심으로 -

이 절에서는 수학의 성장과 발전에 반례가 어떻게 기여해왔는가를

Lakatos의 증명과 반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것이 현 학교

수학에 주는 교육적 시사점에 대해 논하였다.

1.1 논리적 반례와 발견적 반례

Lakatos는 연역 체계를 그 체계의 꼭대기에 있는 참인 기초 명제가 체

계의 나머지를 증명하는 Euclid적인 연역 체계와 잠정적으로 참인 기초

명제가 체계의 나머지에 의해 설명되는 준경험적 연역 체계로 구분한다.

그리고 그는 수학의 자명한 기초를 확립함으로써 무한 소급을 중단하려

고 시도하였던 논리주의와 형식주의가 실패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수학

전체를 Euclid적으로 재조직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수학은

과학 이론처럼 준경험적이라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수학적 지식이란 잠

정적으로 참으로 인정되는 반박 가능한 추측인 것이다(강문봉, 1993).

Lakatos는 수학 지식이 준경험적으로 성장한 구체적인 사실을 그의 저

서 ‘Proof and Refutations'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그에 의하면 수학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성장한다.

먼저, 소박한 추측이 등장한다. 그리고 그 추측에 대한 증명이 뒤따른

다. 여기서 증명이란 전통적 의미로서 ’정리가 참임을 정당화하는 수단

‘이 아니다. Lakatos에게 전통적 의미로서의 ‘증명’이란 개념은 존재할 수

없다. 그는 증명을 “원래의 추측을 여러 개의 추측 또는 보조 정리로 분

해하여 그것을 가능한 한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지식체 가운데 끼워 넣

는 사고실험”이라고 하였다(Lakatos, 2001). 소박한 추측의 등장과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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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증명이 제시되면 그것들을 반박하는 반례가 등장할 수 있다.

등장하는 반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하나는 보조 정리를

반박하는 반례인 국소적 반례이고 다른 하나는 본래의 추측 자체를 반박

하는 반례인 전면적 반례이다.4) Lakatos는 반례가 등장하였다고 해서 그

즉시 추측이 폐기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반박된 추측은 살아남기 위해

나름의 대처를 취한다.

우선, 국소적 반례가 등장했을 때는 원래 추측에 대한 반박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반례가 반박하는 보조 정리를 찾아 반박하지 못하도록 수정,

혹은 반박되지 않은 다른 보조 정리로 대체하여 증명을 개선함으로써 추

측을 유지한다.

추측 자체를 반박하는 전면적 반례가 등장했을 때는 대처하는 방법이

다음과 같이 5가지로 나뉜다(Lakatos, 2001; 강문봉, 1993). 첫째는 반박

된 추측을 틀린 것으로 보고 이를 기각하는 방법이다. 둘째는 추측은 이

미 증명되었기 때문에 증명된 추측은 참이고, 그러므로 반례가 잘못되었

고, 그것을 괴물이라고 하여 배제함으로써 추측을 유지하는 괴물 배제법

이다. 셋째는 추측을 반박하는 반례가 나타나도 그것을 제외한 영역에서

는 추측이 참이 되므로 반례를 예외로 취급하여, 예외에 대해 언급한 조

건절을 첨가해 원래 추측을 유지하는 예외 배제법이다. 넷째는 반례라고

본 관점은 왜곡된 관점에 의한 기괴한 해석이라 보고, 관점을 바로잡아

반례를 예로 전화시키는 괴물 조정법이다. 다섯 번째는 증명을 주의깊게

분석함으로써 반례를 유발시킨 감추어진 부분 추측 혹은 보조 정리를 찾

아5) 증명에 합체하여 증명을 개선하고 그에 대응하는 조건을 추측에 합

체시킴으로써 반박된 추측을 개선하는 보조 정리 합체법이다.

위의 방법 중 추측의 기각이나 괴물조정법은 활용도가 그리 높지 않

다.(박경미, 2009; 이정곤 2012) 전면적 반례에 대한 대처법으로 괴물 배

제법, 예외 배제법, 보조 정리 합체법들이 분석하는 대상은 무엇이며 그

4) Lakatos(2001, p.34)

5) Lakatos는 전면적인 반례가 원래의 추측의 반박이지만 증명의 반박이 아닌 것은 오히려 그 증

명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증명을 주의깊게 분석함으로써 전면적 반례가 국소적 반례

가 됨을 보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강문봉,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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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법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Ⅱ-1>

과 같다(Larsen & Zandieh, 2008; 박경미, 2009; 이정곤, 2012).

<표Ⅱ-1> Lakatos의 이론에서 반례에 대처하는 방법

방법 분석의 대상 결과

괴물 배제법 반례, 기본 개념
기본 개념의 재정의와

수정

예외 배제법 반례, 추측 추측의 수정

보조 정리 합체법 반례, 증명, 추측
추측의 수정과

증명의 개선

이러한 방법들은 모두 나름대로의 장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Lakatos는

괴물 배제법과 예외 배제법을 적절한 방법으로 보지 않고 있다. 괴물 배

제법은 추측에 포함된 개념의 명확화, 재정의를 통해 반례를 괴물로 배

제하며 추측을 구하기 때문에 명확한 정의를 창조하여 추측을 명확화하

는 자극이 되므로 유용하기는 하지만, 이는 개념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

라 단지 정의를 새로이 번역할 뿐이며, 괴물 배제를 통해 나온 정리는

소박한 추측을 개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학적 지식의 발견으로 유용

하지는 않은 방법이다. 예외 배제법은 모든 예외를 다 열거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그리고 증명된 정리에 대한 반례들에 의해 제기된 문제를

예외 배제법으로 해결하게 되면 증명은 정리가 타당함을 보이게 되지만

정리가 타당한 영역은 정확하게 어디까지인가 하는 의문이 여전히 남게

된다. 심지어 논증과는 무관계한 요소를 조건으로 추가하여 추측을 수정

하기도 한다.6) 결국 예외 배제법도 수학적 지식을 발견, 성장시키는 데

에는 유용하지 않은 접근법이다(강문봉, 1993).

그래서 Lakatos는 앞 선 두 방법과는 달리, 증명-분석에 의해 추측이

개선되는 보조 정리 합체법을 선호한다(강문봉, 1993). 보조 정리 합체법

6) 예외 배제법으로 논증과는 실제로 무관계한 요소인 ‘볼록성’을 도입되기도 하였다(Lakatos,

2001, 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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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Lakatos의 생각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예외 배제법 역시 추측을 개선하였으나, 그 개선은 증명과는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방법은 증명에 의해 개선하는 것입니다. 발견의

논리와 정당화의 논리 사이의 본질적인 통합이 보조 정리 합체법의

가장 중요한 측면입니다.7)

사실상 저는 이러한 보조 정리 합체에 의한 개선 방법은 흠이 없다

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추측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곧 ‘증명하는

문제’의 목적은 어떤 분명하게 서술된 주장이 참임을 결정적으로 보이

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거짓임을 보이는 것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증명하는 문제’의 실제적인 목적은 원래

의 소박한 추측을 진정한 ‘정리’로 개선 - 실제로 완성 - 하는 것이어

야 합니다.8)

보조 정리 합체법은, 결론에 대한 반례는 적어도 그 한 전제의 반례가

된다는, 결론으로부터 가정으로의 ‘거짓의 재전달의 원리’에 근거하여 전

면적인 반례가 국소적 반례일 것이라 주장한다. 증명-분석 결과, 전면적

반례이지만 국소적 반례가 아닌 반례가 있다면 적당한 보조 정리를 증명

-분석에 첨가함으로써 국소적 반례이게끔 만들 수 있다. 즉, 전면적 반

례이지만 국소적 반례가 아닌 반례는 증명-분석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고 나아가 증명-분석을 통한 유죄인 보조 정리를 찾게 되어 그것을

조건으로 합체시킴으로써 추측의 개선이 일어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보조 정리 합체법은 증명과 반박을 분리시킬 수 없기 때문에

Lakatos는 이를 중심으로 한 수학 지식의 발견 과정을 ‘증명과 반박의

방법’이라고 부르고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9)

7) Lakatos(2001, p.77)

8) Lakatos(2001, p.84)

9) Lakatos(2001, p.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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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1> 추측을 하면 그 증명이나 반박에 착수하려라. 증명을 주의 깊

게 조사하여 자명하지 않은 보조 정리의 목록을 마련하여라(증명-분석).

추측에 대한 반례(전면적인 반례)와 의심스러운 보조 정리에 대한 반례

(국소적인 반례)를 양쪽 다 찾아보아라.

<규칙 2> 전면적인 반례가 있으면 추측을 버리고 반례에 의해 반박될

적절한 보조 정리를 증명-분석에 추가하고 그 보조 정리를 조건으로 합

체시킨 개선된 추측으로 기각한 추측을 대체시켜라. 반박을 괴물이라고

보고 버려지도록 허용하지 마라. 모든 ‘감추어진 보조 정리’를 명백하게

하려고 시도하여라.

<규칙 3> 국소적인 반례가 있으면 그것이 또한 전면적인 반례인지 아니

지 검사해 보아라. 만약 그러하면 규칙 2를 쉽게 적용할 수 있다.

<규칙 4> 만일 국소적인 반례이지만 전면적인 반례가 아닌 반례가 있으

면 반증되지 않는 보조 정리로 반박된 보조 정리를 대체시켜 증명-분석

을 개선하도록 시도하여라.

<규칙 5> 만약 어떤 유형이든 반례를 얻었다면 연역적 추정에 의하여

그것들이 더 이상 반례가 되지 않는 보다 깊은 정리를 발견하도록 시도

하라.

이처럼 Lakatos 수리철학에 의하면 수학은 의심의 여지없이 확립된 정

리의 수가 단조롭게 증가하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숙고와 비판, 증

명과 반박의 논리에의 의한 추측의 끊임없는 개선을 통해 성장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10) 추측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추측에 대한 반박

이 나타나 그 한계를 드러내야 한다. 추측의 반박은 반례의 등장으로 인

해 이루어진다. 이것이 Lakatos가 반례를 기존 지식의 한계를 인식하도

록 만들어 수학적 지식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원동력이라 여기는

10) Lakatos(2001, p.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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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다(임재훈, 박교식, 2004).

그렇다고 해서 모든 반례가 수학적 지식의 성장을 이끌어 내는 것은 아

니다. Lakatos는 추측을 기각하는 역할을 하는 반례를 논리적 반례, 추

측의 개선과 지식의 성장을 이끄는 반례를 발견적 반례라고 부른다.11)

발견적 반례란 단순히 명제를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명제를 개선하고 새

로운 개념을 발견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Lakatos의 수학적 발견의

논리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대상이다(강문봉, 1993).

강문봉(1993)은 연역적 양식의 교과서와 교수 방법은 수학의 논리화, 형

식화를 지향함으로써 간결성과 추상성을 그 장점으로 하고 있으나 수학

적 사고의 합리적, 비판적 요소를 배제함으로써 인간이 수학을 발견, 발

명하고 수정해 가는 과정을 감추게 되어 수학 학습을 통한 발견, 비판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만든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자명한 기초 아래에서 학습자는 개인적이고 수용적인 성향을 기르기 쉽

고, 대화를 통한 상호 인정과 협동의 자세를 기르기 힘들며, 교수-학습

내용은 기억과 반복, 연습을 요구하게 되기 쉬워져 수학 교육의 근본 문

제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비판한다. Tall(2003) 역시도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을 제시하는 수학은 교육적으로 분명히 별로 가치가 없다고 언급

하였다12).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강문봉은 Lakatos 수리철학에 입각한 수

학 교육론을 주장하며 그에 따른 목적, 내용,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Lakatos의 수학철학에 따르면, 절대적으로 참인 수학적 지식은 존재하

지 않으므로 수학적 지식이 참임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의미가 없

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추측한 수학적 지식이 타당한지를 비판하고 그

것을 반박하고 수정해 나갈 수 있을 뿐이다. 즉, Lakatos 관점에서 볼

때, 수학 교육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간주되어야 할 교육 목적은 비판

적으로 사고하고 토론하는 능력과 비판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라 할 수

있다. 이것은 현재 수학과 교육과정(2011: 38)의 교육목표 ‘학습과 생활

에서 새로운 이해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과 태

11) Lakatos(2001, p.153)

12) David Tall(2003, p.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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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익힌다.’와 일치하고 교육과정 전반에서 강조되고 있는 수학적 의사

소통 능력과도 통한다. 비판적인 사고와 토론 능력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육이 추구하는 합리적인 인간상과 그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현 학교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적 목적이라 하겠다.

구체적 사실에 대한 충분한 배경없이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거나, 통

합하는 경험없이 통합적인 개념을 도입하거나, 학생들에게 도전적인

구체적인 적용없이 도입된 개념을 되풀이 말하는 것은 백해무익하

다.(Ahlfors, 1962; 강문봉, 1993 재인용)

단순히 지식을 아는 것에만 치중한 교육은 학생에게 의미가 없다.

Lakatos의 수리철학에 따른 수학교육론은 내용적 측면에선 ‘…을 안다.’

라는 명제적 지식보다 ‘…을 할 줄 안다.’ 라는 방법적 지식에 더 관심을

가진다. 현재까지 연역적 양식의 수학 교육에서는 수학적 지식을 주로

명제적 지식으로 가르쳐 왔다. 하지만 학교 수학 교육에서의 연역적 양

식을 비판하는 강문봉(1993)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의 발견이 더 중요하다 말한다. Lakatos에게 수학적

지식은 완성된 산물이 아닌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학교 수학에서도

지식은 성장하는 과정으로 지도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 수학에

서 내재적으로 가치 있는 교재는 특정한 수학의 내용만이 아니라 수학이

성장해 가는 과정, 수학적 지식을 발견하고 그것을 수정하여 개선해 나

가는 과정을 구현해 낼 수 있는 것이다.

강문봉(1993)은 비판 능력과 토론 능력의 신장을 위해 Lakatos의 수리

철학이 시사하는 수학 교육의 방법으로서 발견적 교재 구성 방법과 반

례13)의 중요성 및 변증법적 양식의 대화법을 제시한다. 특히 Lakatos가

반례가 단순히 전칭 명제를 기각하는 역할을 한다는 전통적인 관념을 거

부하고, 수학의 발전이란 맥락에서 명제를 개선하고 개념을 발견하는 과

정에서 반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 점을 바탕으로 학교수학

13) 발견적 반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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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개념의 의미를 명확히 인식시키기 위하여 범례와 범례가 아닌 예를

제시하고 설명하든가 어떤 성질이 거짓임을 보이기 위하여 반례를 든다

든가 하는 소극적인 입장이 아니라 반례를 통하여 수학적 지식, 개념을

수정하고 개선하는 적극적인 입장에서 반례를 다루어야 할 것을 주장하

였다.

그는 Lakatos의 수리철학에 기초한 추측과 반박의 과정을 거쳐 수학적

지식을 발견하는 발견적 양식이 학습자에게 수학적 지식이 어떻게 형성

되고 개선되는지, 수학적 개념과 알고리즘이 어떠한 맥락에서 창조·개선

되었는지 등을 설득력있게 전달하여 의미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수학 교

육을 통해 비판적이면서도 협동하는 자세와 개방적인 사고 태도를 길러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Lakatos와 강문봉의 연구를 통해 학교 수학에서 학생들에게 수학을 성

장하는 과정으로 지도하기 위해서는 반례를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다. 즉, 학생들이 수학적 지식, 개념을 반박하고 그 한계가 드러

내어 수정·개선을 거쳐 학습할 수 있도록 반례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

다. 그런데 Lakatos의 수리 철학은 학교 수학에서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

을 반례를 활용하여 지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해 주지 않고 있

다. 이 점에 대해 강문봉(1993)은 일차적으로 ‘어떻게 이러한 것이 나타

날 수 있는가’, ‘왜 이러한 것이 필요한가’와 같은 의문이 제기되는 알고

리즘이나 개념, 정리들이 선택되어야 하며, 선택된 내용은 그것이 발생하

게 된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여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역시도 구체적으로 그러한 내용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선 차후의 연

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수학사적으로 발견적 반례들로 인해 개선, 발전된

수학 지식이 택해질 수 있다. Lakatos는 수학에서 발견적 반례의 예로서

추측, ‘임의의 수렴하는 연속 함수열의 극한 함수는 연속이다.’에 대한 다

음과 같은 - Fourier의 논문에 등장한 -반례를 든다.

cos 
 cos 

 co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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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반례는 앞의 추측에 대한 코시의 증명을 반박하고 증명-분석을 이

끌어 결국 ‘평등 수렴’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

다. 이 반례는 평등수렴이란 개념을 생성하였기에 수학에 있어서 발견적

반례이다.14)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 맞추어 학생들이 ‘평등 수렴’을 발견

하게끔 학습 지도를 한다면, 이것은 반례를 적극적인 입장에서 - 수학을

성장하는 과정으로 지도한다는 입장에서 - 다루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

만 똑같은 반례를 활용하였다고 해도, 학습 내용이 지도된 맥락, 의도에

따라 반례를 활용한 방식에는 차이가 생긴다. Lakatos는 Rudin의 저서15)

에서 등장한 ‘임의의 수렴하는 연속 함수열의 극한 함수는 연속이다.’에

대한 반례가 발견적 반례가 아닌 가짜 반례라고 말한다. Rudin은 책에서

함수열의 연속, 미분 가능성, 혹은 적분 가능성과 같은 주요한 성질이 극

한 함수에서도 보존이 되기 위해서는 ‘평등 수렴’이라는 조건이 필요하

고, 그 타당성을 보증하기 위해 반례를 활용하였다. Lakatos는 그러한

맥락에서 활용된 반례들은 실제로 정리에 모든 가정을 포함시키려면 수

학자들이 얼마나 현명해야 하는가를 보이는 예이면서 그 정리의 가정이

어디에서 나오는지에 대한 어떤 것도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견적

반례라 할 수 없다고 얘기한다. Lakatos는 만일 Rudin이 추측과 그 추측

에 대한 원래 증명을 제공하고, 비로소 반례가 뒤따라 개선된 증명, 개선

된 정의가 나온다면 그 반례는 발견적 반례로서 다루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수학 내용의 전개는 수학의 오류 가능성을 드러내준다

고 덧붙였다.

