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동 조건 경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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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락조건
 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러한 조건들  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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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할 수 없습니다. 

동 조건 경허락. 하가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했  경
에는,  저 물과 동 한 허락조건하에서만 포할 수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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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학석사학 논문

수학 재 별도구로서

비둘기 집 원리를 용한

경우나 기문제의 고찰

2015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수학교육과

이 명 규





수학 재 별도구로서

비둘기 집 원리를 용한

경우나 기문제의 고찰

지도교수  김 서 령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수학교육과

이 명 규

이명규의 교육학석사 학 논문을 인 함

2014년  12월

원 장 (인)

부 원장 (인)

원 (인)





-i-

국문 록

수학 재 별도구로서

비둘기 집 원리를 용한 경우나 기문제 고찰

비둘기 집 원리 용문제는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를 비롯한 여러 분

야에서 수학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을 측정하기 해

사용되어 왔다.이것은 비둘기 집 원리 용문제가 수학 재성과

련된 사고력을 측정하기에 합하다는 것을 함의한다.하지만,비둘기 집

원리 용 문제의 어떠한 특성 때문에 수학 재성을 측정하기에 합

한지,그리고 측정될 수 있는 사고력은 무엇인지에 해서 아직 논의된

바는 없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둘기 집 원리 용 문제가 수학

재성의 별도구로 합한지 확인해보는 연구를 진행하 다.

이를 하여 먼 수학 재성과 경우나 기 문제,비둘기 집 원리

와 귀류법에 하여 련된 이론들을 검토하 다.그리고 여러 문헌들에

제시되어 있는 비둘기 집 원리 용 문제를 조사하고 분석하 다.이를

바탕으로 수학 재성을 별하기 할 것이라 상되는 문제인 밴

드문제와 정사각형 내 정육각형 배치 문제를 택하 다.두 문제의 해결

과정을 면 히 분석하여 직 도약이 필요한 부분을 상하고 이를 해

결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사고력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이 후,두 문

제를 수학 재성이 있을 것이라고 상되는 과학 고등학교 학생들에

게 용하여 그 반응을 분석하 다.

그 결과 밴드문제와 정사각형 내 정육각형 배치 문제를 해결하는 과

정에서 요구되는 사고력이 기존에 논의되어 왔던 수학 재성의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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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이 문제들이 수

학 재성을 별하는 도구로서 합하다고 할 수 있는 특징들을 가지

고 있음이 찰되었다.

첫째,비둘기 집 원리 용문제를 통해 별될 수 있는 수학 재성

은 학습의 향을 덜 받는 사고와 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연구 결과를 통해 밴드문제와 정사각형 내 정육각형 배치 문제

가 수학 재성이 있을 것이라고 상되는 학생들도 해결하기 어려울

만큼 높은 난도를 가지고 있으며,이를 좀 더 세분화 하여 정사각형 내

정육각형 배치 문제의 난도가 밴드문제보다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비둘기 집 원리 용문제는 다양한 수학분야로부터의 소

재를 활용할 수 있음을 문헌조사를 통하여 알 수 있었다.실제로 밴드문

제는 수분야의 행렬을 활용한 반면,정사각형 내 정육각형 배치 문제

는 간단한 기하학 소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난이도를 히 조 하고 수학 소재를 다양

하게 활용하여 비둘기 집 원리 용문제를 만든다면,다양한 수학 분야

에 련한 높은 수 의 수학 재성을 더욱 세분화하여 별할 수 있

을 것임을 시사하며,이는 비둘기 집 원리 용문제가 수학 재성을

별하는 도구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

주요어 :비둘기 집 원리,경우나 기 문제,귀류법,수학 재성 별

학 번 :2010-2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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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1.연구의 목 필요성

오래 부터 재교육,즉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해 각 분야에 뛰어

난 재들을 육성하는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다.특히 21세기 지

식기반 사회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이 부족한 국가가 세계 경쟁력

을 지니려면,고 인력을 집 으로 양성하고 확보하는 것이 더욱

요하고 시 한 국가 과제일 것이다.이에 우리나라는 2000년 재교육

진흥법을 제정하고 그 시행령을 공포하면서, 재학교・과학고, 재교육

원, 재 학 등의 재교육기 을 설립하는 등 법 ,제도 차원에서

재교육을 뒷받침해왔다.

재교육 진흥법(2014)에서는 ‘재’를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

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하여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정의하

고 있다.그러나 무엇을 재능과 타고난 잠재력으로 볼 것인지에 한 개

념,즉 재성에 한 개념은 사회의 가치 이나 문화,시 의 흐름에 따

라 향을 많이 받기에,그 정의 한 학자마다 달라 아직 공통 인 합

의에 이르지 못하 다(송상헌,2001).마찬가지로 재성의 별방법에

있어서도 아직 일반 인 기 이 존재하지 않는다.하지만 좀 더 설득력

있는 이론을 정립하려는 노력은 꾸 히 있어왔으며 이에 따라 재성과

련된 정의들은 진보 인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다.그 변화 에서

에 띄는 은 재성의 개념을 인간의 구체 인 측면으로 세분화시키고

있다는 과,이 에는 단순하게 IQ와 같은 표 화된 검사 결과만을 이

용하여 지 능력만을 측정하 다면 최근에는 지 능력뿐만 아니라 태

도와 성향 같은 정의 특성도 강조한다는 이다(송상헌,1996,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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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수학 분야로 범 를 좁힌 수학 재성에 해서도 이것은

마찬가지이다.수학 재성도 여러 가지로 정의되고 있으며,수학 재

별도 객 인 거가 있지 않고 별 방법도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송상헌,2001). 한 수학 재성의 발 시기도 수,기하 역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보고되어 있다(송상헌,2001).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수학분야의 소재를 활용한 비둘기 집의 원리 용문제가 존재하는지에

해 알아보고,이를 통해 비둘기 집의 원리 용문제가 다양한 분야에

서의 수학 재성을 별할 수 있는지에 한 가능성에 해 알아본

다.

비둘기 집 원리 용 문제는 통 으로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자주 사용되어왔다.이러한 사실은 비둘기 집 원리 용 문제가 수학

재성과 련된 사고력을 측정하는데 효과 인 것으로 여겨져 왔음을

함의하고 있다.그러나 비둘기 집 원리 용 문제에서,구체 으로 어떤

부분이 도약이 필요하여 뛰어난 수학 사고력을 요구하는지는 자세히

논의된 바가 없다.따라서 이러한 경험 인 단이 실제로도 타당한지

이론 으로,실험 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한편 Usiskin(2000)은 수학 재능에 있어 산수조차 못하는 수 인 0

수 에서 역사 으로 한 수학자 수 인 7수 까지 사람마다 다양한

수 차이가 있음을 제시하 다.이것은 재로 여겨지는 학생들 사이에

도 수학 사고 수 에 차이가 있을 것임을 암시한다.Sriraman(2003)은

연구를 통해 비둘기 집 원리가 용된 문제의 난이도가 상이할 수 있음

을 보여주었는데,이 게 다양한 난이도로 구성 할 수 있다는 것은 비둘

기 집 원리 용 문제로 등 재, 등 재 뿐만 아니라 재들 사이에

서도 보다 심화된 수학 사고를 하는 학생을 구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보여 다.이들은 비둘기 집 원리 용 문제가 수학 재성

별도구로서 합함을 뒷받침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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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비둘기 집 원리 용 문제만으로 재성을 별할 수 있다고 주

장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많은 연구가 학생들은 특정 과목의 특정 변

인에 따라 다르게 반응한다고 언 해온 바(송상헌,2001),수학 재성

은 일반화된 한 가지 기 으로 별되기 어려우며,다양한 역과 수

으로 별되어야 한다.본 연구에서는 비둘기 집 원리 용 문제가 수학

재성 별 도구의 하나로서 타당성을 지님을 논하고,이를 바탕으

로 다양한 수학 분야에 련한 높은 수 의 수학 재성을 더욱 세분

화하여 별할 수 있을 것에 한 문제에 해 생각해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학 고등학교 학생들이 비둘기 집 원리 용 문

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찰하고,문제 해결 과정을 분석하면서 발견되는

수학 재성과 련된 사고로부터 비둘기 집 원리를 용한 경우나

기 문제가 수학 재성 별 도구로서 타당한지 살펴보고자 하 다.

구체 으로 각 장과 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서론에 이어 Ⅱ장에서는 먼 본 연구에서 수학 재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논하고,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수학 능력과 함께 수학

재의 사고 특성을 살펴본 후 수학 재성을 어떻게 별할 것인지

생각해본다.그 후 경우나 기에 내재된 집합론의 아이디어를 살펴보고,

효율 인 경우나 기를 하는 능력이 수학 재성의 지표가 될 수 있음

을 검토한다.다음으로 비둘기 집 원리가 무엇인지 탐색하고,이것이

통 으로 수학 재 발굴에 사용되어 왔음을 살펴본다.그리고 비둘기

집 원리를 용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논리 증명 방법인 귀류법을 검

토하고,내재하고 있는 복잡한 논리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비둘기 집

원리가 수학 재성 별의 도구로서 합함을 보인다.이어서 Ⅲ장에

서는 Ⅱ장에서의 이론 배경을 바탕으로 수학 재성을 별하기에

합한 비둘기 집 원리를 용한 경우나 기 문제를 선별하여 과학 고등

학교 학생을 상으로 질 연구를 실시한다.Ⅳ장에서는 이상의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그 시사 을 논한다.Ⅴ장에서는 이상을 요약하고,본

연구의 의의와 함께 후속연구를 제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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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 문제

앞서 서술하 듯이 비둘기 집 원리 용 문제가 이미 많은 경시 회

나 올림피아드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수학 재

성과 련된 사고력을 측정하는 별도구로서 합하다는 을 실제 으

로 검증한 연구는 아직 없었다.따라서 본 연구는 비둘기 집 원리 용

문제가 련된 수학 재성 별 도구로서 합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자 하 다.이를 하여 수학 재성과 경우나 기 문제,비둘기 집 원

리와 귀류법에 하여 련된 이론들을 검토하고,일반 으로 수학

재성을 지녔다고 여겨지는 과학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비둘기 집 원리

용 문제를 풀게 하고 이후 심층 면담을 실시하고자 하 다.이를 통하여

문제에서 수학 재성과 련된 사고력이 필요한 부분은 어느 부분이

며,이에 한 학생의 반응은 어떠하 는지 분석하는 질 연구를 시도

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선정하 다.