이것은 반례를 활용하는 유형은 그 의도나 지도하려는 내용에 따라 달

라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반례를 활용하여 수학이

발전되어가는 과정을 지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도를 잘 살리기 위해

그에 맞는 내용 전개 방식을 택해야 한다. 이를 고려하여 강문봉(1993)

은 Lakatos의 수리 철학에 입각한 발견적 양식에 따른 수학 교재 구성

순서를 다음과 같이 공식화하였다.

14) Lakatos(2001, pp.230-232)

15) Rudin, W(1953, pp.11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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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문제 상황이 설정된다.

⑵ 원시적(소박한) 추측이 제안된다.

⑶ 추측을 검사하고 증명한다.

⑷ 전면적인 반례가 나타나거나, 원시적(소박한) 개념의 한계가

밝혀진다.

⑸ 증명을 분석하여 유죄인 보조 정리를 발견한다.

⑹ 추측을 개선하여 원시적 개념이 개선되거나 새로운 개념이

발견된다.

여기서 소박한 개념이란 수학적으로 엄밀하지 않게 정의된 개념을 의미

한다. 뿐만 아니라 그는 Lakatos의 수리철학을 입각한 학교 수학의 수업

모형을 <그림Ⅱ-1>과 같이 도식화 하였다.

<그림Ⅱ-1> 오류주의에 입각한 수업 모형(강문봉, 1993)

이들의 연구를 종합하면, 수학은 오류가능한 지식이고 반박과 그를 통

한 수정, 개선, 발견을 통해 발전되어왔으며 학교 수학은 이것을 고려하

여 학생들에게 수학 지식을 지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교 수학에서 학생들에게 수학 지식을 생동감있게 개선, 발전, 발견되어

가는 과정으로 지도하기 위해서는 학교 수학에서 반례를 활용하여 지도

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그 내용의 지도는 ‘증명과 반

박’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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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다면체에서  이다.

㈁ 사진틀은 을 만족하지 않는다.

1.2 반례를 통한 기존 개념의 개선 및 개념의 발견

‘임의의 수렴하는 연속 함수열의 극한 함수는 연속이다.’에 대한 반례는

Lakatos가 제시하는 대표적인 발견적 반례다.

cos 
 cos

 cos  ⋯⋯

이 반례가 발견적 반례인 것은 이 반례로 인해 ‘평등 수렴’이라는 새로

운 개념, 탐구 분야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이처럼 Lakatos는 수학에서 발견적 반례를 통해 새로운 개념이 형성될

수 있음을 언급한다. 그는 이렇게 형성되는 개념을 반박 생성 개념과 증

명 생성 개념으로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보자.

사진틀은 추측 ㈀에서 의도된 다면체의 잠재적인 의미16)를 받아들인다

면 위의 두 문장은 전혀 모순이 되지 않는다. 그러한 입장에서 사진틀은

다면체가 아닌 괴물에 불과하며, 이 괴물을 배제하기 위하여 다면체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요구된다. 이와 같은 개념의 명확화는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엄밀한 논의를 전개할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발

견과 지식의 성장이 가능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강문봉, 1993).

Lakatos는 만약 우리가 괴물 배제자의 좁은 논리를 받아들인다면 지식

은 성장하지 않을 것이라 말한다. 그는 괴물 배제자가 모든 괴물을 배제

하여 소박한 추측이 참임을 증명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상상력의

결핍과 개념적 빈곤의 징후일 뿐이기에 그러한 성공은 독선적인 만족을

16) Lakatos(2001, p.50). Delta는 ‘다면체는 공간에 있는 임의의 점을 지나며 다면체와의 단면이

한 개의 다각형을 이루는 평면이 적어도 하나는 있다.’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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낳으며 지식의 성장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17) 그러나, 사진틀이 추측

㈀의 반례로서 인정이 되는 순간, 이미 다면체의 개념은 사진틀을 포함

하는 것으로 확장된다. 이렇게 확장된 다면체가 ‘반박 생성 개념’이다(강

문봉, 1993).

‘증명 생성 개념’은 반례를 통한 증명-분석, 유죄인 보조정리를 찾아 소

박한 추측에 합체시켜 추측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개념이다.

Lakatos는 보조 정리 합체법으로 개선된 증명-생성 정리, ‘단순 연결인

면을 갖는 모든 단순 다면체는  이다.’에서 다면체를 증명

생성 개념의 예로 들고 있다. 추측 ㈀에서 다면체는 곧은 모서리와 평평

한 면을 갖고 있는 보통의 소박한 다면체였지만 증명 생성 개념인 다면

체는 굽은 면을 갖는 구겨진 곡면 다면체도 포함한다. 이는 반박 생성

개념과 다르다. 반박 생성 개념인 다면체에도 역시 ‘평면적인’ 면, 곧은

모서리를 갖는 입체라는 소박한 속성이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18) 그

리고 Lakatos는 보조 정리 합체법이 유죄인 보조 정리를 조건으로 추측

에 합체시키기 때문에 증명 생성 개념이 축소된 개념처럼 여겨지지만 사

실은 그렇지만은 않다고 설명한다. 그는 증명 생성 개념인 다면체는 ‘단

단한 입체’라는 속성이 사라짐으로써 소박한 개념의 상세화도 일반화도

아니며 오히려 소박한 개념을 완전히 지워 버린 전혀 새로운 개념이라

말한다. 따라서 Lakatos는 소박한 추측과 소박한 개념은 증명과 반박이

라는 힘든 과정을 통과해야만 하고 그래야지만 소박한 추측과 개념은 증

명과 반박의 방법에서 성장한 개선된 추측(정리)과 개념(증명 생성 개념,

곧 이론적인 개념)으로 대체된다고 주장한다19).

강문봉(1993)은 이와 같이 반박이나 증명에 의해서 생성되는 개념은 직

관적이거나 가설검증을 통해서, 혹은 추상화나 동치 관계에 의한 개념

형성 이론으로서는 설명될 수 없는 새로운 개념이고, 따라서 반박 생성

개념과 증명 생성 개념에 대한 Lakatos의 논의는 기존의 개념 형성 이

론과 함께 새롭게 재조명되어야 할 중요한 개념 형성 이론이라고 주장한

17) Lakatos(2001, pp.161-162).

18) Lakatos(2001, p.167)

19) Lakatos(2001, pp.16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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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역주의자의 양식은 증명 생성 정의를 그 ‘증명 전신(proof

ancestors)'으로부터 잡아 떼어 그것들을 인공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방

법으로 불시에 제시한다. 그것은 그들이 발견되도록 안내한 전면적인

반례를 숨긴다. 발견적 양식은 반대로 이들 요인을 강조한다. 그것은

문제 상황을 강조한다. 즉, 새로운 개념을 탄생시킨 ’논리‘를 강조한

다.20)

Lakatos(2001)가 든 두 예를 통해 반박·증명 생성 개념이란 반박에 의

해 수학적 지식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 기존의 개념을 수정, 개선한

새로운 개념이거나 혹은 의도치 않게 발견된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바탕이 된 개념의 설명은 듣는 이에게 왜 그렇게 정의되

었는지,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개연성을 줄 수 있다.

Lakatos가 수학교육에서 강조하는 지도 방식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 그

렇기 때문에 학교 수학에서 교사가 개념 지도 시 이 점을 유의한다면 학

생들에게 좀 더 개연적으로 수업 내용을 지도할 수 있을 것이다.

20) Lakatos(2001, p.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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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례를 활용한 교수, 학습 지도

이 절에서는 선행 연구들을 통해 반례를 활용한 수학 교수 학습지도의

모습과 지도 시 유의해야 할 부분에 알아보고자 한다.

2.1 반례를 활용한 개념 지도

반례를 활용한 교수, 학습 지도에 관한 연구는 현재까지도 많이 진행되

고 있다. 이성민(2004)은 중학교 1, 2,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수영역

학습에서 문자 사용시 나타나는 오류 유형을 분석하여 범주화하고 그 오

류의 교정 과정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그는 학생들의 오류 교정 실험을

위한 학습 모형으로 원리발견학습 모형, 인지 갈등 학습 모형을 사용하

였다. 그 중 반례를 활용하는 인지 갈등 학습 모형은 분배법칙이나 동류

항 계산 미숙 등과 같은 대수조작 규칙의 오류가 나타날 때 교정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말한다.

Zazkis & Chernoff(2008)는 각각 소수에 대한 오개념과 잘못된 분수의

대소 비교 전략을 가진 두 초등학교 예비 교사를 상대로 반례를 활용하

여 오개념이 개선되어 나아간다는 실험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들은 오개

념이나 잘못된 문제 해결 전략을 가진 학습자에게 적절한 반례를 제시하

면 그로 인해 인지 갈등이 발생하고, 학습자는 반례를 통해 자신이 가진

기존의 수학적 지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오류를 개선함으

로써 인지 갈등을 해소한다라고 주장한다.

Lakatos의 수학적 발견의 논리를 학교 수학에 접목시킨 수학 학습에

관한 연구도 많았다.(강문봉, 1993; Villiers, 1997; 강문봉, 2004; 임재훈,

박교식, 2004; 박교식, 임재훈 2004; Larsen & Zandieh, 2008; 박경미,

2009; 이명훈, 2010; 정미혜, 2011, 하현철, 2011) 이들 연구는 Lakatos의

수학철학에서 핵심인 반박을 통한 지식의 발달을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

게 하기 위해 학교 수학에서 다룰 수 있는 수학 지식을 재구성하려 노력

하였다. 그런데 Lakatos의 수학적 발견의 논리가 추측과 증명 → 반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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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반박과 증명 분석 → 지식의 발달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연

구가 중등학교 이상의 수준에서 증명과 관련하여 논의하고 있다.(강문봉,

1993; Villiers, 1997; Larsen & Zandieh, 2008; 박경미, 2009; 이명훈,

2010; 하현철, 2011)

Lakatos의 수리철학을 바탕으로 한 수학교육은 학생들에게 수학의 성

장과 발달, 그리고 발견의 계기를 인식하게 할 수 있고, 인간이 수학을

창조하고 이를 세련시켜 나간다는 사실을 일깨워 줄 수 있기 때문에 교

육적으로도 매우 의미있는 철학임에는 분명하다(강문봉, 2004). 이에 몇

몇 연구자들은 증명과 관련되지 않은 학교 수학 내용에 Lakatos의 수리

철학을 담을 수 있게끔 Lakatos의 수리철학을 재해석하고, 그것을 통해

학교 수학을 재구성하려 노력하였다.

강문봉(2004)은 Lakatos의 수학적 발견의 논리를 초등수학에 어떻게 적

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한다. 그는 학생의 수학 지식은 많은 오류와

오개념, 잘못된 직관으로 시작하여 수업 등을 통해 수정·개선의 과정을

거쳐 마침내 올바른 지식으로 성장한다는 것이 틀림없다고 얘기한다. 이

사실이 Lakatos의 철학이 초등 수학에 적용될 가능성을 말해준다. 그는

초등학교 수준에선 증명을 고려하지 않아서 보조정리합체법을 온전한 형

태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추측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괴물 배제법이나 예

외 배제법은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괴물배제법과 예외배제법 역

시 추측이 나타나고 반례가 제시되며 반례를 극복해 가는 역동적 과정을

보여줄 수 있고, 이 방법은 증명을 요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는 앞서

언급한 발견적 교재 구성 순서를 약간 수정하여 괴물배제법과 예외배제

법을 기초로 한 초등 수학의 교수 절차를 제시하였다.

⑴ 문제 상황이 설정된다.

⑵ 원시적 추측이 제안된다.

⑶ 추측을 검사한다.

⑷ 반례가 나타나거나, 원시적 개념의 한계가 밝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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⑸ 반례를 분석한 후, 개념의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반례를

제외시키거나(괴물배제법), 조건을 추가하여 그러한 반례를

제외시켜(예외배제법) 추측을 개선한다.

그는 초등학교 수학에서 개념이나 알고리즘의 지도를 Lakatos의 수학

학습 지도 방법론에 근거하여 교육 과정에 반영할 때는 일거에 최종 형

태를 제시하는 대신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과정을 제안하였다. 개념의 경

우, 처음에는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고 제시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각형을 직사각형이라고 한다”와 같이 예시적으로 혹은 발생적으로 정

의하여 사용한다. 예시적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해야할 필요성을 인식할

무렵21) 이를 명확히 하여 논리적으로 정의한다. 그는 논리적 정의 역시

최종적인 형태로 제시할 것이 아니라 학년 단계에 따라 정의를 계속 보

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배수가 처음에는 자연수 범위에서

도입되지만, 수의 범위를 확장하면서 배수의 정의를 새로이 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알고리즘의 경우, 처음부터 표준 알고리즘을 제시하기보

다는 학생들이 발명한 비표준 알고리즘에서 출발하여 비표준 알고리즘이

불완전하거나 불편함을 깨달을 무렵 표준 알고리즘을 제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 주장한다.

임재훈, 박교식(2004)은 Lakatos의 수학적 발견의 논리를 ‘개념의 수정’

이라는 측면에서 재해석하여 개념 수정, 개선 지도에 반례가 어떻게 활

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 설명한다. 그들에 따르면 Lakatos의 괴물배제법,

예외배제법, 보조정리합체법은 반례가 출현한 후 개념의 수정이 두 방향

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나는 반례를 괴물로 배제하여 개

념의 예가 아닌 것으로 만들기 위해 정의를 수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

는 반례를 개념의 예로 포섭하는 방향으로 개념을 수정하는 것이다. 강

문봉(2004)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추측과 증명을 사용하지 않는 개념 지

도 상황에서 괴물배제법이나 예외배제법, 보조정리합체법을 그대로 적용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말한다. 하지만 반례를 개념의 예가 아닌 것으로

21) 이 무렵에 반례가 나타날 수도 있다(강문봉,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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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할 것인지 아니면 예로 포섭할 것인지에 따라 개념의 수정이 두 방

향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개념 수정, 개선 지도에 적용될 수 있다

고 주장한다.

이 점을 바탕으로 한 교수 방안의 예로, 박교식, 임재훈(2004)는 우리나

라 학교 수학에서 사용되는 면 개념을 ‘입체를 둘러싸고 있는 부분’22),

‘선이 움직인 자리’23), ‘단일폐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24), 이 세 가지로

나눈 후, 반례를 통한 면 개념의 수정, 개선을 도모하는 학습 지도안을

구성, 제시하였다. 그들에 의하면 7차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면이 처음으

로 도입되는 것은 5-가 단계이며, 교과서에서 면은 ‘직육면체를 둘러싸

고 있는 직사각형’을 직육면체의 ‘면’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처럼 초등

학교 수학에는 “입체를 둘러싸고 있는 부분을 면이라고 한다.”와 같은

진술은 제시되지 않지만 면은 입체라는 맥락 속에서 등장한다. 즉, 초등

학교 수학에서의 면은 거의 언제나 face(겉면, 표면)에 해당한다. 입체라

는 맥락을 벗어난 일반적인 평면과 곡면을 모두 면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다루지는 않는다. 7-나 단계에선 점, 선, 면의 맥락에서 ‘점이 움직이면

선이 생기고, 선이 움직이면 면이 생긴다’ 로 정의한다. 선이 움직인 자

리라는 면의 개념은 입체라는 맥락에 얽매여 있지 않고, 일반적인 평면

과 곡면을 모두 포함한다. 그리고 입체도형을 둘러싼 부분도 선이 움직

인 자리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입체도형을 둘러싼 부분이라는 개념을

포함하는 더 일반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박교식. 임재훈(2004)은 입체를 둘러싸고 있는 부분으로서의 면으로부

터 선이 움직인 자리로서의 면으로 개념의 수정, 개선을 도모하는 학습

지도 과정을 다음 <표Ⅱ-2>와 같이 제시한다. 이 때, 그 과정에서 반례

가 활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도 과정을 정리하자면 다음 표와

같다.

22) 7차 수학과 교육과정, 5-가.

23) 7차 수학과 교육과정, 7-나.

24) 김연식, 김홍기(1999)의 중학교 수학 1에서 등장하는 개념으로 7차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그와

같은 정의가 등장하지 않는다(박교식, 임재훈, 2004).



- 23 -

<표Ⅱ-2> 면 개념의 수정, 개선을 도모하는 학습 지도

관 념 내   용 활용되는 반례

관념1
면은 입체도형을 둘러싼 여러 개의 평평한 

부분이다.
원뿔, 원기둥

관념2
면은 입체도형을 둘러싼 여러 개의 부분이

다.
구, 반구

관념3 면은 입체도형을 둘러싼 부분이다.

관념4-1

면은 선이 움직인 자리이다.

(선의 모양은 움직이는 과정에서 변하지 

않는다.)

관념4-2

면은 선이 움직인 자리이다.

(선의 모양은 움직이는 과정에서 변할 수 

있다.)

각각의 관념들은 관념의 수정을 요구하는 반례에 의해 다음 관념으로

이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원뿔, 원기둥은 (관념1)을 수정할 것을 요구

한다. 원뿔이나 원기둥에서는 한 평면의 부분집합이 아닌 곡면이 등장하

기 때문이다. 박교식, 임재훈(2004)는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원뿔이나 원

기둥의 옆면을 면으로 보는 것이 좋을지 논의하게 할 수 있고 면으로 보

기 위해서는 (관념1)을 어떻게 수정하면 좋을지 탐구하게 되며 그 결과

(관념2)로 이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관념이 수정, 개선되어 나갈 때

원뿔, 원기둥과 같은 반례들이 이전 관념이 가진 한계를 보여주기 위해

활용된다.

박교식, 임재훈(2004)는 단일 폐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으로서의 면 개

념은 “구와 연결 상태가 같은 다면체에서 이다.” 라는 오일

러 다면체 정리를 다루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라 설명한다. 이 개념은 앞

선 두 개념과는 달리 학생들이 면을 왜 그렇게 정의했는지 충분히 내면

화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들은 오일러 다면체 정리 도입 후 적어도 이전

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면의 여러 관념과 교과서에 제시된 개념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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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고 오일러 다면체 정리에 여러 개념을 적용하여 정리가 성립하는지

토론하는 활동 중간, 이 정의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면의 개념이 서로 다른 이유를 학교 수

학의 특성에서 찾고 있다. 그 이유의 첫 번째는 학교 수학에선 엄밀하지

않은 정의를 맥락에 따라 다르게 사용한다는 점이다. 직육면체를 ‘직사각

형 6개로 둘러싸인 도형’으로 엄밀하지 않게 정의하며, 입체를 자른다는

맥락에선 ‘속이 꽉 차 있는 도형’이라는 의미를 선택하고, 펼치는(전개하

는) 맥락에서는 ‘속이 빈 도형’이라는 의미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예이다. 이것은 논리적 일관성이나 엄밀성의 기준에서 보면 결함이지만,

학교 수학이 학습자의 발달 단계나 교육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며 개발되

었다는 측면에서 보면 결함이라고 볼 수 없다.

두 번째는 그러한 정의가 학교, 학년 급의 상승에 따라 개선되어 나간

다는 점이다. 학교 수학에선 어느 한 시점에서 모든 맥락을 도입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 학교 급이 올라감에 따라 새로운 맥락이 점진적으로

도입된다. 이렇게 새롭게 등장하는 맥락은 동일한 용어의 의미를 이전보

다 더 분명하게 하거나 혹은 다르게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원이 초등학

교에선 동그란 모양의 도형으로 정의되지만 고등학교에선 한 점에서 일

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으로 정의되고 함수가 중학교에서는 비례

와 반비례 관계의 맥락에서 의 값에 따라 의 값이 하나로 정해지는

것으로 정의되지만 고등학교에선 두 집합  사이의 특수한 대응으로

정의되는 점이 학교 수학에선 학교, 학년 급의 상승에 따른 정의가 개선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예가 된다.

임재훈, 박교식(2004)은 이와 비슷한 연구를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반복

적으로 다루어지는 접선에 대해서도 진행한다. 그들은 원의 접선에서 시

작하여 포물선, 삼차함수 등으로 맥락을 확대하면서 반례를 통해 기존의

접선 개념을 수정해 가는 교수 방안을 제시한다. 개념이 개선되는 과정

에서 학습자는 초기 접선의 본질로 생각되던 ‘곡선과 한 점에서 만난다.’

나 ‘곡선을 스치고 지나간다.’는 접선이기 위한 충분조건도 필요조건도

아님을 알게 되고, 할선의 극한이나 중근, 미분계수와 관련된 접선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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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며 그 장점을 인식할 수 있으리라 주장한다.

임재훈, 박교식의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학생들의 개념 개선 과정

이 반례의 등장으로 기존 개념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발생하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는 수학

과 교육과정(2011)에서 수학적 창의력 신장을 위해 제시한 ‘수학 개념이

나 용어의 정의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기보다 학생 스스로 개념과 용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의해 보게 한다.’는 교수 학습 방법과도 통한다. 결

국 개념 개선 지도를 위해 반례를 활용하는 수학-학습 지도는 현행 수

학과 교육과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매우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2.2 반례를 활용한 지도에서 제시할 반례의 선택

한 추측에 대한 반례들은 무수히 많이 존재할 수도 있다. 서로 다른 반

례들은 논리적으로는 주어진 추측이 거짓임을 보인다는 점에서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Peled & Zaslavsky(1997)는 한 추측에 대한

서로 다른 반례들은 서로 다른 교육학적 지위를 가질 수도 있다고 주장

하였다(Nardi & Lannone, 2006; 재인용). 그들은 반례가 학습자에게 주

는 통찰력이라는 측면에서 반례가 가지는 교육학적 지위를 나누었다. 한

추측에 대한 어떤 반례는 학습자에게 주어진 추측이 거짓인 (드러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통찰력을 주는, 설명력이 강한 반례일 수도 있거나

혹은 아닐 수도 있다. 그들은 반례를 이러한 설명 능력에 따라 세 유형

으로 구분하였다.

· 개별적 반례: 명제를 반박하는 반례이지만, 학습자에게 다른 혹은

비슷한 반례를 만드는 주요 매커니즘에 대한 단서를 주지 못하는 것.

· 준일반적 반례: 학습자가 다른 혹은 비슷한 반례를 만드는 데에

주요 매커니즘에 대한 몇몇 단서를 주는 반례. 하지만 반례의 전체

집합을 포함하지 못하고, 추측이 반박된 원인을 전부 설명해주지

못하는 반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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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 반례: 추측이 어째서 거짓인지에 대한 통찰을 주고 그 추측에

대한 모든 반례를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반례.

Peled & Zaslavsky(1997)는 개별적, 준일반적, 일반적 반례의 예로 명

제,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직사각형은 모두 합동이다.’의 반례를 들고 있

다.

<표Ⅱ-3> 개별적, 준일반적, 일반적 반례의 예(Nardi & Lannone, 2006)

거짓인 추측: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직사각형은 모두 합동이다.

개별적 반례 준 일반적 반례 일반적 반례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표Ⅱ-3>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반례

가 주어진 명제가 왜 거짓인지, 그리고 그 반례들은 모두 무엇인지에 대

한 설명력이 강하다. 왼쪽의 두 사각형은 주어진 명제의 반례이지만 대

각선과 한 변의 길이가 구체적인 값만 주어져 있을 뿐 학생들에게 명제

가 왜 거짓인지에 대한 통찰을 주기엔 부족하다. 그러나, 오른쪽으로 갈

수록 주어진 명제의 반례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사각형이 나타나고, 대

각선 길이가 같은 직각삼각형은 무수히 많기 때문에 대각선이 길이가 같

은 직사각형도 무수히 많다는 통찰을 준다. 또한 학습자가 주어진 명제

의 반례를 얼마든지 생성할 수가 있게 도와준다. 이처럼 한 명제에 대한

반례는 설명 능력에 따라 나뉘어질 수 있다.

Nardi & Lannone(2006)는 학습자가 수학을 학습하고 하는 데에 있어서

개별적인 반례가 가질 수 있는 역할을 3가지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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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서적 역할: 반례는 학습자에게 정서적으로 납득할 만 해야 한다.

만약 주어진 추측에 대한 반례가 학습자가 여기기에 매우 사소한

조항을 기초로 이루어져 있다면25), 그 반례는 학습자가 추측이

거짓임을 납득시킬 수 없다.

· 인지적 역할: 학생들에게 ‘수학적 논리에서 봤을 때, 한 추측에 대한

모든 반례가 같고, 그렇기 때문에 단 하나의 반례만으로도 주어진

명제는 거짓임을 보이는 데에 충분하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역할이다.

· 인식론적, 교육학적 역할: 학습자가 무엇인가 학습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반례. 예를 들어 학습자에게 추측이 거짓이 되게끔 하는 요소를 밝혀

주고 그리하여 참인 정리로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반례이다.

이들은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이 세 가지 역할을 고려하며 반례를

택해야 한다고 말한다.

Zazkis & Chernoff(2008)는 학습자가 자신의 오류에 직면하고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반례와 아닌 반례를 구분하고 그 반례들이 가진 특징

에 대해 설명한다. 학습자가 수학적 오류을 지니고 있을 때, 반례는 학습

자가 알고 있던 기존의 지식과 충돌하여 인지적 갈등을 일으키고 나아가

학습자 스스로 개념을 발전시키거나 갈등을 바로잡는 방법을 찾을 수 있

게끔 만든다. 그렇지만 모든 반례가 학습자에게 그러한 도움을 주는 것

은 아니다. 그들은 학습자의 오류를 수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반례를

“핵심적 반례(Pivotal counterexample)”와“핵심-가교적 반례

(pivotal-bridging counterexample)”라는 2가지 개념으로 분류한다

(Stylianides, A. J. & Stylianides, G. J, 2008).

핵심적 반례란 학습자가 잘못 알고 있는 개념 혹은 문제 해결 접근법에

25) Nardi & Lannone(2006)은 명제 ‘집합  에 대해 sup∩  min{sup, sup}' 의

반례가 추측의 조건에 ∩≠∅라는 조건이 없으므로 ∩∅을 만족시키는 집합에

서 반례를 잡는다면, 학생들이 추측이 거짓이라는 것을 납득하기 힘들 것이라 얘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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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반례로서 학습자가 자신이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반례

혹은 인지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반례를 의미한다. Zazkis &

Chernoff(2008)의 실험을 예로 들어보자. 실험에서 학습자는 은

×  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소수의 곱이어서 소수라고

답을 한다. 이 때 교사는 가 합성수인지 소수인지 질문한다. 고민을

하던 학습자는 가 합성수라고 답하게 되고 자신이 오류를 범하고 있

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인지 갈등을 겪는다.

핵심-가교적 반례란 학습자가 인지 갈등을 해소하고 오류를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반례, 다시 말해서 학습자의 오개념과 정확한 수학적

개념을 연결해주는 데에 기여하는 반례를 일컫는다. 앞에서 예를 든 실

험에서 그들은 학습자에게 ×  을 제시하자 학습자 스스로가 자

신이 지닌 소수에 대한 오개념 - 2, 3 혹은 5와 같은 충분히 작은 소수

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수는 소수이다. - 을 발견하게 되었고 소수에

대한 정확한 정의로의 개선이 일어났다고 얘기한다. 이 때 교사가 제시

한 이 바로 핵심-가교적 반례이다.Zazkis & chernoff는 핵심적 반례로

다루어지는 예의 특징을 밝히기 위해 예 공간(example spaces)이라는 개

념을 소개하고 핵심적 예와 예 공간을 연결한다.

Watson & Mason(2005)는 학습자가 학습 상황에서 사용하고 만드는

예들은 - 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 개개인의 학습자 가지고 있는 각기

다른 조그마한 아이디어 연못를 통해 나오고 이 연못은 특정 상황의 특

정 과제에 반응하여 그 모습을 드러낸다고 주장한다. 학습자가 가진 이

연못을 그들은 예 공간이라 부른다. 그들은 학습자의 예 공간이 어떻게

생성되는지에 주된 관심을 보였고, 연구 결과를 통해 예 공간이 예를 만

들어 보는 과제처럼 학습에서 있어서의 교사의 특정한 요구뿐만 아니라

개인적 경험이나 기억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Watson

& Mason은 예 공간을 다음과 같이 네 종류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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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4> 예 공간의 분류

예 공간의 분류 특 징

상황적, 개인적 예 공간

(Situated(local),personal(individu

al) example spaces)

학습자가 겪은 최근의 경험뿐만 아니라

과제, 자극, 그리고 환경에 의해 유발되는

예 공간. 즉, 학습자가 즉시 사용할 수 있

거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예로 이루어진

공간.

개인의 잠재적인 예 공간

(Personal potential examlple

space)

상황적 예 공간으로부터 파생된 예 공간

으로, 개인이 과거에 겪었던 - 쉽게 기억

해 낼 수 있게끔 구조화되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 경험 - 비록 그 경험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거나 정확하게 상

기해내지 못할 지라도 -으로 구성된 예

공간.

전통적인 예 공간

(Conventional example space)

일반적으로 수학자들 사이에서 이해되고,

교과서에 등장하는 예로서 교사가 학생에

게 인도하고자 하는 예 공간.

선택적, 상황적 예 공간

(A collcetive and situated

example space)

교실 혹은 특정 시간 때의 모임에서, 국소

적으로나마 전통적인 예 공간처럼 취급되

는 예 공간.

그들은 학습자의 예 공간이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발달될 수 있다고

전한다.

·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과 연결되기 힘든 새로운 대상

제시하기.

· 비예와 반례와 확인하기.

· 학습자가 잊고 있던 과거 경험을 습관적인 사고 방식과 좀 더

명확하게 연결시켜주기 위해,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재구성하기.

·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지만 친숙하지 않은 방식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깨닫게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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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있는 대상을 고쳐 새로운 수학적 대상 만들기

·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 대상과 관련있지만 학습자 스스로는

구성할 수 없는 새로운 수학적 대상 제시하기.

Zazkis & Chernoff(2008)는 학습자가 교사가 제시한 반례를 핵심적 예

로 받아들이기 위해선 - 교사가 제시한 예가 학습자가 알고 있는 개념

혹은 문제 해결 전략이 잘못된 것임을 보이는 반증이 될 때는 - 반례가

개인의 잠재적인 예 공간 안에 포함되면서 그 공간의 경계를 넓힐 수 있

는 예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입장에선 핵심-가교적 반례는 예 공

간이 확장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예가 된다. 이들은 학습자가

반증으로 받아들이면서 학습자의 상황적, 개인적 예 공간에 포함되지 않

은 예가 주로 핵심-가교적 반례라 설명한다. 그들은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학습자에게 핵심적 반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반례는 수학자들이

이해하는 전통적인 예 공간에는 속하지만 학습자 개인의 잠재적인 예 공

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라 주장한다.

그리고 그들은 앞서 언급한 Nardi & Lannone(2006)의 반례의 정서적

역할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될 수 있는 실험결과 및 분석을 제시한다.

그들은 두 번째 실험 사례에서 교과서나 일반적 교수학적 연습 - 문제

풀이, 과제, 등 -에서 다루는 예 공간이 수학자들이 이해한 바를 충실히

표현하지 못하고 있고, 이 점이 학습자의 개인적 예 공간의 성장을 제한

할 수도 있음을 지적한다. 두 번째 실험에서 등장하는 피실험자는 ‘두 분

수의 대소 관계는 분자와 분모 사이의 차이의 대소 관계와 반대다’ 라는

잘못된 분수의 대소 관계 해결 전략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자면, 학습자

는 


와 


의 분자와 분모 사이의 차이가 와  이므로 


가 작다고

말한다. 연구자는 그 전략의 반례로 


과 


를 제시하는 데 처음에

학습자는 분모, 분자에 “터무니 없이 큰 수”가 나온 


를 반증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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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납득하지 않았다. 반면 


과 


가 피실험자에게 제시되었을 때, 비

로소 피실험자들은 자신들의 전략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한

다. 그들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교과서 혹은 교수학습 상황에서

분수가 다루어질 때 


처럼 분모와 분자가 큰 수인 분수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즉, 


과 


이 피실험자의 잠재적인 예

공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피설험자가 반증으로 납득하지 못했고, 결

국 그 반례는 핵심적 반례로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라 설명한다.