연구문제 1.비둘기 집 원리 용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수학 재성과 련된 사고력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비둘기 집 원리 용문제가 수학 재성과 련된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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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이론 배경

1.수학 재성과 수학 재성의 별

1.1.수학 재성의 정의

수학 재성을 정의하기 해 여러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송상헌

(2001)이 언 한 로 합의된 수학 재성의 정의는 존재하지 않지만,

재성의 개념에서 인간의 구체 인 능력과 발 되는 역의 특수성이

부각되면서 차 그 개념 한 세분화되고 있다.지 까지 수학 재

성의 정의와 련되어 진행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성을 일반 으로 정의하고,그것이 수학이라는 특정한

역에서 발휘된 것을 수학 재성으로 보는 이 있다.이런 식으로

수학 재성을 정의한 표 인 연구로 Renzulli(1978)와

Gardner(1983,1985)가 있다.Renzulli(1978)는 재성이 평균이상의 지

능력,창의성,과제집착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다(황동주,2005,재

인용). 한, 재성이 나타나는 역을 일반 인 성취 역과 특수한 성

취 역으로 나 었는데, 수학은 일반 인 수행 역에 속한다.

Gardner(1983,1985)는 인간의 지능이 언어 지능,논리 수학 지능,공

간 지능,음악 지능,신체 운동 지능,개인 내 사고 지능, 인

계 지능으로 나 수 있다고 보고 각기 다른 역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

휘할 수 있다고 보았다(황동주,2005,재인용).

둘째,수학 능력의 집합체로 수학 재성을 보는 이 있다.이

에 따라 수학 재성을 정의한 표 인 연구로 Krutetskii(1976)

가 있다.Krutetskii(1976)는 수학 재성을 수학 활동에 있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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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고유한 수학 능력의 집합체라고 정의하

다.그리고 수학 재성은 8가지 세부 능력인 형식화하고 구조를 악

하는 능력,양 ․공간 계에 한 논리 사고와 기호를 사용한 사

고 능력,수학 상, 계 연산을 일반화하는 능력,추론 과정을 단

축시키는 능력,사고 과정의 유연성,경제 이고 합리 이며,우아한 해

법을 찾는 노력,수학 추론에서의 가역 사고과정 능력,수학 기억

능력으로 구성된다고 하 다.이밖에도 Consueegra(1982),

Keiwetter(1985),Miller(1990)도 여러 가지 수학 능력을 제시하며 그

능력의 합으로 수학 재성을 정의하 다(송상헌,1996,재인용)

한편,수학 재성에 한 은 아니지만 일반 인 재성에

하여,러시아의 ‘활동주의 이론’에서는 재성을 ‘각각의 상들 속에 내

포되어 있는 본질 인 요소들을 통찰하여 주어진 개별 인 상을 이해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주어진 상황을 자유자재로 변형시키고 해결할

아는 창의 인 특성’이라 정의하며 통찰을 강조하 다. 이는

Keating(1974)이 수학 재에게서 나타나는 사고 특성 하나로 문제

해결에서의 통찰 능력을 꼽은 것과 일맥상통한다.

수학 재성에 한 다양한 정의들 어떤 정의를 선택하느냐의

문제는 이론 인 바탕에 근거한다기보다는 그 사회,시 ,문화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재들에게서 요구하는 것과 재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송상헌,2001).본 연구는

비둘기 집 원리를 용한 경우나 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수학

재성의 어떠한 사고력과 련이 있는지에 해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므

로,Krutetskii(1976)를 따라 수학 능력의 집합체로 수학 재성을

정의하되 이에 해당하는 수학 능력에 해서는 다음 에서 구체 으

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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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수학 능력과 수학 재의 사고 특성

수학에서 요구하는 수학 능력을 추출해내기 한 작업은 무척 많이

이루어져 있으나 “수학 능력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수학 능력이란 무엇이다”라

고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송상헌,1996).수학 능력에

해 연구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A.M.Blackwell(1940)은 수학

능력이란 “양 인 여러 계에 한 역에서의 연역 이고 추론 인

사고를 하는 능력이며,수,기호 도형에 한 역에서는 일반 인 원

리를 특수한 경우에 용하는 능력”이라 보았다(송상헌,1996,재인용).

Weaver와 Brawley(1959)는 수학 능력을 수량과 주변 사물의 수량

인 면에 한 신속한 지각， 이해， 처리능력,수학 인 형태， 구조，

계， 상호 계를 지각하는 능력,분석 이고 연역 으로 생각하고 추

론하는 능력 ;귀납 으로 생각하고 추론하고 일반화하는 능력,학습한

내용을 새롭고 배우지 않은 상황에 이하는 능력 등으로 보았다(송상

헌,1996,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수학 능력을 수학 재성의 구성요인으로 보기로

하 으므로,이에 따라 수학 재를 수학 능력이 뛰어나거나 뛰어날

것이라고 상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기로 한다.

한편,수학 재성에 어떠한 수학 능력이 포함되는지에 해 합

의되어 있지 않으나,수학 재들에게서만 나타나는 사고 특성들을 확인

하려는 연구들은 지속 으로 진행되어 왔다.Keating(1974)은 직 을 통

한 문제 해결능력,문제 해결에서의 통찰 능력,추상 사고력,가설-연

역 추론의 형식 조작,변수의 분리와 조 의 형식 조 능력,산술

문제 해결에서의 풍부한 략 등을 수학 재에게서 나타나는 사고

특성이라 언 하 고,Greenes(1981)은 자료를 다루는 유연성,자료를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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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화하는 능력,독창 해석능력,개념을 이시키는 능력과 일반화 능력

을 수학 재들의 사고 특성으로 보았다(황동주,2005,재인용). 한,

Feldhusen,Hoover,& Sayler(1990)은 직 으로 해답을 이끌어 내는

능력,문제해결에서 련된 개념정보를 이끌어내는 능력,패턴과 계 발

견을 한 데이터 구성,다른 것을 고려하여 주의 깊게 문제를 분석하는

능력을 수학 재에게서만 나타나는 사고 특성이라 보았으며,

NCTM(1987)은 수학 활동에서 지 처리과정의 유연성과 가역성,수

학 추론을 간략화하고,합리 이고 경제 인 해를 찾는 능력,수학

패턴,구조, 계,그리고 연산에 한 지각과 일반화능력을 수학 재만

의 사고 특성이라고 보았다(황동주,2005,재인용).

강은주(2008)은 수학 재들의 사고 특성에 한 기존의 연구를 분석

하여 그들의 사고 특성을 7가지 범주로 나 었다.그 직 ,구조

통찰능력이 가장 많은 연구에서 수학 재들의 특성으로 언 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정보처리의 능숙함을 언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에서 언 한 직 통찰능력에 해 살펴보면,이 (1999)은 직

이란 ‘수학 인 문제해결 상황에서 분석 인 지 과정에 의존하지 않

고,직 으로 문제해결의 단서를 발견하는 정신작용’이라 하 고,문제

해결 과정에서 직 의 역할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 해결방안이

떠오르지 않는 경우에 그 해결방안의 단서를 제공하여 문제해결을 가능

하도록 이끄는 것이라 하 다.강은주(2008)은 직 통찰 능력이 ‘주어

진 정보나 조건들 사이의 계나 구조를 본질 인 핵심을 직감 으로

악해내며,문제 해결의 결정 단서를 순간 으로 떠오르게 하는 능력’이

라 하며, 재의 사고특성을 연구한 여러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 아래

와 같은 것이 직 통찰능력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직 통찰능력(김홍원 외 1996,1997)

․ 통찰력(insight)의 번뜩임을 경험한다(Wormald,1998).

․ 직 해답을 이끌어내는 능력(Feldhusen,Hoover&Sayler,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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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 을 통한 문제 해결,문제 해결에서의 통찰능력(Keating,1974)

․문제해결을 한 새로운 알고리즘을 찾아내는 능력(Kolmogorov

in한인기 외,2004)

․ 수학 지각력(NCTM Ed.House,1987)

직 통찰능력 다음으로 많이 언 된 수학 재의 사고 특성은

정보처리의 능숙함이다.이것은 문제 해결과정에서 뛰어난 정보처리 능

력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주어진 정보를 한 기호를 사용하여 나타

내거나(조수경,2009),이를 압축 이고 단축시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한,주어진 정보들을 자유롭게 재구성하여 유연하게 처리하

거나,복잡한 상황을 단순한 상황으로 변환하는 능력을 의미하기도 하며,

때로는 정보를 세분화하여 문제에 필요한 것과 그 지 않은 것을 구분해

내는 능력(김시명,2006)을 의미하기도 한다.Krutetskii(1976)은 수학

재는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반 학생보다 논리 사고능력,기호사

용 능력,일반화능력,사고의 유연성 측면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인다고

하 다.이 밖에도 강은주(2008)는 재의 사고특성을 연구한 여러 연구

자들의 연구 결과 아래와 같은 것이 뛰어난 정보처리 능력과 연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뛰어난 정보처리 속도(Stanley,1984)

․ 계산이 빠르다(Wormald,1998)

․ 자료를 체계화하는 능력(Greenes,1981)

․ 정보를 조직화 하는 능력(김홍원 외,1996,1997)

․ 문제해결에서 련된 개념 정보를 이끌어내는 능력 (Feldhusen,

Hoover& Sayler,1990)

․ 수학 제재의 형식화된 인식능력,문제의 형식 인 구조를 이

해하는 능력인 수학 정보 수집 능력(Krutetskii,1976)

․ 수학 추론의 간략화와 단축된 구조를 이용한 사고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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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능력
내용

수학 재의 사고특성 수학 능력과

련된 연구

일 반 화

귀납

추론

패턴 찾기,수학

이, 동형인식,

일반화,귀납 추

론,연결성,사고

․수학 상황에 용시키는 특출한 능력

(Miller,1990)

․개념을 이시키는 능력과 일반화시키는

능력(Greenes,1981)

<표Ⅱ-1>수학 재의 사고 특성 수학 능력

(Krutetskii,1976)

․ 수학 추론의 가역성,정신 (암산)과정의 신속함과 자유로운

재구성(Krutetskii,1976)

․ 수학 활동에서 지 처리과정의 유연성과 가역성 (NCTM

Ed.House,1987)

․ 자료를 다루는 유연성(Greenes,1981)

․ 산출물이 없는 근은 피하고 쉬운 근으로 환한다(Sousa,2003).