Zazkis & Chernoff(2008)는 핵심적 반례와 핵심-가교적 반례를 학습자

의 예 공간과 연결시킴으로써 두 개념이 학습자 의존적이고 상황 의존적

임을 밝힌다. 다시 말해 어떤 상황에서 한 학습자에게 핵심적 반례였던

예가 다른 상황의 다른 학습자에게서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

다. 이들의 실험 결과는 교수-학습 상황에서 학습자에게 적절한 반례를

제시하는 것은 학습자가 지닐 수 있는 혹은 지니고 있는 오개념, 잘못된

문제 해결 전략 등을 수정, 개선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리고 수학적으로는 비슷한 반례들이 학습자가 누구인지, 학습자의 수

학적 수준은 어떠한지에 따라 교수학적으로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은 어떤 반례가 현 학습자의 학습 상황에서 적절한

지를 고민해야 하며, 그러한 반례의 선택은 학습자가 지금껏 경험해왔던

예들에 대해 교사가 충분히 숙지해야 하는 것이 우선임을 알 수 있다.

이상 연구들은 수학 학습 지도에서 구체적인 반례를 택하여 수업을 이

끌어 나갈 때 교사는 그 반례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반응들을

예측해야 하고 현 수업 목표와 지도하고자 하는 내용에 맞게끔 반례를

적절히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준다.

2.3 반례를 활용한 개념 지도에서 교사의 역할

살펴보았다시피 반례를 활용한 수학 학습 지도의 많은 수가 학습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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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갈등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반례를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Piaget의 인지 발달 이론을 그 배경으로 한다.

Piaget에 따르면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 수학 지식과 새로 배울 수학

지식 사이에 인지적 불균형이 일어나면 그것이 학습자 내면의 동화와 조

절의 균형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인지 혹은 개념 발달이 일어난다. 그

래서 학습자가 수학적 지식을 구성해 나갈 때 교사는 인지적 불균형을

느낄 수 있는 갈등 상황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황혜정 외, 2010) 반례는

바로 그러한 인지적 불균형, 인지갈등을 야기하는 소재로 활용될 수가

있다. 이를 위해 Piaget는 학습자의 인지 발달 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하

기 위한 교사의 노력과 비슷한 수준의 학습자들로 구성된 소집단을 통한

활동을 강조한다.

이성민(2003)은 학생들이 학습을 하면서 범하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

해 교사는 학생들이 오류를 범하기 쉬운 내용들을 충분히 연구하고 그에

관한 반례를 찾아 학생들에게 제시하며 올바른 개념의 정립이 되도록 지

도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Lakatos의 방법론을 적용한 개념 지도(박교식, 임재훈, 2004; 임재훈, 박

교식 2004)에서 보아도 인지갈등과 그것에서 이어지는 학습자 간의 토론

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학습자의 기존개념에 대한 반례의 등장은

기존개념이 가진 한계를 알려 주고 그것이 수업 상황 내의 토론으로 이

어져 새로운 개념에 도달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강문봉(1993)은 Lakatos의 오류주의에 바탕을 둔 수업 모형은 추측과

비판을 통한 교과 지식의 의미 있는 학습과 탐구하는 방법의 학습에 그

목적을 둔다고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 교사는 학생들 수준에서 추측이

가능하도록 문제 상황을 잘 구성해야 하며, 학생들이 수학적 비판을 경

험할 수 있는 수업 상황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반례가 나타났을 때 학

생들이 추측을 기각하기보다는 증명을 주의 깊게 분석하여 추측을 개선

하도록 이끌어야하며 추측에 대한 증명과 반례를 제시하기를 어려워하는

경우를 대비해 교사가 적절한 증명과 반례를 준비해 두어야 한다. 증명

을 제시하는 경우 학생 수준에서 반박이 불가능한 증명을 제시하거나 반



- 33 -

박을 위한 터무니없는 증명을 제시하여서는 안된다. 교사는 “특수한 경

우를 조사해 보아라”. “극단적인 경우를 조사해 보아라”,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없을까?” 등과 같은 발문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본래의 추측을 의

심하거나 반례를 찾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수업을 위해서

교사는 철저한 교재 연구를 바탕으로 한 지도 과정을 구성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고 실험을 하여야 한다.(윤기옥 외, 2002; 황혜정 외, 2010)

박교식, 임재훈(2004)는 면과 같이 복수 학교급, 학년에 등장하는 개념

을 반례를 활용하여 수정, 개선하기 위해서 교사는 각 단계에서 어떻게

제시되며 왜 그렇게 제시되는지, 이들 용어의 의미가 단계나 맥락에 따

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각 단계나 맥락에서 사용되는 정의 또는 의미에

어떤 장점과 제한점이 있는지, 각 맥락들이 학생들에게 어떤 관념을 형

성시킬 수 있는지, 또 이 관념들이 교육의 과정 속에 어떻게 수정되고

개선되어 갈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위 연구들을 통해 반례를 활용한 개념 지도에서 교사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 교사는 학생에게 지도할 내용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되어있어

야 한다. 또한 교사는 학생들의 사전 지식에 대해서도 파악해둬야 한다.

그리고 학생이 주어진 과제에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수업 내용을 구성해야 하며 적절한 반례를 준비하여 학생

들이 수업 목표에 도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반례를 제시함

으로써 수업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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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교과서에서 반례의 활용유형 분석

Lakatos의 수리 철학에 입각한 수학교육은 학생들에게 수학적 발견을

경험케 하고 비판적 사고를 신장시킬 수 있으며 유의미한 학습과 더불어

탐구하는 방법 자체를 학습하게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현재 수학과 교육과정(2011)의 교육목표와도 일치한다. Lakatos 수리철

학을 학교 수학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수학적 지식, 개념을 수정하고

개선하는 적극적인 입장에서 반례를 활용해야 한다(강문봉, 1993). 이는

단순히 반례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려는 목적

및 의도 그리고 지도하고자 하는 학습내용도 역시나 중요하다는 점을 내

포하고 있다(Lakatos, 2001). 그렇다면 실제로 현재 학교 수학에서 반례

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는 것은 간접적으로나마26) 교육

목표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 장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수학 수업 상황에서 반례가 주로 어떠한

목적, 의도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교과서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실제 수업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지도되는 수업 내용이 교과서 내

용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수업을 관찰하여 분석하기에는

제약이 따른다. 그런데 교과서 내용은 교사가 최소한 학교 수업에서 지

도해야 할 내용을 제시해 주고 있으므로 교과서를 통해 수업에서 반례가

활용되는 상황을 어느 정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그리

고 교과서에서 반례가 활용되는 유형 분석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교사

용 지도서의 설명을 참조하였다.

1. 분석 대상

본 연구에서는 현재 중등 수학 전반에서 다루어지는 반례를 살펴보기

위해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교과서들 중 하나의 출판사에서 출

26) 물론 강문봉(1993)의 주장대로 반례를 활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현 수학과 교육 목표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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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된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총 9종의 수학 교과서를 택

하였다. 9종의 수학 교과서는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현 중등 수학 교육

과정의 학년별 교과서 총 4종과 선택 과목별 교과서 총 5종 모두가 선정

되었다. 9종 교과서의 구체적인 내용 간의 연계성을 고려하기 위해 9종

교과서 모두 한 곳의 출판사에서 출판된 교과서로 택하였다. 출판사는

임의로 1곳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목표, 내용 구성과 전개, 교수·학습 방법,

평가 등의 지침을 충실하게 반영하였고, 수학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 능

력 신장 기회 제공, 수학의 가치 이해 및 수학에 대한 긍정적 태도 함양

등을 고려하여 편찬되었다. 분석 대상에 관한 내용은 다음 <표Ⅲ-1>과

같다.

<표Ⅲ-1> 분석 대상인 교과서목록

순번 교과서 저 자 출판사 출판일

1 중학교 수학 우정호 외 9 두산동아 2009.3.1

2 중학교 수학 2 우정호 외 9 두산동아 2009.3.1

3 중학교 수학 3 우정호 외 9 두산동아 2009.3.1

4 고등학교 수학 우정호 외 9 두산동아 2009.3.1

5 미적분학과 통계기본 우정호 외 7 두산동아 2009.3.1

6 고등학교 수학Ⅰ 우정호 외 7 두산동아 2009.3.1

7 고등학교 수학Ⅱ 우정호 외 7 두산동아 2009.3.1

8 기하와 벡터 우정호 외 7 두산동아 2009.3.1

9 적분과 통계 우정호 외 7 두산동아 2009.3.1

2. 분석 방법

분석에 앞서 반례와 비예의 구분을 명확히 하였다. 그 결과, 개념이나

알고리즘이 처음 도입되는 단원에서 학생들에게 정확한 개념과 알고리즘

을 지도하기 위해 많은 비예가 활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비예는 분석의 대상이 아니므로 분석결과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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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1> 예와 비예찾기 문제27)

<그림Ⅲ-2> 예와 비예를 함께 제시한 문제28)

선정된 중등수학 교과서의 학습내용에서 반례가 등장하는 경우는 모두

반례가 활용된 경우로 포함하였다. 선행연구 및 교과서 내용을 참조하여

반례가 활용되는 유형을 반례를 통해 학생들에게 지도하고자 하는 학습

내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5가지로 분류하였다.

· 유형 (A) : 비슷한 두 수학적 대상의 차이점을 지도하기 위해 반례를

활용하는 유형

· 유형 (B) : 정리 혹은 참인 성질의 가정이 타당함을 지도하기 위해

반례를 활용하는 유형(Lakatos, 2001)

· 유형 (C) : 정리 혹은 참인 성질의 역이 성립하지 않음을 지도하기

위해 반례를 활용하는 유형

· 유형 (D) : 반증수단으로 반례를 지도하기 위해 반례를 다루는 유형

· 유형 (E) : 학생의 개념을 개선하기 위해 반례를 활용하는 유형(강문

봉, 1993; 임재훈, 박교식, 2004)

등장한 반례가 학생에게 어떠한 학습내용을 지도하려는 의도로 활용되

27) 우정호 외(2009), 중학교 수학 교사용 지도서. 1권. p.101. 'Ⅰ. 집합과 자연수‘ 단원 중.

28) 우정호 외(2009). 중학교 수학 교사용 지도서. 1권. p.165. 'Ⅱ. 정수와 유리수‘ 단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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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지는 그 부분에 대한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에 나오는 해설을

통해 알 수가 있었다. 간혹 의도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은 반례가 제시된 맥락과 부가적인 설명 등을 통해 파악할

수가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대학원에서 중등수학교육을 전공했거나 하

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유형별 분류 결과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하였

다.

⑴ 유형 (A) : 비슷한 두 수학적 대상의 차이점을 지도하기 위해 반례

를 활용하는 유형.

학생이 기존에 알고 있던 수학적 지식과 비슷한 새로운 수학적 지식의

차이점을 지도하기 위해서 반례를 활용하는 유형이다. <그림Ⅲ-3>을 보

자. 실수의 곱셈과 달리 행렬의 곱셈은 교환법칙이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음을 보이기 위해 반례를 활용하고 있다. 행렬 이전까지 수의 곱셈만

다루어온 학생들에게 행렬의 곱셈은 수의 곱셈과 마찬가지로 교환법칙이

성립한다고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구체적인

예를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은 행렬의 곱셈과 수의 곱셈 사이의 차이를 학

습하게 된다. 이 유형에서는 반례의 의해 반박된 사실이 - 행렬의 곱셈

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 학생이 학습해야할 내용이 된다.

<그림Ⅲ-3> 유형 (A)의 예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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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유형 (B) : 정리 혹은 참인 성질의 가정이 타당함을 보이기 위해 반

례를 활용하는 유형

주어진 정리나 참인 성질의 가정이 얼마나 타당하고 꼭 필요한 것인지

를 학생에게 학습시키기 위해 반례를 활용하는 유형30)이다. <그림Ⅲ-4>

의 예를 보자. 교과서에서는 ‘함수  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가

 에서 극값을 가지면 ′ 이다.’ 라는 내용을 지도한 후 미분가

능이란 조건이 빠진 ‘함수 가  에서 극값을 가지면 ′ 이
다.’ 라는 명제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그 명제에 대한 반례  

는 앞서 배운 내용에서 가정의 조건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학생에게 보

여주고 있다.

<그림Ⅲ-4> 유형 (B)의 예 131)

<그림Ⅲ-5>은 학생에게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 학습된 후 조

건 중 하나를 변화시켜서 평행사변형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문제이

다. 학생은 변화된 조건은 평생사변형이 되는 조건이 될 수 없고, 그렇기

에 이전에 배운 평행사변형의 조건이 얼마나 타당한 지를 학습할 수 있

게 된다.

29) 우정호 외(2009). 고등학교 수학Ⅰ 교사용 지도서. 1권. p.55. ‘Ⅰ. 행렬과 그래프’ 단원 중.

30) 앞서 설명했다시피 Lakatos(2001)는 이러한 반례를 ‘가짜반례’라고 불렀다.

31) 우정호 외(2009), 미적분과 통계기본 교사용 지도서. 1권. p. 81. 'Ⅱ. 다항함수의 미분법‘ 단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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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5> 유형 (B)의 예 232)

이 유형은 학생이 정리 혹은 참인 성질의 가정 혹은 조건이 타당하다는

것을 알고, 확실하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활용하도록 하는 데에 그 의도

가 있다.

⑶ 유형 (C) : 정리 혹은 참인 성질의 역이 성립하지 않음을 보이기 위

해 반례를 활용하는 유형

정리 혹은 참인 성질을 지도한 후에 그 역이 성립하지 않음을 보이기

위해 반례를 활용하는 유형이다. <그림Ⅲ-6>에서 보다시피 교사용 지도

서에는 이 유형에는 학생이 역 또한 참이라고 여길 수 있는 오류, 즉 가

정이 결론의 필요충분조건이라고 여길 수 있는 오류를 사전에 막기 위한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설명이 되어있다.

32) 우정호 외(2009), 중학교 수학 2 교사용 지도서. 2권. p.119. ‘Ⅶ. 도형의 성질’ 단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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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6> ‘오류잡기’에 대한 교사용 지도서의 설명33)

즉, 이 유형에선 주어진 정리 혹은 참인 성질의 역이 거짓이라는 사실

이 학생에게 지도되어야 할 학습내용이다. <그림Ⅲ-7>에서 보면 등변사

다리꼴, 직사각형, 정사각형의 두 대각선의 길이는 서로 같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 문제에는 반례를 활용하여 역이 성립하지 않음을

보임으로써 학생들이 여러 가지 사각형의 성질을 혼동하지 않도록 지도

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

<그림Ⅲ-7> 유형 (C)의 예 134)

33) 우정호 외, 중학교 수학 2 교사용 지도서. 2권. p. 100. 'Ⅶ. 도형의 성질’ 단원 중.

34) 우정호 외(2009), 중학교 수학 2 교사용 지도서. 2권. pp.124-125. ‘Ⅶ. 도형의 성질’ 단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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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8>에서는 주어진 수열에 대한 무한급수의 수렴과 일반항의

극한 사이에 성립하는 참인 성질의 역이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음을 학

생들에게 보이기 위해 반례를 제시하고 있다.

<그림Ⅲ-8> 유형 (C)의 예 235)

⑷ 유형 (D) : 반증수단으로 반례를 지도하기 위해 반례를 다루는 유형

거짓인 명제를 반증하는 방법은 그에 대한 하나의 반례만으로 충분하다

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지도하기 위해 반례를 다루는 유형이다. 이 유형

은 단지, 수학적 논리에서 반례가 반증수단이라는 점이 학생이 학습해야

할 주요내용일 뿐 그 외에 반증된 사실을 통해 학생에게 무엇을 지도할

것인지는 중요하지는 않다. <그림Ⅲ-9>처럼 교과서에는 학생들이 반례

를 통해 명제를 부정하는 경험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그와 관련된 문

제 상황이 많이 제시되고 있다.

35) 우정호 외(2009). 고등학교 수학Ⅰ 교사용 지도서. 1권. pp.138-139. ‘Ⅳ. 수열의 극한’ 단원 중.



- 42 -

중학교 수학 236) 고등학교 수학37)

<그림Ⅲ-9> 유형 (D)의 예

⑸ 유형 (E) : 학생의 개념을 개선하기 위해 반례를 활용하는 유형(강

문봉, 1993; 임재훈, 박교식, 2004)

학생이 알고 있는 기존의 개념을 개선, 수정하기 위해 적절한 반례를

제시하는 유형이다. 선정된 교과서에는 닮음의 정의를 제시한 후 닮음의

위치에 있는 두 도형에 대해 설명하고 그와 관련된 문제 상황을 다루고

있었다. 이러한 구체적인 맥락에서 두 닮은 도형을 학습한 학생은 두 닮

은 도형은 항상 닮음의 위치에 있다는 의도치 않은 개념을 형성할 수 있

다. 이 때, <그림Ⅲ-10>처럼 닮음의 위치에 있지 않은 두 닮은 도형은

학생들의 기존 수학적 지식에 대한 반례로 두 닮은 도형 중에는 닮음의

위치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는 점을 학생이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이 유형에서는 반례에 의해 반박되어져 개선된 수학적 개념이 학생이 학

습해야할 내용이 된다.