․ 주어진 문제를 좀 더 단순하고 간단한 유한 번의 조작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변형하는 능력(Kolmogorov in 한인기 외,

2004)

․ 산출물이 없는 근은 피하고 쉬운 근으로 환한다(Sousa,2003).

․ 귀류법을 용하여 증명하는 것(Sriraman,2004)

에서 언 된 직 통찰능력과 정보처리의 능숙함 이외에도 일

반화 귀납 추론,시각 /도해 추론,논리 사고 추상화 능력,

발산 사고 독창 사고 면에서 수학 재는 뛰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Keating,1974;Krutetskii,1976;Greenes,

1981;Miller,1990;Holtonetal,1994;Wormald,1998;Sousa,2003,

황동주,2005,재인용).각각의 사고 능력에 한 수학 재의 특성에

한 구체 인 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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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의 일반화

․패턴과 사고의 추상화를 찾는 높은 능력

(Holtonetal,1994)

․수학 상, 계,그리고 연산에 한 신

속하고 범 한 일반화(Krutetskii,1976)

시각 /

도 해

추론

유용한 생각과

련된 추상화의 시

각화

․문제와 계의 공간화(Wieczerkowski,

2000)

․기하 인 모습에 한 높은 추론능력과 공

간감각(Wormald,1998)

․문제의 공간 상상을 창조할 수 있는 공

간능력(Feldhusen,Hoover&Sayler,1990)

논 리

사고

추 상 화

능력

논리와 기호로 의

사소통 하는 능력,

연역 추론

․올바른 수학 언어 사용

(Koublanova,2004)

․ 수 조작을 수행하는 능력이 뛰어남

(Kolmogorovin한인기 외,2004)

․주어진 문제를 기하학 으로 구체 인형태

로 표 하고 기하학 인 언어로 변환하는 능

력(Kolmogorovin한인기 외,2004)

․양 이고 공간 계에 한 논리 사고

와 기호를 이용한 사고능력(Krutetskii,1976)

기호와 공간 개념을 쉽게 조작한다(Sousa,

2003).

․변수의 분리와 조 의 형식 조작

(Keating,1974)

발 산

사고

독 창

사고

창의력, 융통성,

고정된 생각을 깨

는 방법,발산

산출물의 생산

․문제해결에 다양한 해를 구사한다(Sousa,

2003).

․창조 으로 수학 문제를 생각하고 해결

하는 능력(Miller,1990)

․수학 능력에서의 융통성

(Wieczerkowski,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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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수학 재성의 별

송상헌(2001)은 수학 재성의 별은 수학 재성의 정의에 바

탕을 두어야 한다고 하 다.수학 재성의 정의가 하나로 합의되어

있지 않듯이,수학 재성을 별하는 방법과 도구 역시 다양하다.따

라서 수학 재성을 별하기 해서는 수학 재성을 조작 으로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송상헌,2001).

1.1 에서 언 하 듯이 본 연구에서는 수학 능력의 집합체로 수학

재성을 정의하 다.그리고 1.2 에서는 여러 연구를 통해 제시된

수학 능력과 수학 재의 사고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특히,직

통찰 능력과 뛰어난 정보처리 능력은 부분의 연구에서 수학 재의

사고 특성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1.2 에서 제시한 여섯 가지의 수학 능력

인 직 통찰능력,정보처리 능력,일반화능력 귀납 추론,시각

/도해 추론,논리 사고 추상화 능력,발산 사고 독창 사

고 능력과 각각의 능력에서 제시된 수학 재의 사고 특성을 수학

재성을 구성하는 수학 능력이라고 정의1)하고,비둘기 집 원리 용 문

제가 수학 재성을 별하기 한 도구로서 합한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1)수학 재의 수학 능력 사고 특성에 한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수학

능력과 수학 재의 사고 특성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를 수학

재성의 구성요소로 보는 연구들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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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경우나 기 문제

 경우 나 기란 고려의 상이 되는 집합을 분할2)하여 각 부분별로

그 부분에 합한 이론을 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략이다. 를 들

어 경우의 수를 구할 때 한 번의 곱의 법칙으로 그 상을 셀 수 없을

때,그 상들의 집합을 분할하여 각 부분마다 그 부분에 맞는 곱의 법

칙을 용하여 그 부분의 개수를 구한 후 합의 법칙에 의해 각 부분들의

개수를 모두 더해 세고자 하는 상의 수를 구하는 것이 경우 나 기

략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를 들어 서로 다른 국문 서 일곱 권,

서로 다른 문 서 다섯 권,서로 다른 불문 서 일곱 권이 있을 때,

서로 다른 언어로 쓰인 책 두 권을 고르는 방법의 수를 구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자.이 경우 서로 다른 언어의 경우가 국어와 어,국어와 불

어, 어와 불어의 세 가지가 있고,각 경우마다 용되는 곱의 법칙이

×,×,×로 부 다르다.따라서 이들을 각각의 경우마다 구한

다음 합의 법칙에 의하여 이들을 더하면 를 얻게 된다.물론 이 문제

를 해결할 때 각 경우의 수를 하나씩 다 나열하여 그 답을 구할 수도 있

지만,이보다는 처럼 경우 나 기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2)집합 (≠∅)의 분할(partition) 는 의 부분집합들의 모임으로  

{   ∈ }이며,∈일 때 ≠∅,≠ 일 때  ∩ ∅, 
∈ 

   를

만족하는 것이다.즉,집합 를 공집합이 아닌 서로소인 부분집합들로 “쪼개어”

놓은 것이 의 분할이다.더욱 정확하게,집합 의 분할은 서로소이고,공집합

이 아니며,합집합이 인,의 부분집합의 모음이다.

집합의 분할(Rosen,2004,박주미,2013,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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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 인 풀이 략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경우 나 기를 하는 데 있어서 경우를 좀 더 여서 생각하려

면 상당히 수 높은 략이 필요하다. 를 들어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을 생각하여 보자.

알 벳 a,b,c,d,e,f에서 복을 허락하여 세 개를 뽑아 문자열

을 만들려고 한다.e를 포함하는 문자열의 개수는 얼마인가?

이 문제는 직 경우를 나 어 해결하려면 먼 문자열에 포함된 e

의 개수가 1,2,3인 경우로 크게 경우를 나 어야 한다.먼 e의 개수

가 1인 경우를 생각하자.그러면 다시 e의 치에 따라 e가 첫 번째 자

리에 놓인 경우,두 번째 자리에 놓인 경우,세 번째 자리에 놓인 경우의

세 가지 경우가 고려되어야 한다.e의 개수가 2인 경우 한 두 개의 e

의 치에 따라 세 가지 경우가 고려되어야 한다.마지막으로 e의 개수

가 3인 경우는 한 가지 밖에 없고,따라서 총 생각해야 하는 경우는 일

곱 가지가 된다.그러나 이 문제를 세고자 하는 문자열의 집합의 여집합

의 개수를 센 다음 체 집합의 개수에서 빼면 단 한 가지 경우만 생각

하면 된다.이때 e를 포함하지 않는 문자열의 개수는 곱의 법칙에 의하

여 으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체 집합의 개수 한 곱의 법칙을 한

번만 용하여 을 구할 수 있다.따라서 이 방법에 의하여 세는 것이

직 으로 세는 것 보다는 효율 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의 문제 상황에서 세 가지 경우로 나 어 직 세는 방법에

해 생각해보자.그 게 하려면 앞서 일곱 가지 경우를 나 때 사용되

었던 경우나 기 략보다는 수 높은 략이 필요하다.이 방법에서는

e가 처음으로 놓이는 치로 경우나 기를 하여야 하는데,이러한 발상

을 하기 해서는 직 인 도약이 다소 필요하다.그러한 면에서 이러

한 경우나 기가 체집합의 개수에서 여집합의 개수를 빼서 구한 것보

다 더 높은 수 의 사고를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문제 상황이 의 보다 훨씬 복잡하여 고려해야 할 경우의 수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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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질 때에는 훨씬 더 기발한 사고를 해야만 효율 인 경우나 기가 가능

해진다. 를 들어 최소공배수가 ××인 양의 정수 와 의 순서

 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자.,가 ××의 약

수이므로 음이 아닌 정수 ,,,,,에 하여  이고

  이어야 한다.여기서 ××이 최소공배수이어야 하므로

와 의 최댓값이 3,와 의 최댓값이 7,와 의 최댓값이 13이어야

한다.따라서  는                   하

나이어야 한다.이로부터  의 가능한 개수는 7임을 구할 수 있다.마

찬가지로  의 개수가 15,  의 개수가 27임을 구할 수 있고,곱의

법칙에 의하여  의 가능한 수는 ×× 임을 알아낼 수 있

다.이 문제의 풀이를 살펴보면 ××이 최소공배수라는 사실로부

터 와 의 최댓값이 3,와 의 최댓값이 7,와 의 최댓값이 13임을

찰함으로써 경우를 획기 으로 이게 됨을 알 수 있다.이러한 찰

을 학습 없이 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귀류법은 생각해야 하는 경우의 수를 이는 뛰어난 략이라 할 수

있다.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 수 있는 로 다섯 개의 꼭짓 을 갖는

완 그래 가 평면그래 가 아님을 보이는 것을 들 수 있다.가

평면 그래 가 아닌 것을 의 그래 를 평면에 교차 을 다 없애는 것

이 불가능함을 일일이 그려 보이는 것은 무한히 많은 경우를 생각해야하

기 때문에 불가능하다.이 경우 생각해야 하는 상의 여집합이 공집합

임을 보이는 것이 한 방법이다.즉,가 평면그래 라고 가정하면

에 평면 매립(planeembedding)이 존재하고,네 개의 으로 이루어진

가 생성 부분 그래 로 존재한다.평면 매립된 는 네 개의 역

(region)을 갖는데,나머지 한 개의 이 그 네 개의 역 하나에 속

하게 되므로 생각해야 하는 경우가 네 개로 어들게 된다.각 경우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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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을 일으켜 증명이 완료되게 된다.가 평면 그래 라고 가정함으로

써 고려해야 할 경우가 네 가지로 격하게 어드는 것은 가히 귀류법

이 경우 나 기를 이는 데 있어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

다.

경우 나 기의 이면에는 동치 계에 의한 집합의 분할이라는 개념이

있다.공집합이 아닌 집합 의 분할(partition)은 의 부분집합의 모임으

로,그 모임에 속한 부분집합들은 서로소이고,공집합이 아니며,그들

체의 합집합이 인 것이다.어떤 집합의 분할도 그 집합 의 특정한

동치 계(equivalencerelation)의 동치류(equivalenceclass)이며, 한 역

으로 어떤 집합에 정의된 동치 계의 동치류들은 그 집합을 분할한다는

것은 수학에서 잘 알려진 사실이다.집합  에서의 동치 계 은 다

음과 같이 정의된 반사성(reflexivity), 칭성(symmetry), 추이성

(transitivity)을 만족하는 계(relation)이다.

(ⅰ)의 임의의 원소 에 하여 이다.

(반사성,reflexivity)

(ⅱ)의 임의의 원소 ,에 하여 이면 이다.

( 칭성,symmetry)

(ⅲ)의 임의의 원소 ,,에 하여 ,이면,이다.

(추이성,transitivity)

집합  의 동치 계 이 주어졌을 때,집합 의 임의의 원소 에

하여   을 의 에 의한 동치류라 하고,일반 으로 라 나

타낸다.

이때   ∈은 를 분할한다.의 반사성에 의하여 의 임의의

원소 에 하여 이므로 ∈가 되어,≠∅이다.
∈

 ⊂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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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명하다.반 방향의 포함 계를 보이기 하여 의 원소 를 택하자.

그러면 ∈이므로 ∈
∈

이고 따라서 ⊂ 
∈

이다.의 임의의

원소 ,에 하여 ∈∩라고 가정하자.동치류의 정의에 의해 

이고 이다.그런데 칭성에 의하여 는 를 함의한다.이제 

이고 이므로 추이성에 의하여 이고,   이다. 이것으로

  ∈이 를 분할함이 증명되었다.

역으로 집합의 분할이 주어졌을 때,그 분할의 원소를 동치류로 갖는

동치 계가 항상 존재한다.집합 의 분할 ℘가 주어졌다고 하자.다음

과 같이 계 을 정의하자.

   ∈ ∈ ∈℘

의 정의에 의하여 의 임의의 원소 에 하여 ∈임은 자명

하고,따라서 은 반사 이다. 한 의 임의의 원소 ,에 하여 

이면 인 것도 의 정의에 의하여 자명하므로,은 칭 이다.이

제 의 임의의 원소 ,,에 하여 ,라고 가정하자.그러면

℘의 원소 에 하여 ∈,∈이고,℘의 원소 에 하여 ∈,

∈이다.그러면 ∈,∈인데 ℘가 분할이므로 이다.따라서

∈,∈이고 이므로,은 추이 이다.이로써 이 동치 계임이

증명되었다.

따라서 효율 인 경우 나 기는 경우 나 기의 상이 되는 체 집

합에,경우 나 기의 기 을 ,얼마나 한 동치 계를 생각해 내어

체집합을 그것에 의한 동치류로 분할했느냐에 달려 있다.

세기 문제에 있어 경우 나 기의 기 을 주는 것과 직결되지는 않으

나,동치류에 의한 집합의 분할을 하여 동치류를 하나의 경우로 보아 그

것의 개수를 세는 경우 나 기 략도 있다.이것의 표 인 로 공집

합이 아닌 집합 에서의 군의 작용을 활용한 세기 략을 들 수 있다.

최 의 군의 작용은 다항식의 근의 집합 에서의 갈루아 그룹 작용



-18-

(TheactionoftheGaloisgroupontherootsofapolynomial)이었다.

그 이후로 군의 작용은 수학, 상수학,기하학,정수론,해석학 등의

수학의 많은 분야뿐만 아니라 화학과 물리와 같은 과학 분야에서도 리

활용되어 왔다.군 가 공집합이 아닌 집합 에 작용한다는 것은 다음

의 두 조건을 만족하는 ×에서 로의 함수 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임의의 원소 에 하여

(ⅰ)의 항등원 에 하여  

(ⅱ)의 원소 와 에 하여  

 에서의 계 ∼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의 두 원소 ,에 하여

∼⇔∃∈ 

조건 (ⅰ)에 의하여,의 임의의 원소 에 하여  이므로

∼이다.따라서 ∼는 반사 이다.의 임의의 원소 ,에 하여

∼라고 가정하자.그러면  인 의 원소 가 존재한다.조건

(ⅰ)과 (ⅱ)에 의하여

  

이다.따라서 ∼이고,∼는 칭 이다.의 임의의 원소 ,,

에 하여 ∼이고 ∼라고 가정하자.그러면  인 의 원소

가 존재하고, 인 의 원소 가 존재한다.조건 (ⅱ)에 의하여

   

이다.따라서 ∼이므로 ∼는 추이 이다.이로써 ∼가 동치 계임

이 증명되었다.

흰 구슬과 검은 구슬을 같은 간격으로 배치하여 네 구슬로 이루어진

목걸이를 만들려고 한다.이때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목걸이의 총 개

수를 구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자.이때 <그림Ⅱ-1>과 <그림Ⅱ-2> 에서

처럼 회 이나 칭이동에 의해 생기는 배열은 같은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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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Ⅱ-1>회 하여 같은 것으로 간주되는 목걸이

<그림Ⅱ-2> 칭하여 같은 것으로

간주되는 목걸이

따라서 ,,,회 으로 이루어진 군을 <그림Ⅱ-3>에

주어진 목걸이 체 집합에 작용시키고, 에서 정의된 동치 계에 의한

동치류들을 세면된다.<그림Ⅱ-3>에서 ①,②,③,④에 해당하는 목걸이

는 하나의 동치류를 이루는 데 를 들어 ③에 해당하는 목걸이는 ①에

해당하는 목걸이를 회 하여 얻어지므로 서로 동치이다.마찬가지

로 ⑤～⑧에 해당하는 목걸이들이 서로 동치이며,⑨～⑫에 해다하는 목

걸이들 역시 서로 동치이고,⑬과 ⑭에 해당하는 목걸이가 서로 동치이

다.⑮에 해당하는 목걸이와 ⑯에 해당하는 목걸이는 각각 한 개로 이루

어진 동치류를 이루므로,총 여섯 개의 동치류가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

릴 수 있다.



-20-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그림Ⅱ-3>흰 구슬과 검은 구슬로 만들 수 있는 목걸이

이 는 간단한 로,군작용에 의해 직 으로 구할 수 있으나,목

걸이에 들어가는 총 구슬의 개수가 많아지거나 구슬의 가짓수가 많아지

면 이 게 직 인 방법으로는 구하기가 어렵다.이러한 군작용을 기반

으로 하여 좀 더 효율 으로 칭구조로 이루어진 상에 한 세기 문

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번사이드 렘마(BurnsideLemma)와 폴리아 세

기 정리(Polyaenumeration)가 있다.이와 같이 동치 계를 주어 집합

을 분할하여 경우의 수를 격히 이는 방법들은 가히 천재라 불릴만한

탁월한 수학 재능을 가진 수학자들에 의하여 제시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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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비둘기 집 원리

비둘기 집 원리는 1834년 독일의 수학자 디리클 (Dirichlet1805～

1859)가 펠의 방정식 (Pell'sequation)과 련하여 처음 사용하 다.그

러나 이 때는 이 원리에 한 특별한 이름은 존재하지 않았고 ‘디리클

의 방법’으로 불리며 여러 분야에 활용되다가,1950년 에 이르러 정수론

련 책에 리 기술되기 시작했다.

이 당시의 비둘기 집 원리는 애매한 표 으로 기술되었다.1965년

(E.C.Milner)와 라도가 함께 발표한 논문 ‘Thepigeon-holeprinciple

forordinalnumbers’에서 비둘기 집 원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김상철,2003).

만약 많은 수의 물건들을 그 보다 많지 않은 집합들로 분류한다면,그

집합들 하나는 물건들을 많이 포함한다.

비둘기 집 원리는 단순한 원리이지만 수학 으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

낼 수 있다.다음의 정리들은 수 세기와 련된 몇 가지 형태의 비둘기

집 원리들이다.

정리1.(비둘기 집 원리)

 마리의 비둘기기가  개의 비둘기 집안으로 모두 들어가면,

어도 하나의 비둘기 집에는 비둘기가 두 마리 이상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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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2.(비둘기 집 원리)

 마리의 비둘기가  개의 비둘기 집 (≥ )에 모두 들어가면,

어도 하나의 비둘기 집에는 비둘기가 어도  마리 들어간다.

 












 이 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이 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을 때

(단,   는 를 넘지 않는 최 정수)

정리3.(비둘기 집 원리)

유한집합  를  개의 집합으로 분할하면, 어도 하나의 집합은



 
개 이상의 원소를 갖는다.

에서 알 수 있듯이,비둘기 집 원리는 비교 쉬운 수학 용어로 간

단하게 표 될 수 있으며 그 원리가 등수학 수 에서도 직 으로 이

해될 수 있는 정도이다.증명 한 매우 간단하며,다음은 정리1에 한

증명이다.

증명

만약 각 비둘기 집에 비둘기가 한 마리 이하씩만 들어간다고 가정

하자. 체 비둘기 집에는 기껏해야  마리의 비둘기가 들어간다.그러

나 원래  마리의 비둘기가 있으므로 가정에 모순이다.따라서 어

도 하나의 비둘기 집에는 비둘기가 두 마리 이상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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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 집 원리는 표 이 간단하고 원리가 직 인 것에 비해,굉장

히 효율 이고 강력한 수학 도구이다.비둘기 집 원리는 수 세기 문제

와 련하여 많이 활용되는데,‘정리1’의 ‘ 마리의 비둘기기가  개

의 비둘기 집안으로 모두 들어가면’에 해당하는

    


만큼의 경우에 해 직 확인하지

않고도 두 마리 이상의 비둘기가 있는 집의 존재성을 보장해 다.많은

경우의 수를 직 세지 않고도 어떠한 경우의 존재성을 보장한다는 에

서 이 원리는 매우 효율 이며 강력한 수학 도구이다.이 밖에도 비둘

기 집 원리는 다양한 형태로 표 이 가능하며,수론,도형,집합,그래

이론,해석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김상철,2003).