36) 우정호 외, 중학교 수학 2 교사용 지도서. 2권. p.99 ‘Ⅶ. 도형의 성질’ 단원 중.

37) 우정호 외, 고등학교 수학 교사용 지도서. 1권. pp.88-89. ‘Ⅰ. 집합과 명제’ 단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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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10> 유형 (E)의 예38)

중등학교 교과서에서 반례를 활용하는 다섯 가지 유형을 정리하면 <표

Ⅲ-2>와 같다.

<표Ⅲ-2> 교과서에서 반례를 활용하는 유형

유 형 반증 대상 지도내용

(A) : 비슷한 두 수학적 대상의 차이점

을 지도하기 위해 반례를 활용하는 유

형

두 대상 간의

다른 성질

두 대상간의

차이점

(B) : 정리 혹은 참인 성질의 가정이

타당함을 지도하기 위해 반례를 활용

하는 유형

가정이 변형된

정리, 성질

제시된 가정의

타당성

(C) : 정리 혹은 참인 성질의 역이 성

립하지 않음을 지도하기 위해 반례를

활용하는 유형

정리, 성질의역
정리, 성질의

역의 허위성

(D) : 반증수단으로 반례를 지도하기

위해 반례를 다루는 유형
거짓인 명제

반증수단으로

반례

(E) : 학생의 개념을 개선하기 위해 반

례를 활용하는 유형
학생의 개념 개선된 개념

38) 우정호 외(2009), 중학교 수학 2 교사용 지도서. 2권. p.158. ‘Ⅷ. 도형의 닮음’ 단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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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결과

⑴ 반례의 과목별 영역별 활용 빈도 분석

선정된 9 종의 교과서 중 반례의 정의는 고등학교 수학에서만 제시되고

있었다. 하지만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중학교 수학 2 교사용 지도서와 고

등학교 수학 교사용 지도서에서 반례의 정의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2 종 모두 명제의 증명을 주로 다루는 단원에서 반례의 정의

가 나왔다39). 중학교 교과서에는 반례를 이용하여 어떤 명제가 거짓임을

보일 수 있다는 설명은 있지 않았다. 하지만 역을 설명하면서 주어진 명

제의 역이 거짓임을 보일 때 반례를 사용할 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

자연스레 반례가 다루어지고 있었다. 국민 공통 기본 교육기간인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반례가 등장하는 교과서는 중학교 수학 3

교과서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였다.

<표Ⅲ-3> 학년별 영역별 등장하는 반례의 수

구 분 수와 연산 문자와 식 함 수
확률과

통계
기 하 계(비율)

중학교

수학
1 1(4)

중학교

수학 2
7 7(32)

고등학교

수학
14 14(64)

계(비율) 14(64) 8(36) 22(100)

선택 과목인 5종의 교과서 중 반례가 등장하는 교과서는 미적분과 통계

기본, 고등학교 수학Ⅰ과 고등학교 수학Ⅱ이었다. 미적분과 통계 기본에

등장하는 반례 중 일부는 수학Ⅱ 교과서에 나오는 반례와 같은 것이었

39) 우정호 외(2009), 중학교 수학 2 교사용 지도서. 2권. p.98 ‘Ⅶ. 도형의 성질’ 단원.

우정호 외(2009), 고등학교 수학 교사용 지도서. p.96 'Ⅰ. 집합과 명제‘ 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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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Ⅲ-4> 선택 과목별 영역별 등장하는 반례의 수

함수의

극한과

연속

다항함수의

미분법

다항함수의

적분법
확률 통계 계(비율)

미적분과

통계 기본
5(100) 5(100)

행렬과

그래프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수 열

수열의

극한
계(비율)

고등학교

수학 Ⅰ
1(20) 4(80) 5(100)

방정식 부등식 삼각함수

함수의

극한과

연속

미분법 계(비율)

고등학교

수학 Ⅱ
4(100) 4(100)

<표Ⅲ-3>와 <표Ⅲ-4>의 조사결과, 반례는 학년별, 과목별, 영역별에서

골고루 분산되어 나타나지 않았다.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반례는 특정 영

역에 집중하여 등장하였다. 그리고 9종 교과서 전체로 보았을 때 그리

많은 수가 아닌 반례가 등장하고 있었다. 이는 중고등수학 교과서가 거

의 반례를 활용하지 않으며 내용을 전개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⑵ 반례의 활용유형 분석

각 과목별로 등장하는 반례를 활용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Ⅲ-5>

와 같다. 유형별로는 유형 (D)(50%)와 유형 (C)(33%)가 대부분이었고,

나머지 유형은 그 수가 미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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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5> 과목별 반례의 활용 유형 분석

과목
유형

계(비율)
A B C D E

중학교 수학 1 1(3)

중학교 수학 2 1 1 4 1 7(19)

고등학교 수학 14 14(39)

미적분과 통계기본 2 3 5(14)

고등학교 수학Ⅰ 1 4 5(14)

고등학교 수학Ⅱ 4 4(11)

계(비율) 1(3) 4(11) 12(33) 18(50) 1(3) 36(100)

유형 (D)는 그 빈도는 높았지만 특정 과목, 특정 단원에 집중적으로 나

타났는데 중학교 수학 2의 ‘Ⅶ. 도형의 성질’ 단원과 고등학교 수학의

‘Ⅰ. 집합과 명제’ 단원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 두 단원은 학생이 주

어진 명제의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게끔 지도하는 데에 학습목표를 두

고 있어 거짓인 명제의 반증 수단으로 반례를 주로 다루었다. 그래서 유

형 (D)는 이 두 단원에서만 나타나고 다른 단원, 과목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유형 (D)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유형은 유형 (C)였다. 유형 (C)는 다른

유형에 비해 수도 많았고, 등장하는 과목도 고른 편이었다. 이 결과는 선

택된 9종의 교과서에서 반례는 학생들이 정리 혹은 참인 성질의 역을 잘

못 사용하는 오류를 막기 위해 주로 활용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세 번째로 유형 (B)(11%)가 많았지만 전체적인 비율로 보았을 때 그

유형의 수는 적은 편이었다. 조사 결과, 현 교과서에서는 학생이 정리 혹

은 참인 성질의 가정 혹은 조건의 타당성과 그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돕

기 위해 반례를 활용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간

혹 학생들은 정리나 참인 성질을 적용할 때 역을 잘못 사용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가정의 조건들에 주의를 기울이

지 않고 잘못 사용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Mason & Watson, 2001).

하지만 유형 (C)에 비해 유형 (B)는 그 수가 매우 적었다. 학생들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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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혹은 참인 성질의 적용에서 보이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 유형 (C)가

많이 등장했다면 유형 (B)에 대한 교과서 내의 활용도 고민해야 할 필요

가 있다.

비슷한 두 수학 대상을 비교하기 위해 혹은 학생의 기존 개념을 개선하

기 위해 반례를 활용하는 유형 (A)와 (E)는 거의 없었다. 아직까지 우리

나라 교과서에서 반례를 활용하여 수학적 지식을 개선, 수정해나가는 과

정 속에서 학생의 학습이 일어나도록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어있

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반례에 의한 반증은 중학교(22%)보다 고등학교(78%)에서 주로

다루어진다는 점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이것은 명제가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는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반례를 들면 된다는 것은 초중등학교 수

학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증명 방법으로 의식적으로 지도하

는 것은 고등학교 수학에서라는 설명과 들어맞는다(우정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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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반례를 활용한 개념 개선 지도 교수 방안

- ‘접하다’라는 개념으로-

강문봉(1993)은 학교 수학에서 학생들이 기존의 수학적 지식이 가진 한

계를 확인하고 그것을 수정, 개선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수학적 지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반례를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Ⅲ장의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학교 수학에서 그와

같은 반례의 활용은 드물다고 하겠다.

이에 연구자는 반례를 통해 학생들의 ‘접하다’라는 개념이 수정, 개선되

어나가는 교수 방안을 구성하였다. 여기에는 할선의 극한으로 미분계수

를 지도하였던 기존의 학교 수학과 다르게 수정, 개선된 ‘접하다’ 개념으

로 미분계수를 지도하는 교수 방안도 포함하였다. 그리고 구성된 교수

방안으로 실제 수업을 진행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1. 연구 방법 및 절차

학교 수학에서 반례를 활용하여 개념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교수 방안

의 구체적인 예로 ‘접하다’는 개념을 선택한 이유에는 2가지가 있다.

첫째, 연구에 참여할 학생들이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접하다’에 대한 개

념을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을 것이고, 활용할 수 있는 반례가 다양

할 거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현행 교육과정에서 ‘접하다’라는 개념은 중

학교 수학 1의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교과서 상

에는 직선이 원과 한 점에서 만날 때, ‘접하다’라고 하고 이 때, 이 직선

을 원의 접선이라고 하고 만나는 점을 접점이라 한다고 나와있다.40) 즉,

접선이란 원에 접하는 직선이고 수학적으로 보았을 때 접선의 개념보다

‘접하다’의 개념이 상위 개념임을 알 수 있다. 학교 수학에서는 접선을

중학교 수학 1, 고등학교 수학, 미적분과 통계 기본, 수학 Ⅱ까지 중등

40) 우정호 외(2009), 중학교 수학 1 교사용 지도서 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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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의 많은 부분에서 다룬다. 그러나 오직 중학교 수학 1의 ‘두 원의 위

치 관계’에서만 두 곡선이 접하는 경우를 제시한다. 학생들은 두 원의 위

치 관계 중 ‘두 원이 한 점에서 만나면 접한다.’41)라는 개념을 배운다. 다

시 말해 중학교 수학 1 이후로 ‘접하다’의 개념은 줄곧 접선과 연관되어

서만 등장한다. 이에 연구자는 학생들이 가진 ‘접하다’에 대한 개념은 소

박할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리고 원과 직선, 곡선과 직선이 접하는 경우

만을 주로 다룬 학생들에게 두 곡선이 접하는 경우 등은 낯설 것이며,

‘접선’보다 상위 개념인 ‘접하다’를 발견하는 과정이기에 학생들이 가진

소박한 개념을 반박할 다양한 반례가 존재하리라 여겼다.

둘째, 개선된 ‘접하다’ 개념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미분계수를 자연스럽

게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접하다’의 본

질에 대한 탐구를 진행하기 전에는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다. 그런데

‘접하다’의 본질에 대한 탐구가 진행되면서 ‘접하다’ 개념을 통해 기존 교

과서와는 다르게 미분계수를 자연스럽게 지도할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연구자는 ‘접하다’ 개념 개선 교수 방안을 구성한 후, 학생과 예비교사

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수업을 진행하여 그들의 반응을 살펴보고 그것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초기 교수 방안의 한계를 확인하여 그 점을 수정

하였다. 수업은 연구 참여자들 간의 활발한 의견 교환과 토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소규모로 진행되었고, 그 과정 전체는 녹화되었다. 연구자는

학생들의 활발한 토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연구자의 개입을 최소화 하고

자 하였으며, 수업 후 ‘접하다’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생각과 수업에

대한 호응도를 알아보기 위해 간단한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 절차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41) 우정회 외(2009), 중학교 수학 1 교사용 지도서 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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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1> 연구 절차

순서 연구 내용

1 문헌 연구

2 교수 방안 구성

3 사전 설문 조사 및 분석

4 토론 수업 진행

5 사후 설문 조사 및 면담 조사

6 결과 분석

7 교수 방안 수정

1.1 교수 방안 구성

교수 방안 구성을 구성하기 전 선행 연구 및 관련된 문헌을 조사해보았

다. 임재훈, 박교식(2004)은 접선 개념 개선을 지도할 수 있는 교수 방안

을 구성하였다. 그들은 먼저 우리나라 학교수학에 내재된 접선 개념을

다음 <표Ⅳ-2>와 같이 분류하였다.

<표Ⅳ-2> 우리나라 학교 수학에 내재된 접선 개념

기하적 접선 개념 함수적 접선 개념

개념1. 곡선과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

개념2. 곡선을 스쳐 지나가는 직선

개념1. 직선의 방정식과 곡선의 방정

식을 연립하여 얻은 에 대한 방정식

이 중근을 갖는 직선(판별식  )

개념3. 할선의 극한42)

개념2. 곡선 위의 한 점을 지나며 기

울기가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와 같은

직선.

그들은 개념 1보다 2가, 2보다 3이 이전에 접선으로 보았던 것들을 여

전히 접선으로 볼 수 있게 해주면서 새로운 맥락도 포괄한다는 측면에서

42) 곡선 위의 점 를 고정시키고 점 를 곡선을 따라 점 에 한없이 가까워지게 할 때 직선

가 한없이 가까워지는 직선이 점 에서 이 곡선의 접선이다.(임재훈, 박교식,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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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적절한 반례가 학생들의 접선 개념이 반성,

수정, 개선되어 새로운 접선 개념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주

장하였다. 구성된 교수 방안은 다음 <표Ⅳ-3>과 같다.

<표Ⅳ-3> 접선 개념의 수정, 개선을 도모하는 교수 방안

단 계 내 용

1 기하적 접선 개념 1의 형성

2 기하적 접선 개념 2의 형성

3 함수적 접선 개념 1의 형성

4 기하적 접선 개념 1의 부정 ⑴

5 기하적 접선 개념 2의 부정과 기하적 접선 개념 3의 형성

6 기하적 접선 개념 1의 부정 ⑵

7 함수적 접선 개념 2의 반성

하지만 이 접선 개념 개선 교수 방안에는 함수적 접선 개념 2의 형성에

대해선 자세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다.

본 연구에선 임재훈, 박교식(2004)의 교수 방안을 참고하여 ‘접하다’ 개

념 개선 교수 방안을 구성해 보았다. 먼저, 개념 교수 방안을 구성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지도할 ‘접하다’ 개념의 본질에 대해 탐구하였다. 본질

에 대한 탐구는 학교 수학 수준에서 학생들에게 지도될 수 있는 ‘접하다’

개념을 결정하는 데에 배경이 되었다. 탐구 결과, 연구자는 ‘접하다’의 본

질로서 ‘근사(approximation)'를 찾을 수가 있었다.

정영우 외(2012)는 근사 개념의 본질적 의의 중 하나로 국소적 범위에

서 곡선을 직선으로, 곡면을 평면으로 근사하여 다루기 힘든 곡선이나

곡면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이들을 조작하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김영록

외(2009)는 이러한 목적에 맞는 최적 근사 직선은 주어진 곡선의 접선이

며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이해될 수 있는, 그에 대한 증명을 소개하고

있다.

[정리] 미분 가능한 함수   ℝ→ℝ에 대하여 ′이 연속이라 하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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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라 하고

 을 지나는 임의의 직선의 방정식을 라 할

때, 적당한 실수   가 존재하여 이면,

≥ 이다.

즉, 충분히 에 가까운 에 대하여, 점  을 지나는 임의의 직선

보다 이 점에서의 접선이 그래프에 더 가깝다.

[증명] 함수의 극대, 극소 및 연속의 개념을 이용하여 정리를 증명한다.

함수  를  로 정의하고 를 전개하

면

  

 

 

 ′′
가 된다. 는 실수 전체에서 미분가능이고, 점 근처 에서  를 미분

하면,

′ ′′′
 ′


′′

 




이다.  ′

′′

 


 로 정의하면

 ′

′′

 




 ′

′′′′

 




 ′′′′
′′

 
이다. 가정에 의해 가   에서 미분 가능하고, ′이  에서 연속이

므로, →이면 →′ 이다. 그러므로 가 에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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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울 때   이 된다. 따라서  ′의 에서 좌극한은 음수이고,

우극한은 양수이며 ′ 이므로 는  에서 극소값을 가진다.

그런데  이므로 가 에 충분히 가까울 때 ≥이 성립하게

된다. ■

앞선 연구들을 통해 결국 학교 수학에서 다루어질 평면 상의 곡선의 접

선과 최적 근사 직선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접선을 곡선

의 최적 근사 직선으로 정의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이다.43) <그림Ⅳ

-1>은 최적 근사 직선에 대한 직관적 이해를 도와준다. <그림Ⅳ-1>을

보면 곡선 위의 한 점의 근방을 줄여나갈수록, 다시 말해 그 점 근방을

확대시켜 관찰할수록 곡선의 모양이 차츰 직선이 되어감을 알 수 있다.

학교 수학에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직선이 주어진 곡선에 최적 근사 직선

- 접선 - 이란 만나는 점 아주 작은 근방에서 곡선의 그래프와 가장 닮

은, 거의 일치하는 직선이라 직관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림Ⅳ-1> 최적 근사 직선에 대한 직관적 이해를 도와주는 예44)

43) 실제로Daniel Reinholz(2009)의 CalculusⅠ에는 접선을 최적 근사 직선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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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정리는 함수 가 에서 미분가능할 때, 그 점의 아주 작은 근

방에서 즉, 그 점 근방을 확대시켜 관찰해 나갈수록 왜 함수 의 그래프

모양이 직선이 되어가는지를 설명해준다.