그러나 비둘기 집 원리를 실제로 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

른 수 의 이야기이다.비둘기 집 원리를 용하기 해서는 그 상을

찾는 것과 원리를 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동시에 발상되어야 한다.이는

높은 수 의 직 통찰과 뛰어난 수학 찰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비둘기 집 원리는 수학 재를 별하는 도구로 자주 사용

되어 왔다.다음은 수학자 폴 에어디쉬(PaulErdős)가 열두 살인 그의

제자 포사를 처음 만나 냈던 문제이다.

을 넘지 않는 자연수 에서 개를 뽑았을 때,반드시 서로 소

가 되는 두 수가 존재함을 증명하여라.

이 문제를 1분이 채 되지 않아 해결한 포사의 비범함에 감명을 받은

에어디쉬는 포사에게 우편으로 조합론과 그래 이론을 가르치기 시작했

고,포사는 열 네 살의 나이에 그래 이론에 한 첫 논문을 발표하는

천재성을 보 다는 것은 유명한 일화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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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된 두 수는 항상 서로 소임을 이용하여 개의 묶음을 비둘기 집으

로 보는 통찰력이 필요하다.즉,비둘기 집에 해당하는 상을 찾는 데에

서 직 인 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이 게 한 비둘기 집과 비둘

기를 찾고 나면 바로 답을 얻을 수 있다.이처럼 비둘기 집 원리는 그

표 과 원리가 간단하여 특정한 수학 지식이 필요하지 않지만,문제 상

황에 한,비범한 직 과 발상이 필요하다는 에서 수학 재 발굴

에 합한 도구가 되어 왔다.

최근에도 꾸 히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IMO)에서 비둘기 집 원리

용 문제가 출제되어 왔다.2014년에 개최된 제55회 국제수학 올림피아드

(IMO)의 2번 문항이 비둘기 집 원리 용 문제로 출제되었는데,이

회에 참가한 560명의 학생 240명이 2번 문항을 해결하지 못하고

0 을 받았다.3) 한,1992년 제33회 IMO 회에서의 3번 문항,1987년

제 28회 IMO 회의 3번 문항 한 비둘기 집 원리 용 문제 다.

1992년에는 총 350명의 참가자 약 50%에 해당하는 177명,1987년 역

시 총 237명의 참가자 약 50%에 해당하는 125명이 당해 비둘기 집

원리 용 문제로 출제된 문항을 해결하지 못했다.각 나라에서 선

발된 수학 재들이 참여하는 IMO에서 비둘기 집 원리 용 문제가 지

속 으로 출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많은 수학 재들이 여 히 해결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비둘기 집 원리 용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높은 수 의 통찰력이 학습과 반복된 연습으로는 해결

되지 않는 것임을 시사한다.

다음의 Sriraman(2003)의 연구에서 활용된 문항들을 통해 이를 보다

구체 으로 확인할 수 있다.

3)https://www.imo-official.org/year_statistics.aspx?year=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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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1

작은 식당에 음료메뉴가 6개-콜라,다이어트 콜라, 몬에이드,진 에일,치

약맛 맥주,다이어트 치약맛 맥주 -가 있다.6개의 음료리스트 어도 1개

가 어도 2명에게 주문될 수 있도록 하려면 몇 명의 학생이 필요하겠는가?

문항2

어떤 사람이 30일 동안 어도 하루 1개의 아스피린을 복용한다.그 사람이

부 45개의 아스피린을 복용했다고 가정할 때,정확히 14개의 아스피린을 복

용한 연속 일 날짜가 존재하는가?

문항3

100보다 작은 자연수 서로 다른 10개를 선택하여 만든 집합을  라 하자.

를 들면          이다. 의 원소를 선

택해서 그 합이 같게 만들 수 있다. 를 들면 (14,63)과 (35,42)를 선택하

면 그 합은 서로 같다.(3,9,14)와 (26)도 마찬가지이다.100보다 작은 자연수

10개를 선택하 을 때 항상 합이 같아지는 서로 다른 수의 선택이 존재한다.

왜 그런지 증명하시오.

문항4
방안에 20명의 사람이 있다.그들 일부는 서로 아는 사이이고,일부는 모른다

고 하자.이 방안에서 지인의 수가 동일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음을 보이시오.

문항5

행과 열로 구성된 사각형 배열이 있다.행,열의 사각형 배열에 악 의 멤

버가 있다고 가정하자.지휘자가 밴드의 왼쪽에서 보니 키 작은 멤버가 키 큰

멤버 뒤에 가려져 있어서 각각의 행의 왼쪽에서부터 키 큰 순서(작은 멤버->

큰 멤버) 로 재배열을 하 다.지휘자가 이번에는 악 의 앞으로 갔을 때,키

작은 멤버들이 키 큰 멤버 뒤에 가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앞에서부터 키 큰

순서(작은 멤버->큰 멤버)가 되도록 멤버들을 섞으려고 한다.이 때 지휘자는

이미 정렬한 가로 이 흩어져 있을까 왼쪽으로 가는 것을 주 하 지만 실

제로 왼쪽으로 갔을 때는 여 히 각각의 가로 은 키 큰 순서 로 정렬되어

있었다.세로 에서 이와 같이 멤버를 섞는 것이 가로 에서의 정렬에 향을

주지 않는다.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증명하시오.

<표Ⅱ-2>Sriraman(2003)이 제시한 난이도가 서로 다른 비둘기 집 원리를 용한 문제

의 다섯 문항은 모두 비둘기 집 원리를 용하여 해결할 수 있지만

난이도가 상이한 문제들이다.문항1은 6개의 음료를 비둘기 집으로,학생

을 비둘기로 용하여 생각하면,7명의 학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비교

쉽게 찾아낼 수 있는 문항이다.이 연구에서는 이 문항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비둘기 집 원리를 찾아내게 하여 이후 문항에서의 일반화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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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고자 하 고,실제로 부분의 학생들이 이 문항을 해결하 다.반

면,문항2는 일수와 아스피린을 비둘기와 비둘기 집에 용해야 하지만,

그 로 용시킬 수 없다는 에서 한 단계 높은 수 의 사고력과 통찰

력이 필요한 문항임을 알 수 있다.이 문항을 해결하기 해서는 각 날

짜에 복용한 아스피린의 수 뿐 만 아니라 그에 14를 더한 것 총 59개를

비둘기 집에,60일을 비둘기에 용해야 그 존재성을 확인할 수 있다.문

항3은 자연수 열 개를 뽑았을 때 가능한 합의 경우를 비둘기 집에,원소

가 열 개인 집합의 부분집합을 비둘기로 용해야 하며,문항4는 각 사

람 별 지인의 수를 비둘기 집에,방안에 있는 사람의 수를 비둘기로 보

아야 한다.

연구 결과 이 다섯 문항에 같은 원리를 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학생들 부류가 있었으며,비둘기 집 원리를 용해야 한다는 생각

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문제 상황에 하게 용시키지 못한 학생

들 부류가 있었다.이러한 에서 비둘기 집 원리는 문제 상황에서 이

원리를 용해야 한다는 발상 자체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비둘기 집

원리를 용해야 함을 알고 있더라도 비둘기와 비둘기 집에 응시킬

한 상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 한 뛰어난 수학 직 력과 사

고력을 요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연구에서는 4명의 재학생이 문항1,2,3,4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비둘기 집 원리를 일반화하는데 성공하 으며,다른 학생들과를 차별화

된 문제해결능력을 보 다.그러나 문항5는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다.본

연구에서는 이 문제에 한 학생들의 풀이 분석을 통해 재학생 별도

구로서의 합성을 탐구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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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귀류법

일반 으로 증명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 어진다.이미 증명된 공리

와 정리,가정으로부터 증명하고자 하는 정리를 직 유도하는 직 증명

법과,결론을 부정하여 모순을 이끌어내어 주어진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

는 간 증명법이 그 분류이다.귀류법은 증명하고자 하는 명제의 부정을

가정하여 모순을 보이는 증명방법으로서,후자인 간 증명법에 해당된다.

학자마다 귀류법을 간 증명법과 같은 것으로 보기도 하고,간 증명법

을 더 넓은 의미로 보아 귀류법이 간 증명법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도

하나,이에 한 학계의 공통 인 합의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

인다(조형미,2009;Antonini,2008).이것은 우를 이용한 증명법을 귀

류법의 일종으로 보는 지, 는 그 둘을 구별하여 다르게 보는 지의 차

이와도 련된다.

학교수학에서 귀류법은 2009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수학Ⅱ교과서의

집합과 명제 역에서 명시 으로 다루어지고 있다.이때 다음과 같이

우를 이용한 증명과 귀류법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우를 이용한 증명

명제와 그 우는 참,거짓이 일치하므로,명제 →가 참임을 보이는 신

그 우 ∼→∼가 참임을 보여도 된다.

귀류법

명제의 결론을 부정하면 참이라고 인정되고 있는 사실이나 그 명제가 가정하

고 있는 것에 모순된다는 것을 보임으로써,처음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방

법을 귀류법이라고 한다. (우정호 외,2014).

이러한 귀류법 용어의 도입은 기존의 2007개정 교육과정과 비되는

차이 으로,기존과 다르게 우를 이용한 증명법과 귀류법을 구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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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룸으로써 귀류법을 명제의 증명방법으로서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를 들면 기존 교과서에서는 명제 ‘는 유리수가 아니다.’를 귀류법을

용하여 증명하 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귀류법’이라는 용어를 도입하

지 않고 설명하 으나,2009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를 드러내어 귀류법

을 하나의 증명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귀류법을 강조하는 이러

한 추세는 귀류법의 의미와 요성을 반 한 것이다.

직 증명법이 증명의 출발 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하는가에 한

아이디어를 곧바로 제공하지 못하는 것에 비해,귀류법은 명제를 부정

후 증명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필요한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어 분석 인 방법이 그 로 드러나는 증명방법이라는 에서 그 요

성을 찾을 수 있다.조형미(2009)도 실제 증명하고자 하는 명제를 직

증명하기 어렵거나, 제보다 결론의 부정이 쉽게 이해되는 경우,모든

경우를 직 확인하여 참임을 보이는 것이 어려울 때 귀류법으로 증명하

는 것이 쉬울 수 있음을 언 하며 귀류법의 요성을 강조하 다.실제

로 유명한 증명 의 다수가 귀류법을 사용하고 있으며,특히 학 수학

의 다양한 분야에서 존재성과 유일성을 증명할 때 귀류법이 자주 사용된

다.이항연산에서 항등원과 역원의 존재의 유일성,소인수 분해의 유일

성,체 의 벡터 공간에서 기 로 벡터를 표 할 때 유일하게 표 된다

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가 그러한 이다(조형미,2009).물론 Lowenheim

과 같이 직 증명법에 비해 귀류법은 명제 자체가 참임을 제시 할 수 있

을 뿐 그 이상의 지식 확장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지 하여 귀류법의

상을 평가한 학자도 있으나(조형미,2009),귀류법을 통하여 명제를 보

다 쉽고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수학 의의는 상당

히 크다.이 듯 귀류법은 효과 인 발견 도구이며,매우 유용하고 강

력한 증명 방법이다(우정호,2004).

그러나 귀류법의 논리 구조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Antonini와

Mariotti(2008)은 간 증명법(indirectproof)에 한 연구를 통해 귀류법

의 복잡한 논리 구조를 밝혔다.그들은 수학 증명이 명제(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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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와 그것의 증명(proof,P),그리고 증명을 이치에 맞게 만드는 이론

(theory,T),이 세 가지 요소(S,P,T)4)로 구성된다고 보고,간 증명법

을 이 세 가지 틀로 분석하여 간 증명법5)의 모델을 만들었다.본 연구

에서는 간 증명법의 모델을 자세히 다루기보다는,이들의 연구에서 나

타나는 귀류법과,그에 내재하는 두 가지 논리 구조에 해서만 간단히

살펴보려 한다.

원래 증명하고자 하는 명제를   → 라 할 때,귀류법에 의한 증명

에서 실제 증명해야 하는 명제는    ∧∼ → ∧∼이다(은 임의의

수학명제를 뜻한다.).여기서 명제  의 가정 ∧∼은 명제   →의

부정이다.이때 원래 증명하고자 하는 를 원 명제(principalstatement),

증명하기 하여 직 증명으로 보이게 되는 명제  를 이차명제라고 하

자. 를 들어 귀류법을 이용한 다음 증명을 보자.

명제 :가 실수라 하자.  이면  는   이다.

증명 : ,≠,≠이라고 가정하자.≠,≠이기 때문에  의

양변을 와 로 나 수 있다.따라서   을 얻는다.

여기서 원명제와 이차명제는 다음과 같다.

4)여기서 P는 직 증명법,간 증명법,귀납법 등의 증명의 유형을 뜻하고,T는 유클

리드 기하,정수론 등의 수학 이론이나 추론 규칙 같은 논리 이론을 의미한다.

5)Antonini와 Mariotti(2008)는 보이려 하는 명제를   →라 할 때,실제 증명하

는 명제  에 결론의 부정인 ∼가 나타나는 증명을 간 증명법으로 보았다. 우를

이용한 증명은   →를 증명하기 해 실제로는 명제   ∼→∼를 증명하고,

귀류법을 이용한 증명은   →를 증명하기 해 실제로는 명제

   ∧∼ → ∧∼(여기서 은 임의의 수학명제를 뜻한다.)을 증명하게 된다.두

경우 모두 실제 증명하는 명제 에 ∼가 들어감을 확인할 수 있다(Antonini,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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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명제  이차명제  

가 실수라 하자.

  이면   는   이다.

가 실수라 하자.

  이고 ≠,≠이면   이다.

<표Ⅱ-3>원명제와 이차명제

이때,간 증명법으로서 귀류법이 증명되기 하여 정당화가 수반되어

야 하는 명제는  뿐만 아니라  →도 존재한다.그들은 이러한

 →를 메타명제라고 부르고, →의 증명을 메타증명이라 하며,메

타증명이 이치에 맞도록 하는 논리 이론을 메타이론이라고 하 다.이

듯 간 증명법은 이차명제  와 그 증명,메타명제  →와 메타이론

측면에서의 타당성을 보이는 것에서 복잡성을 띄게 된다.귀류법을 용

하여 명제를 증명한다는 것은 이러한 명제에 한 두 가지 논리 단계

로의 근이 가능함을 제로 하고 있다.이것은 높은 수 의 사고와 논

리 인 안목을 요구하기 때문에,많은 학생들이 귀류법 학습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원인이 된다.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고등학생 는 학생들

이 귀류법을 이해하여 명제를 증명하는 데 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고 보고하고 있으며,조형미(2009)는 학생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교사들도

귀류법의 논리 구조와 타당성을 완벽하게 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발

견하 다.

귀류법에 한 이러한 인지 어려움의 구체 인 원인 하나로서,

명제를 부정하는 것 자체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Anotonini(2001)는 수

학에서 명제를 부정하는 능력이 반 와 련된 인지구조,가능성과 련

된 인지구조,성질과 련된 인지구조와 연 되어 있다고 보았다.그는

이 반 ,가능성과 련된 두 가지의 인지구조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

는 ‘부정’의 의미를 해석할 때 많이 사용되는데,이것이 오히려 수학 으

로 엄 하게 부정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데 방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31-

주장하 다.Anotonini(2006)는 이 후의 연구에서도 원래 증명하고자 하

는 명제가 일 때,이를 부정한 명제  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보고하 다.

명제를 부정하는 것의 인지 어려움에 한 다른 연구로 Lin,Lee

와 Wu(2003)의 연구가 있다.그들은 귀류법을 용하는 데 필요한 지식

을 두 가지로 보았다.첫째가 이차명제를 알고 그것을 증명할 아는

지식인 차 지식,둘째가 귀류법의 원리로서 우규칙을 이해하는 지

식,즉  →의 타당성을 이해하는 개념 지식이다.그들은 이를 바탕

으로 고등학생과 학생들을 상으로 귀류법의 이해정도에 해 연구한

결과,학생들이 귀류법을 용하여 결론을 부정하는 것 자체에 해 어

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하 다.결론의 부정에 성공한 학생들도 ‘어떤’,

‘모든’등의 한정사를 부정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특히 ‘유

일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한 학생은 응답자의 20% 미만이었다.

Thompson(1996) 한 귀류법을 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렵

게 느껴지는 이유 하나로 부정하는 것 자체에 한 어려움을 들었으

며,문장을 정확하게 부정하는 능력은 귀류법을 용하는데 필수 이라

고 하 다.

귀류법에 한 인지 어려움의 다른 구체 인 원인으로,귀류법에

내재되어 있는 복잡한 논리구조를 생각할 수 있다.Goetting(1995)은

학생들이 귀류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해 연구하 다.그 결과

학생들도 명제와 증명이 제시되었을 때,가정이 무엇이고 보여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Antonini(2006)는 학생들이 보여야 하는 명제 를 증명하는 것과 이를

부정한 명제  를 증명하는 것 사이의 계를 직 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고 하 다.이는 귀류법을 논리 인 에서 보았을 때 메타

명제  → 가 타당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과 련되는데,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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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이해하기란 매우 어렵다.

귀류법에 한 인지 어려움의 다른 원인으로,원 명제에서 이차

명제로 환하는 것에 한 심리 어려움을 생각할 수 있다.귀류법을

증명의 아이디어로 생각한다는 것은 직 인 증명방법에서 간 인 증

명방법으로 생각을 환해야한다는 에서 학생들에게 어렵다.실제로

Barnad와 Tall(1997)은 가 무리수임을 귀류법으로 증명해본 경험이

없는 학생들을 상으로 ‘가 무리수임을 증명하시오.’의 문제를 제

시하 는데,이를 귀류법으로 증명한 참여자는 아무도 없었다.이 듯 명

제를 증명해야하는 상황에서,명제의 부정을 먼 가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한 거짓된 가정을 생각하고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은 인지 인

긴장감과 불안과 같은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는 도,학생들이 이 게

에 한 증명에서 귀류법을 생각해내는 것이 어려운 이유를 설명해

다.Antonini(2006)도 귀류법으로 증명하는 과정에서,원래 증명하고자

하는 명제 를 부정한 명제  를 구성할 때,부정한 명제  를 생각하

는 것은 거짓된 가정을 고려해야한다는 에서 인지 인 어려움을 상

하 다.특히 거짓인 명제로부터 출발하여 거짓인 결과를 유도해 냄으로

써 가정이 거짓임을 보이는 증명과정에서,불가능한 거짓인 명제에 계속

주의를 집 하고 검토하는 것은 내 인 부조화와 정신 인 괴로움을 일

으킨다(우정호,2004).이것은 형식 인 논리에 익숙하지 못한 학생에게

자연스럽지 못한 사고일 수 있으며,때로는 기존의 사고방식과는 다른

방향의 근을 요구한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Reid와 Dobbins(1998)도 귀류법을 생각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 하나로 결론을 부정하는 것을 가정으로 놓고 출발하는

것 자체에서 오는 일종의 감정 인 어려움과 두려움을 꼽았다.

Leron(1985)도 이와 유사하게 거짓인 가정으로부터 증명을 시작하는 것

에는 특수한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 다.그는 거짓인 가정으로부터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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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은 문제 해결자가 불가능한 세계로 들어가 사고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이 자체가 문제 해결자에게 인지 으로 매우 큰 부담과 압

감을 느끼게 한다고 하 다.이처럼 명제의 부정을 먼 가정하여 증명

을 시작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지 인 도 과 큰 용기를 요구한다.

이 듯 귀류법은 어려운 사고이지만,사실 귀류법의 추론과 아이디어

는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추론 방식이다.Freudenthal(1973)

은 ‘문이 잠겨있지 않을 것을 보니,피터는 집에 있다.’의 를 들며 ‘만

일 그 지 않다면,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식의 추론은 일상생활에서

도 흔히 사용되고 있음을 언 하 다.Freudenthal(1973)은 이러한 간

증명법의 일상 쓰임새에 주목하여,학생들에게 간 인 증명을 제시

하기 에 먼 이에 한 실제 인 경험이 먼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

하기도 하 다.Reid와 Dobbin(1998)도 7세의 아이들이 카드게임을 하면

서 자신이 원하는 카드를 찾거나 는 자신의 추측을 확인할 때 자연스

럽게 모순을 사용하는 방식의 사고를 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이 듯

귀류법의 추론은 나이 어린 학생들도 매우 자연스럽게 생각해낼 수 있는

간 인 증명방식이다.