[정의]   의 그래프를  의 근방에서 ( )에서 축, 

축으로 실수 배 확대한 것은 

 


로 정의된 함수의 그

래프이다.

[정리] 가 에서 미분 가능할 때, 그 점 근방에서 배 확대한 그래프

는 →∞ 일 때,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인 직선에 수렴해간다.

[증명]  근방에서 배 확대한 그래프는 정의에 의해



 


로 정의된 함수의 그래프이다. 이 그래프는  일

때, 

  





이므로,   이다. 즉, 원점

 을 지난다. 원점과 원점 근방의 임의의 점 ≠에 대해 평균 변화

율을 구하면




























이다. 이 때, →∞이면







→′가 되고 원점과 원점

근방의 임의의 점 ≠에 대해 평균 변화율이 ′에 수렴하므로 그래

44) James Callahan 외(2008, pp.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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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는 직선에 수렴한다. ■

이와 같은 조사를 통해 근사를 이용하여 두 곡선이 접한다를 두 곡선이

만나는 점 근방에서 두 곡선의 그래프가 거의 일치한다로 정의45)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이 반례를 통해 개념이 개선되어나가

는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소박한 개념에 대해서

도 고민하였다. 이 때, 임재훈, 박교식(2004)이 분류했던 접선 개념들이

참고가 되었다. 본 교수 방안에서 지도할 ‘접하다’ 개념은 <표Ⅳ-4>와

같다.

<표Ⅳ-4> 교수 방안에서 지도될 ‘접하다’ 개념의 분류

기하적 ‘접하다’ 개념 함수적 ‘접하다’ 개념

개념1. 두 곡선46)이 한 점에서 만날

때, 두 곡선은 접한다.

개념2. 두 곡선이 서로 가로지르지

않고 만날 때, 두 곡선은 접한다.

개념1. 두 곡선의 방정식을 연립하여

얻은 에 대한 방정식이 중근을 가

지면(판별식  ) 두 곡선은 접한

다.

개념3. 두 곡선이 만나는 점이 있고,

그 점 근방에서 두 곡선이 (거의) 일

치할 때 두 곡선은 접한다.

개념2. 두 곡선이 만나는 점이 있고,

그 점에서의 두 곡선의 미분계수가

같을 때 두 곡선은 접한다.

<표Ⅳ-4>의 분류를 기초로 연구자는 반례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인지

적 불균형 상태를 야기시킴으로써 기존 개념의 반성을 촉진하여 ‘접하다’

개념의 수정이 일어나는 교수 방안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이 교수 방안

에는 근사로 통해 본 ‘접하다’의 개념을 학생이 형성하게 되면 어째서 접

45) ' is tangent to  at  if the difference  vanishes faster than first order in

, I.e., if lim
→



 ' (Omar Hijab, 2007, p. 66)

46) 여기서 곡선은 직선을 포함하는 선으로 정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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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기울기가 미분계수와 같아야 하는지를 자연스럽게 지도하는 방안도

포함하였다(Lorch, 1973; 김인수, 1997; 오토 퇴플리츠, 2006; James

Callahan 외 ,2008; Daniel reinholz, 2009). 즉, 본 교수 방안에는 임재훈,

박교식(2004)의 교수 방안에서 자세히 언급되지 않은 함수적 접선 개념

2의 형성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기존의 학교 수학에서

제시되는 미분 개념의 지도 방안과 다르다. 본 교수 방안의 단계는 다음

<표Ⅳ-5>와 같다.

<표Ⅳ-5> ‘접하다’ 개념의 수정, 개선을 도모하는 교수 방안 단계

단 계 내 용

1 기하적 ‘접하다’ 개념 1의 형성

2 기하적 ‘접하다’ 개념 2의 형성

3 함수적 ‘접하다’ 개념 1의 형성

4
기하적 ‘접하다’ 개념 1의 부정과

기하적 ‘접하다’ 개념 2의 강화

5
기하적 ‘접하다’ 개념 2의 부정과

기하적 ‘접하다’ 개념 3의 형성

6
접선의 기울기와 미분계수에 대한 탐구,

함수적 ‘접하다’ 개념 2의 형성.

연구자는 기존에 접하는 상황으로 보았던 것들을 여전히 접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게 해주면서 새로운 맥락에도 적용될 수 있는 ‘접하다’ 개념은

많은 맥락을 포괄한다는 측면에서 이전 개념에 비해 발전된 것으로 본

다. 그래서 교수 방안을 구성할 때, 기존 개념보다 새로운 개념이 더 많

은 맥락에서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반례를 활용하려 노력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확인했다시피 학생들이 제시된 모든 반례를 타당한

반증으로 여기지는 않을 수도 있음을(Nardi, Lannone, 2006; Zazkis,

Chernoff, 2008) 고려하여 학생들이 주어진 반례를 쉽게 예증으로 받아

들일 수 있게끔 반례로 제시되는 예들을 모두 학교 수학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들로 구성하려 노력하였다(Zazkis, Chernoff,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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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기하적 ‘접하다’ 개념 1의 형성

현행 중학교 수학 1에선 두 원의 위치 관계를 맥락으로 하여 두 곡선이

접하는 상황을 지도한다. 아래의 <그림Ⅳ-2>을 통해, 두 원의 위치 관계

의 차이점을 알아보는 활동을 수행하게 한다. 학생들은 이 활동을 통해

'두 곡선이 한 점에서 만나면 접한다'라는 개념이 형성될 수 있다.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 일치한다.

<그림Ⅳ-2>두 원의 위치 관계47)

⑵ 기하적 ‘접하다’ 개념 2의 형성

기하적 접선 개념 2와 연관된 개념이다. 임재훈, 박교식(2004)는 <그림

Ⅳ-3>을 통해 기하적 접선 개념 2가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연장선에서 <그림Ⅳ-4>을 사용하면 접하다 역시도 ‘두 곡선이 서로 가

로지르지 않고 만날 때’로 개념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47) 우정호 외(2009), 중학교 수학 1 교사용 지도서 2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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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3> <그림Ⅳ-4>

⑶ 함수적 ‘접하다’ 개념 1의 형성

함수적 접선 개념 1과 연관된 개념이다. 학생들은 원과 직선의 방정식

을 각각  ,  이라 놓고 직선과 원이 접하려면 에 대

한 방정식  의 실수해가 하나이어야 한다는

것으로부터,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혹은 판별식  이라는 함수

적 접선 개념 1을 형성하게 된다(임재훈, 박교식, 2004). 비슷하게 기하적

‘접하다’ 개념 1을 적용하면 학생들은 <그림Ⅳ-5>의 두 곡선  ,

 이 접하는 경우, 두 곡선은 한 점에서 만나야 하고,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것은 두 식을 연립하여 나온 방정식 의

실수해가 하나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맥락에서 학생들은

두 곡선의 방정식을 연립하여 얻은 에 관한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혹은 판별식 이라는 함수적 ‘접하다’ 개념 1을 형성하게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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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5>

⑷ 기하적 ‘접하다’ 개념 1의 부정과 기하적 ‘접하다’ 개념 2의 강화

기하적 ‘접하다’ 개념 3을 지도하려면 우선 기하적 ‘접하다 개념 2가 1

보다 더 타당하다는 것을 보일 필요가 있다. <그림Ⅳ-6>은 기하적 접선

개념 1을 가지고 있는 학생에겐 접하는 상황으로 기하적 접선 개념 2를

가지고 있는 학생에겐 접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인다. 학생들은 이 ’두 곡

선이 서로 접한다, 접하지 않는다‘ 라는 이유에 대해 토론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접하다‘의 개념에 대해 드러내게 될 것이

다.



- 60 -

<그림Ⅳ-6> 기하적 ‘접하다’ 개념 1의 반례 1

학생들은 함수적 ‘접하다’ 개념 1을 기하적 ‘접하다’ 개념 반례 1에 적

용하면  과   를 연립한 에 관한 방정식은  이

나오게 되어 중근을 가지지 않으므로 두 곡선은 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교사는 <그림Ⅳ-7>를 활용하여 왼쪽 그림의 두 곡

선이 접하는 상황이라고 보게 된다면 오른쪽 그림 역시 두 곡선이 접하

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을 들어 한 점에서 만나도 접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다. 이러한 반례를 통해 학생들은 ‘접하다’에 대해

다시 논의를 해봄으로써 ‘곡선과 곡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것이 ‘접하

다’의 충분조건이 아님을 알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기학적 ‘접하

다’ 개념 1은 ‘접하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없지만 기하적 접선

개념 2는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되고 기하적 ‘접하다’ 개념 2가 더

타당하다고 여기게 된다.

<그림Ⅳ-7> 기하적 ‘접하다’ 개념 1의 반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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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8>에서 두 곡선은 기하적 ‘접하다’ 개념 1을 적용하면 접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하적 ‘접하다’ 개념 2와 함수적 ‘접하다’ 개념 1을 적용

하면 두 곡선은 접한다48). 결국 ‘두 곡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접하다’

의 필요조건도 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고, 기하적 ‘접하다’ 개념 1은

완전히 부정된다.

<그림Ⅳ-8> 기하적 ‘접하다’ 개념 1의 반례 2

⑸ 기하적 ‘접하다’ 개념 2의 부정과 기하적 ‘접하다’ 개념 3의 형성

기하적 ‘접하다’ 개념 3은 국소적으로 그래프를 확대시켜 접하는 점에서

의 두 곡선의 움직임을 탐구해봄으로써 학생들에게 형성될 수 있다. <그

림Ⅳ-9> 기하적 ‘접하다’ 개념 2의 반례 1은 기하적 ‘접하다’ 개념 2의

관점에서 볼 때 두 곡선이 서로를 가로지르며 지나가므로 접하지 않는

다. 그러나 ⑷단계까지 거쳐서 함수적 ‘접하다’ 개념 1을 형성한 학생이

라면  ,   


을 연립하여 얻은 에 관한 방정식

 


  


 이  인 중근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여 두

곡선이 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학생들은 두

48) 두 식을 연립하여 에 관한 방정식으로 풀면,  즉,

   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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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이 접하는지 아닌지에 대해 토론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인지 갈등을

겪게 될 것이다. 학생들은 이 반례를 예로 포괄하기 위해 기하적 ‘접하

다’ 개념 2가 수정될 필요가 있음을 느끼게 된다.

<그림Ⅳ-9>기하적 ‘접하다’ 개념 2의 반례 1

어떤 학생들은 기하적 ‘접하다’ 개념 1로 회귀하려고 할 수도 있다. 하

지만 ⑷단계에서 이미 적절치 못한 개념임을 확인하였다는 점을 환기시

키면 학생들은 기존과 다른 새로운 ‘접하다’ 개념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된다. 이 때, 교사는 <그림Ⅳ-10>과 같은 예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만

나는 점 근방에서 두 곡선이 (거의) 일치할 때 두 곡선은 접한다.’ 라는

개념을 형성하게 도와주고 필요하다면 직접 그 개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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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10>기하적 ‘접하다’ 개념 2의 반례를 통한

기하적 ‘접하다’ 개념 3의 형성

교사는 학생들이 기존의 개념과 비교, 분석하여 새로운 개념이 적절한

지 탐구하도록 한다. <그림Ⅳ-11>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개념이 이전의

맥락은 물론 새로운 맥락까지 포괄한다는 사실을 알게 함으로써 새로운

개념의 타당성을 확인시켜줄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학생들은 기

하적 '접하다‘ 개념 3을 학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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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11>

두 곡선  ,   


에 대한 탐구 과정으로 학생들은 두 곡선이 서

로 가로지르지 않고 만나는 것이 필요조건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다.

그러나 충분조건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다. 교사는 다음 <그림Ⅳ-12>와

같은 예를 제시하여 학생이 기하적 ‘접하다’ 개념 2를 완전히 부정하도록

할 수 있다.

<그림Ⅳ-12> 기하적 ‘접하다’ 개념 2의 반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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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는 원점에서 가로지르지 않고 만난다. 그런데

  와  는 <그림Ⅳ-12>에서 나타나듯이 만나는 점  근방

에서 그래프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두 곡선은 기하적 ‘접하다’ 개념

3에서 보면 접하지 않는다. 이러한 예를 통해 두 곡선이 서로 가로지르

지 않고 만나도 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로써 기하적 ‘접하

다’ 개념 2는 완전히 부정된다.

기하적 ‘접하다’ 개념 3을 형성하면 학생들은 함수적 ‘접하다’ 개념 1에

대해 반성을 할 수 있다. 앞의 <그림Ⅳ-9>의 예는 학생들에게 ‘연립하여

나온 에 관한 방정식이 판별식 값을 을 가질 때 접한다’라는 개념이

‘이차방정식이라는 특수한 맥락만 들어맞는 개념임을 알게 한다. <그림

Ⅳ-9>의  과   


을 연립하여 얻은 방정식  


 은 판

별식을 사용할 수 없지만 중근을 가지며, 두 곡선은 접한다. 이는 학생들

에게 함수적 ‘접하다’ 개념 1의 본질은 판별식 이 아니라 ‘중근을

갖는다’ 임을 알 수 있다.

⑹ 접선의 기울기와 미분계수에 대한 탐구, 함수적 ‘접하다’ 개념 2의

형성.

접선이란 접하는 직선이다. 교사는 학생들과 기하적 ‘접하다’ 개념 3을

통해 곡선 위의 한 점에서 접하는 직선, 즉 접선이란 그 점 근방에서 곡

선의 그래프와 거의 일치하는 직선으로 개념을 형성할 수 있다. 이 개념

은 주어진 곡선 위의 한 점 근방에서 곡선의 그래프가 직선이 되지 못하

면 그 점에서 곡선에 접하는 접선은 없다는 점을 알려준다. 이러한 접선

개념은   가 어째서 에서 접선을 가지지 못하는지를 학생들에

게 미분을 사용하지 않고 설명해준다. <그림Ⅳ-13>에서 보면 의 근

방에서   의 모양은 직선이 되지 못한다. 새로운 접선 개념을 통해

학생들은    위의 점 에서   에 접하는 직선이 없다는 걸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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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13>

이러한 예는 학생들에게 곡선에 따라 혹은 곡선 위의 점에 따라 그 점

에서 접하는 직선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음을 확인시킨다. 학생

들이 직선의 방정식을 배웠다면, 교사는 학생들에게 주어진 곡선의 접선

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

다. 학생들이 지나는 점과 기울기만 정해지면 직선이 하나 정해진다는

사실을 안다면 접선이 접점을 지나기 때문에 접선을 구하라는 질문은 접

선의 기울기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로 바꿔도 될 것이다.

<그림Ⅳ-14>

곡선   와 접선   가 만나는 점을  이라 하면 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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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주 작은 근방 에서 곡선과 거의 일치한다. 즉, 가 충분히 작을

때49), 구간 ≤≤에 대해 ≈이다. 그러므로 의

기울기는 구간 ≤≤에서 의 평균 변화율과 거의 같고,

이 평균 변화율은, 구간 ≤≤ 에서 는 직선이므로 구

간 내의 임의의 두 점에서의 평균변화율과도 거의 같다. 결국, 의 기

울기는 에서 의 미분계수, ′ lim
→



임을 알

수 있다. <그림Ⅳ-14>와 같은 구체적인 예는 학생들이 설명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학생들은 ‘접하다’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위해

해왔던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미분계수임을 발견하게

된다. 접선의 기울기와 미분계수가 같다는 개념을 형성한 학생에겐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접선이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

가 에서 미분가능한 함수할 때,   ′는 에

서 의 접선이다.

이제 미분과 함께 기하적 ‘접하다’ 개념 3을 탐구하는 활동을 통해 함수

적 ‘접하다’ 개념 2를 형성할 수 있다. 학생들은 미분 가능한 두 곡선이

접하면 만나는 점에서 두 곡선의 접선은 일치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결국 그 점에서 두 곡선의 미분 계수가 같으면 접한다는 결론을 도출하

여 함수적 ‘접하다’ 개념 2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한 편, 함수적 ‘접하다’ 개념 2를 활용하여 함수적 ‘접하다’ 개념 1의 본

질인 ‘연립한 방정식이 중근을 가진다’에 대한 탐구를 해볼 수도 있다50).

에 대한 두 다항함수   ,   에 대해 두 곡선이  에서

접한다고 하고 새로운 함수 를  로 정의하자. 그렇

다면 함수적 ‘접하다’ 개념 2에 의해

49) 가 으로 갈 때,

50) 탐구 대상은 다항함수로 한정하겠다. 학교 수학에서 중근은 차수가 유한인 다항함수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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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고, 결국  , ′ 

임을 도출할 수 있다. 고등학교 수학, 수학 Ⅱ에서 배우는 인수정리와 미

분을 활용하면

 이고 ′ ′이므로  

임을 알 수 있다. 이 사실들을 종합하여  를 보임으로써

두 식을 연립한 방정식  이 중근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거꾸로 가 중근을 가지면

 , ′ ′

이기 때문에 함수적 ‘접하다’ 개념 2에 의해 두 곡선은 접한다.