그러나 귀류법이 일상 인 사고에서 흔히 발견되고,아동들도 사용하

는 자연스러운 추론 양식임에도 불구하고,실제 수업에서 학생들은 귀류

법을 용하여 명제를 증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Reid와

Dobbin(1998)는 이러한 상이 발생하는 것은 추측을 하지 못하기 때문

이며 수학 인 상황과 실제 인 상황이 서로 단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 다.이것은 귀류법의 이해에 있어,실제 상황과 수학 인 상황이 잘

이어 질 수 있는 연결 고리를 만드는 것이 요함을 암시하며,이 게

실제 인 상황과 수학 인 상황을 곧바로 연결 짓기 해서는 뛰어난 직

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 까지의 논의한 귀류법 련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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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을 때,일반 학생에 비해 수학 재는 귀류법의 용이 필요한 문제에

서 해결 방법으로서 귀류법을 더 쉽게 생각해내고,이를 논리 으로 잘

사용하여 증명해낼 것이라 보았다.앞서 보았듯이 문제풀이에서 귀류법

을 생각해 내기 해서는 일상생활과 수학 인 상황을 연결 짓는 직 이

필요한데, Krutetskii(1976)가 언 하 듯이 수학에 재능을 보이는 학생

들은 수학 인 으로 세상을 보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강은주,2008,

재인용)수학 재들은 비수학 인 일상 추론 가운데 귀류법의 논리

인 패턴을 발견하거나 이미 익숙해져 있어 문제 상황에서 손쉽게 귀류법

을 생각해낼 수 있다고 단된다. 한 귀류법을 사용하려면 원 명제에

서 이차명제로 환하여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재들은 일반 으로 이

러한 사고의 유연성이 높다고 평가된다.Krutetskii(1976)는 수학 재는

하나의 정신조작에서 다른 정신 조작으로 쉽고도 자유롭게 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 으며,Sriraman(2004)도 직 증명에서

간 증명인 귀류법으로 환되는 과정에서 수학 재의 사고 환 능력이

잘 드러날 수 있다고 하 다.한편 지 까지의 논의에서 살펴보았듯이

귀류법은 고도의 논리 사고와 지 인 도 정신을 요구하는데,일반

으로 수학 재는 일반학생보다 논리 인 감각이 뛰어나며,지 호기심

이 왕성하다고 평가되기에 문제 해결에 있어 명제의 부정,양화사의 사

용,이차명제와 원명제의 함의 계를 보다 잘 이해하여 귀류법을 하

게 용할 것이라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귀류법의 용이 재 별의 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단하고 련된 논의를 진행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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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연구방법 차

 1.연구 설계

앞서 이론 배경을 통해 경우나 기,비둘기 집 원리,귀류법에 해

알아보았다.비둘기 집 원리는 각각의 경우를 모두 확인하지 않고도 특

정한 상의 존재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경우 나 기의 효과 인 략이

될 수 있다. 한 귀류법 역시 복잡한 경우나 기 상황이 발생할 때,그

반 되는 경우를 생각하면 단순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경우 나 기의

효과 인 략이 될 수 있다.그리고 이론 배경을 통하여 이러한 효과

인 경우나 기 략을 생각하는 것은 매우 기발한 사고능력이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사고의 격한 상승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이러한 사고능력이 수학 재성과 련이 있을 것이라 상하고

본 연구에서는 비둘기 집 원리 용 문제가 수학 재성을 별하기에

합한 도구인지에 해 알아보고자 한다.이를 해 먼 여러 문헌 등

을 조사하여 다양한 비둘기 집 원리 용 문제들을 선별한다.그러고 나

서 그 풀이과정을 면 히 분석하여 재성을 별하기에 할 것 같은

두 문제를 택한다.특히 풀이과정 분석 시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직

인 도약이 필요한 부분을 상하 다.이 때,두 문제가 수학 재성

을 별하기에 합한 문제인지를 알아보기 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기 되는 집단을 선정해야 한다.이에 일반 학생보다는 수

학 재능이 뛰어나거나 는 뛰어날 것이라고 상되는 과학 고등학교

학생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는 것이 연구에 합하다고 단하 다.

그리고 1학년 100명의 연구 참여자를 상으로 하여 먼 두 문제를

용하여 해결정도를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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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2학년 학생 그간의 여러 수학 시험을 통해 수학 재능이

탁월하다고 인정받은 다섯 명의 학생을 선정하여 그리고 이들에게 문제

를 용하여 해결정도를 조사하고 답안을 분석하여 참여자들의 사고 특

성에 해 알아본다.이를 바탕으로 연구에서 선정한 두 문제가 수학

재성을 별하기 합한지 논의하고자 한다.연구 설계를 간략하게 나

타내면 다음의 <표 Ⅲ-1>와 같다.

문헌 조사를 통한 비둘기 집 원리 용 문제 조사

연구에 합한 비둘기 집 원리 용 문제 선정

과학 고등학교 1학년 100명 과학 고등학교 2학년 5명

․ 해결정도 조사

․ 답안분석

․ 해결정도 조사

․ 답안분석 면담

․ 문항의 난도 확인

․ 문항의 난도 확인

․ 문제 해결과정에서 드러난

사고 특성 분석

비둘기 집 원리 용문제가 수학 재성을 별하는데

합한지에 한 논의

<표 Ⅲ-1>연구 설계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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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사도구

수학 재성을 별하기에 합한지를 알아보는데 할 것 같은

비둘기 집 원리 용 문제를 선별하기 해,먼 여러 가지 비둘기 집

원리 용문제들을 수집하 다. Rosen(2004), Enisle(2005),

Scheinerman(2005)에서는 비둘기 집의 원리를 비교 쉽게 용할 수

있는 문항들을,Chen & Koh(1992),Titu & Zuming(2002),Tit&

Zuming(2006),고 균(2004),MathematicsMagazine에서는 비둘기 집

원리를 용하는 상을 찾기 어렵다고 상되거나,기발한 발상을 해야

하거나 직 인 도약이 필요한 문항들을 발췌할 수 있었다.이를 통해

다양한 난도의 비둘기 집 원리 용문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문헌을 통해 발췌한 문항들의 난도와

Sriraman(2003)이 연구에 사용한 문항들을 비교하여 소재와 난도 면에서

본 연구에 용하기 합하다고 상되는 다섯 문항을 선정하 다.이

최종 으로 밴드문제라는 것과 정사각형 내 정육각형 배치 문제라는

것을 연구에 사용하기로 선택하 는데,그 둘의 선택에 있어 공통 인 이

유는 다음과 같다.

․ 리 알려지지 않은 문제로 학생들이 본 이 없을 것으로 단됨.

․ 재성을 별할 수 있을 만큼 난도가 충분히 높다고 사료됨.

-학습으로는 성취할 수 없는 직 인 도약을 해야 함.

-비둘기 집 원리의 용 상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려움.

-비둘기 집 원리를 용하기까지의 상황설정이 뛰어난 사고력

을 요함.

특히 밴드문제는 귀류법이라는,앞서 언 했듯이 일반 인 학생들에

게는 매우 어렵지만 재학생들에게는 자연스러울 수 있는 증명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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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면에서 재 별에 하다고 단되었다.

한편 정사각형 내 정육각형 배치 문제는 비둘기 집의 원리를 용하는

상이 이산집합이 아니라 연속집합이라는 매우 특이한 문제 조건을 가

지고 있으며,그로 인하여 이산집합에서처럼 귀납 으로 사고하기가,즉

특별한 경우를 고려함으로써 일반화로 이어지는 사고를 하기가 어렵다는

에서 매우 난도가 높은 것으로 단되었다.

선정된 두 문항에 한 구체 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2.1.밴드문제

비둘기 집 원리 용문제 첫 번째 문제인 밴드문제는 다음과 같

이 서술되었다.

명의 오 스트라연주자들이 행,열의 형태로 서 있는 악단

이 있다.지휘자가 악단의 왼쪽에서 보니 키 작은 연주자가 키 큰 연

주자 뒤에 가려져 있어 잘 보이지 않아 각각의 행에서 오른쪽의 연주

자의 키가 왼쪽의 연주자의 키 보다 크거나 같게 되도록 연주자들을

재배열을 하 다(이를 행배열이라고 하자).지휘자가 이번에는 악단의

앞에 서서 보니 키 작은 연주자들이 키 큰 연주자 뒤에 가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각각의 열에서 앞을 기 으로 하여 뒤쪽의 연주자의

키가 앞쪽의 연주자의 키보다 크거나 같게 되도록 연주자들을 재배열

하 다(이를 열배열이라고 하자).이 때,악단의 연주자들은 행배열되

어 있음을 보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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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행과 번째 열에 있는 사람을 로 나타냈을 때,원래 만족되는 조

건은

∀≤≤ ≥′ ⇒  ≥′ 

이다.이때 각 열을 순서 로,즉 ≤ ≤ ≤⋯≤을 만족하

도록 늘어놓은 다음 를 ′로 표시하면

∀≤ ≤≥′ ⇒ ′≥′′ 

이때

∀≤ ≤≥ ′ ⇒ ′ ≥′′ 

임을 보여야 한다.

귀류법을 용하여 결론을 부정하면

∃∈…∃′∈…≥ ′ ∧ ′ ′′ 

이다.결론의 부정으로부터 모순을 일으키기 해

  ′′′′…′′

와 집합

  ′′…′

을 택하면,   이므로 원래 같은 행에

있던 의 원소와 의 원소가 존재한다.즉, ′∈,∈인 가 1

과  사이에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그런데,의 원소는

모두 ′′ 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 ≥ ′′

이고 의 원소는 모두 ′ 보다 작거나 같으므로

≤′

이다.귀류법 용을 해 결론을 부정하여 얻은 가정에 의하여

밴드문제의 풀이과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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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므로 ′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

∀≤≤ ≥′ ⇒  ≥′ 

에 한 모순을 얻게 되어

∀≤ ≤≥ ′ ⇒ ′ ≥′′ 

가 성립한다.￭

밴드문제는 문제 상황이 비교 쉽게 이해되며 문제에서 요구되는 증

명을 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하지만 막상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기호화에서부터 어려움이 시작된다.

밴드문제에서 보이라고 한 것을 직 으로 증명할 수도 있지만,악단

의 연주자들이 여 히 행배열되어 있음을 보이라고 한 것은 마치 각각의

행마다 연주자들의 배열을 일일이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처럼 학생들에

게 인식되기가 쉽다.따라서 수학 감이 뛰어난 학생들은 귀류법에

의해 경우를 여 밴드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발상을 할 것이라 상했

다.귀류법을 용하기 해서는 결론을 부정해야 하는데,결론이 칭양

화사6)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부정은 기호화를 통하여 가능하

다.밴드 단원들의 키를 비교해야하기 때문에,결론을 기호화하려면 단원

들을 치에 따라 구별해야한다.이들이 직사각형 열로 배치되어있기

때문에 각 단원이 속한 행 번호와 열 번호에 따른 치표시가 필요하다.