이 밖에도 함수적 ‘접하다’ 개념 2를 형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림

Ⅳ-15>와 같이 두 곡선이 미분불가능한 점에서도 접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여 자신의 생각을 반성할 기회를 제공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림Ⅳ-15> 함수적 ‘접하다’ 개념 2의 반례

또한, <그림Ⅳ-16>을 사용하여 접선과 접하다의 차이에 대해 논할 수

도 있다. <그림Ⅳ-16>은 주어진 곡선 위의 한 점에서 접하는 직선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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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뿐이지만 접하는 곡선은 여러 개일 수 있음을 학생들에게 설명해준

다.

<그림Ⅳ-16>

연구자는 교수 방안을 구성하면서 반례가 등장했을 시, 반례를 배제하

기 위해 개념이 수정되는 방향과 반례를 예로 포괄하기 위해 개념을 수

정하는 방향 모두 사용하려 노력하였다. 왜냐하면 두 방향을 모두 사용

함으로써 학생들이 초기 ‘접하다’의 본질로 여겼던 ‘한 점에서 만난다.’와

‘서로 가로지르지 않고 만난다.’가 ‘접하다’의 본질이 아님을 알게 되고

더불어 새롭게 정의된 ‘접하다’가 가지는 다양한 맥락에 대한 포괄성과

같은 장점을 인식할 수 있게 되리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 교수 방안이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력을 신장시키는 데에 도

움을 줄 수 있을 거라 예상한다. 맥락이 확장되어 가면서 이전 맥락을

포괄하도록 하는 개념은 학습자에게 그 이해를 위해 더욱 추상적인 사고

를 요구하기 때문이다(김영록 외, 2009).

또한, 이 교수 방안은 근사로 본 ‘접하다’ 개념은 학생들에게 미분 계수

와 접선의 기울기 간의 관계를 기존의 학교 수학과는 다른 관점에서 설

명해 준다고 본다. 그리고 앞서 의도대로 반례로 제시되는 예들은 <표Ⅳ

-6>과 같이 학교 수학에서 다루는 대상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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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 교수 방안에서 제시되는 반례가 학교 수학에서 다루어지는 영역

제시되는 반례 영역

원
중학교 수학 1

중학교 수학 3

원의 

방정식
  고등학교 수학

이차방정식   중학교 수학 3

이차함수
  ,

  

중학교 수학 3

고등학교 수학

삼차방정식  


  


  고등학교 수학

사차방정식    고등학교 수학

삼차함수   

미적분과 

통계기본

고등학교 

수학Ⅱ51)

포물선   기하와 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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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는 총 4명으로, 2012년 6월에 서울시 소재 실업계 J 고등학

교에 재학 중인 3학년 남학생 2명을 한 조, 서울시 소재 대학교 사범대

학 수학교육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예비교사 여학생 1명과 남학생 1명을

한 조로 하여 총 두 개조, 4명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실제 수업에 참여

한 이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표Ⅳ-7> 연구 참여자의 배경

특징

대상

‘두 곡선이 접하다’에 대한

이전의 학습·지도 경험
개인적 특징



조

학생 A 없음 토론 수업의 경험이 있음.

학생 B 없음 토론 수업의 경험이 있음.



조

예비교사 C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습 수학 학습 지도 경험 있음.

예비교사 D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습 수학 학습 지도 경험 있음.

학생 A와 학생 B는 실험 전에 미분과 접선의 관계에 대해서 학습을 하

였던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 다 잘 기억을 해내지 못하였고, 그

이해도 역시 낮은 편이었다. 예비교사 C와 예비교사 D는 학교 수학에

대한 높은 이해 수준을 지니고 있었고, 과거 ‘두 곡선이 접하다’라는 개

념과 그와 관련된 문제 상황을 접해본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1.3 설문지 설계 및 면담 조사

설계된 교수 방안을 진행하기 위해 사전의 설문지를 통해 연구 참여자

51) 현행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삼차함수와 그 그래프를 지도하지는 않지만 미분을 활용하여 다

항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그리는 것을 지도할 때 다루고는 있다(우정호 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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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가지고 있는 접선과 ‘접하다’의 개념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문항의

개수는 총 7문항으로 3문항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접선에 대한 개념과

관련된 문항이고, 나머지 4문항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접하다’의 개념

과 관련된 문항이다. 설문지가 차후에 있을 수업 진행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며 문항은 그 의도에 맞게 제작하였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의 학업 성취도를 고려하여 각 문항의 난이도는 문항

의 의도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낮게 설정하였다. 7개의 문항에

대한 내용과 출처는 다음과 같다.

<표Ⅳ-8> 사전 설문지 문항의 조사 내용 및 출처

문항 조사내용 출처

1-1 기하적 접선 개념 임재훈, 박교식(2004)

1-2 기하적 접선 개념 Tall(1987), 김문정(2007)

1-3 접선과 미분 계수의 관계

자체 제작

2-1
기하적 ‘접하다’ 개념

2-2

2-3 함수적 ‘접하다’ 개념

2-4 ‘접하다’ 의 정의 혹은 조건

수업 후 설문지를 통해 수업을 통해 개선, 변화된 학생들의 ‘접하다’ 개

념과 반례를 활용한 수업의 호응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표Ⅳ-9> 사후 설문지 문항의 조사 내용 및 출처

문항 조사내용 출처

5 ‘접하다’ 개념의 변화
자체 제작

6 반례를 활용한 수업의 소감.

사후 설문에 대한 응답을 토대로 하여, 면담에서는 반례를 활용한 수업

에 대한 연구 참여자의 생각과 소감을 주로 물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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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10> 면담 질문 내용

문항 질문 내용

5

· 응답의 이유

· 새로운 개념으로 인해 기존의 개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태도가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

· 반례에 대한 자신의 생각.

6

· 응답의 이유

· 기존의 수업과 달랐던 점에 대한 질문

· 반례를 활용한 수업의 장, 단점에 대한 질문

· 수업을 통해 배운 것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

1.4 결과 및 분석

⑴ 조의 실험 결과 및 분석

사전 설문지 조사에서 학생 A는 대부분의 문항을 비워두었다. 그리고

<그림Ⅳ-17>와 같이 접하다에 대한 개념도 명확치 않았고, 접하다와 연

속하다를 혼동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림Ⅳ-17> 학생 A의 사전 설문지 답변

학생 B는 접선을 그리는 문항에 대해 정확히 답을 해내었고, 접선의 기

울기가 그 점에서 미분계수 값과 같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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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18> 학생 B의 사전 설문지 답변

그런데 두 곡선이 한 점에서라도 만나면 두 곡선은 접한다라는 개념을

보였다. 이것은 수업을 통해 학생 B가 만난다와 접한다를 혼동하여 사용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연구자 : 두 원이 두 점에서 만나면 두 원은 접하는 거니?

학생 B : 두 곡선이 한 점에서라도 만나면 되니까 두 점에서 만나면

접해요

두 학생의 이러한 반응은 ‘접하다’와 혼동할 수 있는 개념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필요조건, 충분조건, 필요충분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데에 약간의 어

려움이 있기도 하였다.

학생들은 사전 설문지 문항에 대한 답을 공유하며 토론한 결과 두 곡선

이 접하기 위한 <그림Ⅳ-19>과 같은 세 가지 조건에 도달하였다. 두 학

생 모두 처음엔 세 가지 조건 중 한 가지라도 만족하는 상황이면 두 곡

선은 접한다고 대답하였다.

<그림Ⅳ-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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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주어진 문제를 가지고 두 곡선이 접하는지 아닌지에 대해 토

론하는 상황에서 학생 B는 기하적 ‘접하다’ 개념 1의 반례 2에 대해 전

체적으로 보면 접하지 않지만 부분적으로 보면 접하다고 얘기하였다.

학생 B: 왼쪽 부분이랑 오른

쪽 부분만 보면 두 곡선은 접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두

점에서 만나니까 안 접한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어요.

이러한 반응은 학생들에게 ‘접하다’ 개념이 두 곡선 간의 국소적 관계라

는 점을 인지하게끔 지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음 절에서 연

구자는 이 결과를 반영하여 교수 방안을 추가하였다.

접하는 두 곡선에 대해 접점 근방에서 두 곡선의 그래프를 확대한 그림

을 제시하였을 때는 두 학생 모두 ‘만나는 점에서 그림을 확대하였을 때,

두 곡선이 겹쳐지면 접한다’ 라는 개념을 형성하였다.

학생 A : 두 곡선이 만나는 점 근

처에서 만나는 점이 무수히 많으

면 접해요.

학생 B : 만나는 점 근처에서 똑

같으면 접해요.

학생들은 새로이 형성한 ‘접하다’ 개념을 이용하여 무리없이 접선을 정

의하였고 <그림Ⅳ-20> 같이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확대하여 봄으로

써 접선의 존재여부와 판별을 능숙하게 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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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20> 조의 접선의 존재여부 판별 결과

학생 B는 <그림Ⅳ-21>에서 처럼 새로이 정의한 접선을 활용하여 주

어진 곡선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를 근사적으로 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토론을 통해 학생 A도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 학생 B가 사용한

방법이 타당하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림Ⅳ-21> 학생 B의 접선 기울기 구하기

두 학생 모두 접선과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그래프를 더 확대시켜나갈

수록 곡선과 접선이 더욱 일치하게 되므로 훨씬 정확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연구자가 학생들이 행한 방식으로 나온 접선의

기울기와 학교 수업에서 배운 미분계수를 비교하며 두 값은 결국 같다는

점을 설명하자 학생들은 놀라워하면서 그 사실에 대해 쉽게 수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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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22> 학생 A(왼쪽), B(오른쪽)의 사후 검사 문항 5에 대한 답변

사후 검사와 면담 검사에서 두 학생 모두 수업을 통해 ‘접하다’의 개념

이 개선되고 알게 되었다고 대답하였다.

하지만 초기 개념과 개선된 개념에 대한 두 학생의 생각이 다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면담 조사에서 학생 A는 새로운 ‘접하다’ 개념뿐만 아니라

여전히 기존 ‘접하다’ 개념도 타당하다는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

는 자신이 처음에 제시했던 개념들이 틀렸다는 것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

기 때문에 완전히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학생 A의 반응은 초기

교수방안을 구성하였을 때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이러한 사례는 학

생들이 정의, 충분조건, 필요조건, 반례에 의해 반박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의 개선이 본 연

구의 목적은 아니지만 분명히 학교 수학에서 학생들에게 수학을 지도할

때 주의해야할 사항이다.

학생 A: 저희가 한 게 타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데..타당하다

고 생각하는데..우리가 처음에 생각한 게 확인되지 않은 거잖아요. 확

인되지 않았다고 무작정 안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존 ‘접하다’ 개념 대신 새로운 ‘접하다’ 개념을 찾게 된 이유를

묻자 기존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 즉 반례가 나왔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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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A : 표랑 그래프를 봤을 때, 여러 가지를 분석해보니 (처음 개념

중) 어느 것도 옳다고 할 수 없어서...

학생A와 달리 학생 B는 수업을 통해 알게 된 새로운 ‘접하다’ 개념만이

타당하다고 얘기하였다. 그는 새로운 개념이 타당하다는 점을 반례를 통

해 이전 개념과 비교함으로써 더 확실히 알게 되었다고 답하였다.

학생 B: 한 점에서 접할 수도 있고, 여러 점에서도 접할 수 있으니

까...헷갈릴 수 있으니까...새로운 개념이 더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확

실한 게...확실하다는 것을 앞에 것이랑 비교해보면서 더 확실해진 것

같아요.

두 사람 모두 제시된 반례가 기존 ‘접하다’ 개념에서 새로운 ‘접하다’ 개

념을 배워나가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고 동의하였다. 그리고 반례를 활용

한 수업을 통해 자신이 이전에 배웠던 수학 지식이 틀릴 수도 있다는 가

능성을 열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학생 A : 수업이 제가 생각했던 걸로 (진행)됐는데 예외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제가 생각한 걸 100프로 믿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학생 B : 예전에 생각했던 거는요. 이게 이렇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근데 반례를 보고 ‘아, 이게 이렇게도 틀릴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반례가 학교에서는 많이 도움될 것 같아요.

또한 기존 수학 지식을 개선해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펼치고

서로 간의 토론을 통해 수업을 진행한 점이 자연스레 수업의 참여를 높

혔고 그것이 기존 학교 수업과의 차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그 점이

수업의 재미를 이끌었다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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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A : 학교 수업은 선생님 생각대로 정리하셔서 선생님 생각대로

설명하시잖아요. 그러다보니깐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모르는 점이나

궁금한 점도 많은데..오늘 한 수업은 저희 생각대로 다 한 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깐 신기했고, 일반 수업은 지루하다고 하면 이번 수업은

계속 제가 생각을 하게 되고, 의문점을 생각하게 되니깐 집중도 잘

되고..

연구자 : 오늘 수업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학생 A : 저희 생각으로 그 찾아가는 거(‘접하다’ 개념, 미분계수)....사

실 제가 모르는 게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수업을 통해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내 생각이 맞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학생 B : 그냥 수업은 다 참여할 수가 없는 거 같애요. 근데 오늘 수

업같은 거는 참여 못하는 애들 의견도 하나하나 들을 수 있을 것 같

아요. 애들도 처지지 않게 되고...그런 게 괜찮은 거 같애요.

그리고 <그림Ⅳ-23>과 같이 개선된 ‘접하다’ 개념을 통해 미분과 연관

짓는 과정이 가장 좋았다고 평하였다.

<그림Ⅳ-23> 사후 검사 문항 6에 대한 답변

학생 A의 답변 학생 B의 답변

⑵ 조의 실험 결과 및 분석

사전 설문 검사에서 예비교사 C와 D는 모든 문항을 거의 완벽하게 풀

었다. 두 사람은 수업 초반에 다음과 같은 ‘두 곡선이 접한다’ 개념을 드

러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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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24> 수업 전 조의 ‘접하다’ 개념

예비교사 C의 답변 예비교사 D의 답변

예비교사 C는 미분계수를 통해, 예비교사 D는 접선을 통해 ‘두 곡선이

접한다’를 정의하였다. 이 두 대답은 현재 학교 수학에서 학생이 정의할

수 있는 ‘두 곡선이 접한다’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의이다. 그러나 왜 이

렇게 정의하였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두 사람 모두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 두 사람 모두 ‘접하다’에 대한 개념없이 ‘접선’의 개념만을 가

지고 ‘두 곡선이 접한다’를 정의하게 되면 그 정의에 대한 개연적인 설명

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 답하였다.

연구자는 이 점을 두 예비교사에게 지적하며 ‘두 곡선이 접하다’란 개념

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시켜주었고 계속해서 토론 수업을

이끌어 나갔다. 수업 초기, 조 역시 조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림Ⅳ-25> 수업 초기 조의 ‘접하다’ 개념

예비교사 C의 답변 예비교사 D의 답변

두 사람 모두 반례를 통해 자신들이 제시한 초기 개념들이 필요,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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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 아님을 확인해나감으로써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되고, 접하다에 대

한 새로운 개념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새로운 개념의 형성은 순조롭게

이루어졌고 그를 통한 미분계수와 접선의 기울기의 관계도 쉽게 이해하

였다.

수업 후 면담 조사 결과 예비교사 C는 반례를 통해 자신의 초기 개념

이 특수한 상황에서만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초기 개념이 타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수업을 통해 형성한 새로운 개

념 대신 계속 초기 개념을 사용할 것이라 답하였다. 예비교사 D도 새로

운 개념보다는 기존의 개념이 더 쉽기 때문에 접한다라고 하면 기존의

개념을 먼저 떠올릴 것 같다고 답하였다.

두 사람 모두 ‘접하다’ 개념으로 미분과 관련짓는 수업 구성이 참신하였

고, ‘접하다’ 개념에 대해 좀 더 깊게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줘 좋았다

고 평했다.

<그림Ⅳ-26> 조의 사후 설문 조사 결과

예비교사 C의 답변 예비교사 D의 답변

2. 교수 방안 수정

실험 결과, 학생들이 ‘접하다’ 개념이 두 곡선 간의 국소적인 관계임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확인하여 초기 교수 방안에 그 점을 개선,

지도할 수 있는 단계를 마지막 단계로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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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11> ‘접하다’ 개념의 수정, 개선을 도모하는 교수 방안 수정

단 계 내 용

1 기하적 ‘접하다’ 개념 1의 형성

2 기하적 ‘접하다’ 개념 2의 형성

3 함수적 ‘접하다’ 개념 1의 형성

4
기하적 ‘접하다’ 개념 1의 부정과

기하적 ‘접하다’ 개념 2의 강화

5
기하적 ‘접하다’ 개념 2의 부정과

기하적 ‘접하다’ 개념 3의 형성

6
접선의 기울기와 미분계수에 대한 탐구,

함수적 ‘접하다’ 개념 2의 형성.

7 ‘접하다’ 개념에 대한 반성

⑺ ‘접하다’ 개념에 대한 반성

실험 결과, 학생들은 ‘접하다’라는 개념을 두 곡선의 전체적인 관계라고

여길 수도 있었다. 교사는 이 점을 고려하여 개념을 수정, 개선시키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다음 <그림Ⅳ-27>의 두 곡선은 한 점에서 만나지도

않고, 서로를 가로 지르며 지나가고, 만나는 점에서 곡선을 확대시켜보아

도 위, 아래의 두 점에서 그래프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것은 ‘접하다’를

두 곡선의 전체적인 관계라 생각하는 학생들에게는 반례가 된다.

<그림Ⅳ-27> ‘접하다’ 개념에 대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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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주어진 타원과 원이  에서 확대시켜서 보면 거의 일치한다

는 점을 지적하며 학생들에게 두 곡선이 접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접한

다면 ‘접하다’ 개념을 다시금 어떻게 수정,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

하게끔 유도할 수 있다. 두 곡선이 접하지 않는다로 학생들의 토론이 진

행되어 나간다면 교사가 적절히 개입하여 그 방향을 수정해야 할 것이

다. 토론을 거쳐 학생들은 ‘접하다’가 두 곡선의 전체적인 관계가 아니라

부분적인 관계라는 개념을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 개선된 ‘접하다’

개념은 이 전보다 더 많은 맥락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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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론 및 제언

1. 결론

반례에 대한 연구는 학생들에게 명제를 반증하는 방법을 지도하는 연구

를 넘어 수학 학습 지도를 위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로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많은 연구들이 학생의 수학 학습에 반례를 활

용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왔고, 수학 교육에서 적절한 반례의 활용을 주

장해왔다. 이러한 논의가 일어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Lakatos의 수리

철학을 찾을 수 있다.

Lakatos(2001)는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수학 지식의 발전은 추측의 등

장, 증명, 반례의 등장, 증명 분석, 추측의 개선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는

수학의 발전이 일어나게 하는 요소 중에서 가장 핵심을 반박, 즉 반례라

보았고 수학이 발달하는 과정을 학교 수학에도 녹아들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강문봉(1993)은 Lakatos 수리철학은 수학교육에 접목

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는 Lakatos 수학교육론은 학생들에게 수학

적 발견을 경험케 하고 비판적 사고를 신장시키며 유의미한 학습과 더불

어 탐구하는 방법 자체를 학습하게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고 논

한다. 이것은 2007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교육목표와도 통한다. 강문봉

(1993)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선 수학적 지석, 개념을 개선,

수정하는 적극적인 입장에서 반례를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

면 학교 수학에서 반례가 활용되는 유형을 분석해보는 것은 간접적으로

나마 현 교육 목표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확인시켜 줄 것이다. 이

에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을 학교 수학에서 반례가 활용되는 유형 파악

으로 두었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⑴ 현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반례가 활용되는 유형은 어떠한가?

연구자는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선행연구로부터 학교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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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반례를 활용할 수 있는 유형을 5가지로 분류하였다.

· 유형 (A) : 비슷한 두 수학적 대상의 차이점을 지도하기 위해 반례를

활용하는 유형

· 유형 (B) : 정리 혹은 참인 성질의 가정이 타당함을 지도하기 위해

반례를 활용하는 유형(Lakatos, 2001)

· 유형 (C) : 정리 혹은 참인 성질의 역이 성립하지 않음을 지도하기

위해 반례를 활용하는 유형

· 유형 (D) : 반증수단으로 반례를 지도하기 위해 반례를 다루는 유형

· 유형 (E) : 학생의 개념을 개선하기 위해 반례를 활용하는 유형(강문

봉, 1993; 임재훈, 박교식, 2004)

이 유형들을 분석틀로 하여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교과서들

중 하나의 출판사에서 출판된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총

9종의 수학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반례는 학년별, 과목별, 영역별에서 골고루 분산되어 나타나

지 않았고, 대부분의 교과서가 한 영역에 집중하여 반례가 등장하였다.

그리고 다루는 반례의 수도 많지 않았다.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중

등수학 교과서는 거의 반례를 활용하지 않으며 학생들에게 학습시킬 내

용을 전개해 나가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반례가 활용된 유형별로는 학생에게 반례를 반증수단으로 지도하고자

하는 유형 (D)(50%) 가장 많았지만 특정과목, 특정 단원에 치중해서 등

장하였다. 그 다음으로 유형 (C)(33%)의 활용 빈도가 높았는데 이 유형

은 다른 유형들에 비해 등장하는 과목이 고른 편이었다. 이 결과는 학생

이 정리 혹은 참인 성질의 역을 잘못 사용하는 오류를 줄이고자 하는 의

도가 9종의 교과서 전반에 내재되어 있고 그를 위해 주로 반례를 활용한

다는 점을 확인시켜준다. 하지만 정리 혹은 참인 성질을 적용할 때 가정

의 조건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 반례를 활용하는

유형 (B)(11%)는 그 수가 적었다. 학생들이 정리 혹은 참인 성질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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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이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 교과서에 유형 (C)가 많이 등장했다면

유형 (B)의 활용도 조금 더 고려해야하고 유형 (B)로 지도할 내용에 대

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유형(A)와 유형 (E)는 거의 없었다. 조사 결과를 통해 아직까지 우리나

라 교과서에서 반례를 활용하여 수학적 지식을 개선, 수정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학생의 학습이 일어나도록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어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교과서가 대부분의 학습 내용

을 연역적으로 전개해 나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연역적 전개 방식에 대

한 많은 교육적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반례를 활용한

발견적 전개 방식으로 교과서를 구성하려는 노력이 계속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반례가 특정 과목, 특정 영역에서만 다루어질 것이 아니라 다양

한 과목과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교과서 내용에 대한 분석도 이루

어져야 한다.

물론,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이 교과서와 똑같이 진행되

는 것은 아니다. 교사들은 교과서를 수업 상황에 맞게끔 재구성하여 학

생들을 지도한다. 그리고 교과서에서 보다 더 다양하게 반례를 활용하며

수학 학습을 이끌 수도 있다. 또한 다른 교과서에서는 반례의 활용이 선

정된 교과서와 다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선정된 교과

서의 분석 결과를 가지고 반례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연구자는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으로 반례를 활용하여 지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학 내용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⑵ 반례를 활용한 개념 교수 방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반례를 활용한 개념 교수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접하다’라는 개념의

수정, 개선과 함께 미분계수를 도입하는 지도 방안을 구성하였다. 여기서

‘접하다’ 개념을 학생들에게 직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근사’라는 개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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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지도할 ‘접하다’ 개념 5가지를 정

의해 보았다. 이 5가지의 ‘접하다’ 개념에 기초하여 6단계의 초기 교수

방안을 구성되었다. 연구자는 구성된 교수 방안을 토대로 서울 소재 실

업계 고등학교 3학년인 남학생 A, B와 서울 소재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4학년인 예비교사 여학생 C, 남학생 D로 구성된 2개 조에 실제 수업을

진행해보았다. 실험 결과 2개조 모두 예상한 순서대로 접하다 개념이 형

성되고 반례에 의해 수정, 개선되어 나갔으며 최종적으로 학습한 ‘접하

다’ 개념을 활용하여 미분계수와 접선의 기울기가 같음을 쉽게 이해하였

다. 사후 검사와 면담 검사에서 학생 A, B는 반례가 기존 ‘접하다’ 개념

에서 새로운 ‘접하다’ 개념으로 개선되어 나가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고

답하였고, 수학적 지식의 오류 가능성에 대해 느끼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또한 기존 수학 지식을 개선해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펼치고 서

로 간의 토론을 통해 수업이 진행되었다는 점이 자연스레 자신의 수업

참여도를 높였고, 그래서 기존 학교 수학 수업보다 재미있었다는 소감을

나타내었다. ‘접하다’ 개념으로 접선의 기울기와 미분을 관련짓는 교수

방안에 대해선 조는 가장 신선하고 재미있었다고 대답하였고, 조도

역시 참신하고 ‘접하다’ 개념에 대해 좀 더 깊게 고민할 수 있는 기회여

서 좋았다고 평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반응도 나타났다. 학생A,와 B는 만나다, 연속하다,

접하다를 혼동하여 사용하기도 하였고, 필요조건, 충분조건, 필요충분조

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데에 약간

의 어려움이 있었다. 반례를 활용하여 학습 내용을 지도하려 한다면 교

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며 지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생 B는 기존

의 ‘접하다’ 개념 대신 새로운 개념만을 기억하고 사용할 것 같다고 얘기

했지만 나머지 연구 참여자 세 명은 기존의 개념과 함께 새로운 개념을

사용할 것이라 대답하였다. 학생 A는 ‘접하다’ 개념이 두 곡선의 국소적

관계인지 전체적인 관계인지 헷갈린다는 반응을 실험 중에 보여 그러한

점을 극복할 수 있는 단계를 초기 교수 방안에 추가하는 계기를 주었다.

이 실험 결과는 학교 수학에서 다양한 의미로, 그리고 학년이 올라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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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점점 그 정의가 명확해지는 개념들에 대해서 이전 개념의 한계를

보여주는 적절한 반례는 학생들의 개념 개선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는 점을 시사한다. 그리고 반례를 활용한 수업이 학생들의 토론과 수업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가지고 있

는 수학은 절대적으로 참이라는 편견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그

러므로 강문봉(1993)의 주장대로 학교 수학에서 반례를 활용하여 지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학교 수학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 중 하나인 ‘근

사’를 도입하여 교수 방안을 구성하였으며 구성한 교수 방안을 지도한

실험 대상의 수가 너무 적었다. 그래서 실제 학교 현장에서 반례를 활용

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는지 그리고 반례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구체

적인 내용으로는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이 본 연구가 가

진 한계라 하겠다.

2. 제언

본 연구를 통해 연구자는 우리나라 교과서의 반례의 활용은 아직

Lakatos가 말하는 발견적 양식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것은 현 우리나라 중등 수학 교과서의 전개 양식이 연역적 전개 양식이

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교과서의 학습 내용 구성은 개념 도입 및 정의로

시작하여 그에 대한 성질을 알아보고 문제를 풀어나가며 개념을 강화시

킨 후 응용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그러한 과정에서 학생의 반박이 필요

한 시점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 초중등 수학교육 여건 상 반례를 활용하여 학생들

스스로 수학적 지식을 추측, 수정, 발견해나가며 수업을 하기에는 어려움

이 많을 수 있다. 또한 모든 수학적 내용이 발견적으로 구성될 수 있느

냐 역시도 의문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반례를 활용하여 수학 지식을 수

정하고 개선하는 수업을 흥미로워 하고 재미있어 하였다. 그들은 자신들

이 수학적 지식을 발견하는 것에 놀라워하고 즐거워하였다. 이것은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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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역적 전개 양식으로는 나타나기 힘든 효과일 것이다. 학생들의 이러한

반응은 학교 수학에서 반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분명 의미가 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 및 한계 등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

를 제안한다. 우선, 교과서 분석만으로는 학교 수학에서 반례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 수업 상

황에서 교사들이 활용하는 반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학

년별, 과목별, 영역별뿐만 아니라 반례의 활용 목적, 활용하는 반례가 일

반적인지 준일반적인지 개별적인지 등과 같은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학교 수학에서 반례를 활용하여 지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

용에 대한 연구와 그것을 실제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수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학년별로 다양한 의미로 다루어지는 개념들에 대

한 조사와 그 개념들을 학생들에게 유의미하게 학습시키기 위해 반례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그러한 연구가 될 것이다. 수학

사적으로 반례에 의해 발견된 개념이 학교 수학에는 없는지에 대한 조사

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알고리즘의 지도, 정리 혹은

참인 성질의 지도 등에 있어서 반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

도 진행되어야겠다.

나아가 반례를 활용한 수업과 그렇지 않은 수업을 진행한 후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해보는 연구도 충분히 의미있는 연구 주제가 될 수 있다고 생

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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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사전 검사 설문지 문항

1-1. 다음 직선   에 대해 점 P에서의 접선을 그려라.(접선이 없다면 ‘없

다’라 적으시오.)

1-2. 다음 세 곡선에서 각 점 에 대해 에서의 접선을 있는대로 그려라.(접선

이 없다면 ‘없다’라 적으시오.)

1-3. 미분가능한 함수 에 대하여 그래프 위의 점  에서 의 접선의 기울

기가 ′인 이유에 대해 설명해 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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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중학교 1학년 때, 아래 그림의 두 원이 접한다는 사실을 배웠다.

2-1 한 원과 한 곡선이 접하는 경우를 아는 만큼 그림으로 나타내어라.

2-2. 두 곡선이 접하는 경우를 아는 만큼 그림으로 나타내어라.

2-3.  ,  이 접할 때, 실수  값을 구하여라.

2-3 두 곡선이 접하기 위한 조건을 생각나는 만큼 적어보아라. (‘○○○○○○

○○○○○○○○○이면 두 곡선은 접한다.’ 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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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수업 활동지 및 사후 설문지 검사

1. ‘두 곡선이 접한다’??
 정의. 두 원이 한 점에서 만나면 두 원은 접한다.

 

 

다시 보기) 문제 ‘2-2. 두 곡선이 접하는 경우를 아는 만큼 그림으로 나타내어

라.’ 에 대한 답을 서로 설명해보자.

다시 보기) 문제 ‘2-3 두 곡선이 접하기 위한 조건을 생각나는 만큼 적어보아

라. (‘○○○○○○○○○○○○○○○이면 두 곡선은 접한다.’ 꼴로)’에 대한 답

을 서로 설명해보자.

1. 두 곡선이 접하기 위한 조건을 토론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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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보기) 문제 ‘2-3.  ,  이 접할 때, 실수  값을 구하

여라.’에 대한 답을 서로 설명해보자.

문제 2. 두 곡선   ,   가 서로 접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 토론해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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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 곡선이 접할려면??
1. 다음 두 곡선이 접하는 지에 대해 토론해보자.

 ,      

접한다.

접하지 않는다.

2. 다음 두 곡선이 접하는 지에 대해 토론해보자.

접한다.

접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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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두 곡선이 접하는 지에 대해 토론해보자.

 ,     




접한다.

접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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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그림들을 보고 언제 두 곡선이 접하는지에 대해 토론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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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번에서 논의된 결과를 정리해보자.

6. 4번에서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다음 두 곡선이 접하는지에 토론해보자.

⑴ 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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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선 = 접하는 직선

1. 접선은 접하는 직선이란 뜻이다. 아래 그림에서 직선은 곡선에 접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 토론해보자.

2.     위의 점 에서   에 접하는 직선의 유무에 대해 토론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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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가 이고 한 점  를 지나는 직선은 유일하고 

그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 직선의 기울기: 두 점  ,  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은 다음

과 같다. 




 

3. 위 내용을 참고하여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자. (접점의 좌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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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러분은 이미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배웠다.

미분 가능한 함수   에 대해  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 
(′Lim

→



, ′는  에서 미분계수)

어째서  에서 접선의 기울기와 미분 계수 ′이 같을 수 밖에 없는

지에 대해 토론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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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후 검사) 수업 전에 가졌던 ‘두 곡선이 접하다’에 대한 생각과 수업 후의 

‘두 곡선이 접하다’에 대한 생각에 변화가 있었나요? 있었다면 어떻게 바뀌었는

지 그리고 바뀌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적어주세요. 없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두 곡선이 접하다’에 대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6. 오늘 수업에 대한 여러분의 개인적인 느낌, 소감 등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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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Counterexamples

in school mathematics

Lee Dong-Hwan

Department of Mathematic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 Counterexample is not only a way to disprove statements, but also

historical contribution to an advancement in Mathematics. For this reason,

Lakatos(2001) and Kang(1993) suggested that counterexample be utilized to

teach mathematics to students in classrooms. So we need some researches

about concrete mathematics knowledges that teachers can instruct to

students by using an counterexample in schools.

In this thesis, I searched for types of counterexample applications in middle

and high school textbooks on the basis of preceding researches about a

teaching-learning scheme to use counterexamples in mathematics.

And then I formed a teaching method that can make students improve their

mathematical concept by using proper counterexamples. So I chose the

concept, "Tangent line", and classified the concept according to the levels of

understanding. I used a mathematical concept, "Approximation", and thereby

tried to let students understand a relation between "Tangent line" and

"Differential coefficient".

After forming a teaching-learning scheme, I conducted a practical

experiment to high school students and preliminary teachers, and sear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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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a survey and an interview with them. As a result, they understood and

improved "Tangent line" according to the expectable levels of understanding

concept, and they are eventually convinced that "Slope of tangent line" and

"Differential coefficient" are equal. They evaluated the teaching-learning

scheme of using counterexamples positively. I added a phase when students

noticed that "Tangent line" is a local property between a line and a curve to

the teaching-learning scheme in light of unexpected responses on the

experiment. Finally, I proposed a follow-up study on the basis of the

research result.

Key words : Counterexample, Proof and Refutaion, Concept improvement,

Tangent line, Appoximation.

Student Number : 2009-2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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