풀이에서 사용된 와 같은 행렬의 원소 표기법이 아니더라도,학생들은

6)양화사(quantifier)란 양을 나타내는 한정사로 수량사라 하기도 한다.본 연구에

서 ‘양화사’란 기호 논리학에서 사용하는 ‘모든’의 뜻을 의미하는 보편양화사(∀)

와 ‘어떤’의 뜻의 의미하는 존재양화사(∃)을 의미한다.한편,본 연구에서는 기

호 ∀∃를 명시 으로 사용하지 않았어도 이와 같은 의미로 함축 인 표 을

하 으면 양화사를 사용했다고 해석했다. 한,기호∀∃를 사용하지 않는

신 ‘모든’,‘어떤’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문제 상황을 함축 으로 서술한 경우도 양

화사를 사용했다고 해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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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 로의 두 개의 변수를 도입한 후 그것들을 효율 으로 사용하는 방

법을 고안해야한다.이 부분은 행렬에 한 지식이 있는 학생들에게 좀

더 유리할 것이나,그 지 않더라도 수학 사고력인 뛰어난 학생은 충

분히 한 표기방법을 고안해낼 것으로 상된다.

결론을 기호화하려면 주어진 조건의 기호화가 선행되어야한다. 의

풀이에서 보듯이,번째 행과 번째 열에 있는 사람을 로 나타냈을 때,

원래 주어진 조건은

∀≤≤∀′≤ ′≤≥′ ⇒  ≥′ 

이다.각 열을 키순서 로 정렬하 다는 조건은

∀≤ ≤∀≤≤≤≤ ≤⋯≤

으로 기호화되는데,세 개의 첨자가 필요하다는 에서 쉽지 않다.세 개

의 첨자가 도입된 복잡함을 피하기 하여 를 ′로 표시하면

∀≤≤∀≤≤≥ ′ ⇒ ′≥′′ 

이 각 열을 키순서 로 정렬하 다는 조건을 기호화한다.이 게 도입된

′를 사용하여,각 열을 키순서 로 정렬하더라도 각 행의 키순서 로

의 정렬이 그 로 유지된다는 결론을 다음과 같이 기호화 할 수 있다.

∀≤≤∀≤ ≤≥′ ⇒ ′≥′′ 

이 기호화된 결론을 부정하면

∃∈…∃′∈…≥′ ∧ ′  ′′ 

이 된다.형식화된 논리를 배우지 않은 학생들로부터 이 정도의 엄 한

기호화를 통한 부정을 기 할 수는 없으나,수학 재능이 뛰어난 학생

이라면 나름 로의 기호화를 통하여 결론을 부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하 다.

의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귀류법 용을 하여 결론을 부정하려

면 문맥 체의 구조를 정확하게 악해야함을 알 수 있다.고등학교 과

정에서 귀류법을 학습하 더라도,수학의 논리성과 엄 성을 인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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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거나 발상의 환이 자유롭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쉽지 않다.반면에

귀류법과 같은 형태의 추론은 실생활에서도 “만약 그 지 않다면…”으로

시작되는 귀류법의 추론방식은 흔히 사용되므로,귀류법을 학습하지 않

았더라도 뛰어난 사고를 할 수 있는 학생은 이 문제에 귀류법을 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하 다.이 문제의 해결을 하여 귀류법을 용해

야겠다는 생각을 해 내는 것과 귀류법을 용하기 하여 결론을 부정하

는 것 모두 우수한 수학 능력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한 참

인 상황을 부정하여 거짓으로 가정하고,거짓인 상황을 참으로 받아들여

추론을 하여야하기 때문에 인지 갈등을 넘어서는 사고의 환이 필요

하기도 하다.

이제 귀류법을 용해 결론을 부정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시

작하 다면,모순을 일으키는 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야 하는데,그

존재성을 비둘기 집의 원리를 용하여 보이는 것이 밴드문제의 해결방

법이다.비둘기 집의 원리를 용하기 하여 집합

  ′′′ ′…′′

와 집합

  ′′…′

을 택하면   이므로 원래 같은 행에 있던

의 원소와 의 원소가 존재한다.즉, ′∈,∈인 가 1과  사

이에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그런데,의 원소는 모두 ′′ 보

다 크거나 같으므로

′ ≥ ′′

이고 의 원소는 모두 ′ 보다 작거나 같으므로

′ ≥

이다.귀류법 용을 해 결론을 부정하여 얻은 가정에 의하여

′ ′   ′이므로 ′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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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에 한 모순을 얻게 되어

∀≤ ≤≥ ′ ⇒ ′ ≥′′ 

가 성립함을 보이게 된다.

그런데 의 풀이에서 비둘기 집의 원리를 용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왜냐하면 밴드 문제의 조건에는 ‘어도 ～이

존재한다.’와 같은 비둘기 집의 원리를 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추측

할만한 단서가 될 것이 없기 때문이다. 한 비둘기 집의 원리의 용

상인 집합 와 를 찾아내는 동시에 비둘기 집의 원리를 용해야한다.

연 성이 없어 보이는 각각의 조건들을 연합하여 비둘기 집의 용

상으로 인식하고 이와 동시에 원리의 용을 생각해 내는 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사고과정이 아니다.이러한 발상을 하는데 매우 뛰어난 수학

직 과 찰력을 요하면서도 특별한 수학 지식이나 원리는 필요하

지 않다.따라서 문제에 비둘기 집의 원리를 용할 수 있음을 생각해

내는 것은 수학 지식을 이해하고 이를 문제에 용할 수 있느냐의 문

제라기보다는 문제 해결자가 가진 본연의 뛰어난 직 과 통찰력으로부터

문제가 요구하는 기발한 발상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볼 수 있다.이

러한 에서 비둘기 집 원리를 용하는 것이 뛰어난 수학 능력을 보

여주는 것이라 상하 다.

2.2.정사각형 내 정육각형 배치 문제

비둘기 집 원리 용문제 두 번째 문제인 정사각형 내 정육각형

배치 문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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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각형 내부에 있는 정육각형에 순서를 매긴 다음,번째 정육각

형의 한 변의 길이를 라고 하자.그러면 
  



  ,즉,


  



  

정사각형 내부에 있는 번째 정육각형을 정사각형의 가로 변에 정사

시켰을 때,그 그림자의 최소 길이는,정육각형의 마주보는 두 변

이 정사각형의 세로 변에 평행할 때이므로, 이다.따라서 가로

변으로 정사 된 개의 정육각형의 그림자의 총합은


  



  

이상이다.

비둘기 집의 원리에 의하여 정사 되어 얻어진 그림자 어도 다

둘 의 길이의 총합이 42인 정육각형 개가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의 내부에 임의로 배치되어 있다.이 때, 어도 5개의 정육

각형과 각각 만나면서 서로 직교하는 두 직선이 존재함을 보이시오.

(단,≥)

정사각형 내 정육각형 배치 문제는 MathematicsMagazine에 수록된

문제7)에 조건 ≥을 추가하여 재구성한 것이며 풀이과정은 다음과 같다.

7)MathematicsMagazine,VOL.84,NO.2,APRIL2011,problem 1842.Proposed

by Bianca-Teodora Iordache,student,NationalCollege"CarolI,"Craiova,

Romania.SolutionbyCMC328,CarletonCollege,Northfield,MN에서 발췌하

으며 원 문항은 다음과 같다.

Sumofperimetersofregularhexagonsinsideasquareofside3is42.

Provethattherearetwoperpendicularlinessuchthateachoneofthem intersectsat

leastfiveofthehexag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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섯 개가 겹치는 부분이 가로 변 에 존재함을 보여야 하나,비둘기

집의 원리를 용한 상이 이산 이 아니어서 기존의 비둘기 집의

원리가 용될 수 없고,연속된 상에 한 비둘기 원리를 보장하는

다음의 정리가 필요하다.

정리 ℝ 의 유한구간 의 길이를 라고 나타내자.ℝ 의 유한구간

,,…,에 하여 이들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닌  개가

존재하지 않으면 다음이 만족된다.


  



 ≤ 
  



.

증명.
ℝ,

  라고 하자.이제   … ∈
에

하여 
  



,
 

 ∩
∩⋯ 

,  라고 하자.교집합이 공

집합이 아닌  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에 의하여  이면

 ∅이다. 한   이라하자.그러면   
∈   

 이고 이

때  들은 서로 소이다.따라서


  



  
∈   ≥ 

 

이다.이 때, 들이 서로 소이므로


  



 
∈  ≤  ≤ 



이다.이로부터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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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어서 증명이 마무리 되었다.

의 정리에서 들을 가로 변에 정사 된 그림자들로 보면


  



 ≥ 이고 
  



≤ 이다.따라서


  



     ×  ≥ 
  




이 되어서 의 정리에 의하여 공통부분을 가지는 다섯 개의 그림자

들이 존재하게 된다.이 게 얻은 공통부분에 속하는 한 개를 택

하여 X라고 하자.

의 주장을 되풀이하여 정육각형들이 정사각형에 세로 변에 정사

되어 생기는 그림자들 공통부분을 가지는 다섯 개가 존재함을 보

일 수 있다.이 공통부분에 속하는 한 개를 택하여 Y라고 하자.

X를 지나면서 정사각형의 세로 변에 평행인 직선은 다섯 개의 정육

각형과 만나야한다.마찬가지로 Y를 지나면서 정사각형의 세로 변에

평행인 직선은 다섯 개의 정육각형과 만나야한다.이 두 직선은 명백

히 직교한다.따라서 이 두 직선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한

다.

정사각형 내 정육각형 배치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먼 조건 ‘둘

의 길이의 총합이 42인 정육각형 개가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의

내부에 임의로 배치되어 있다’는 정보를 활용해야 한다.‘둘 의 길이의

총합이 42인 정육각형’이라는 부분에서 ‘정육각형의 한 변의 길이의 합이

7’이라는 것은 쉽게 추론할 수 있다.하지만,‘정육각형 개가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의 내부에 임의로 배치되어 있다’는 정보를 활용하

기 해서는 의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정육각형의 개수,크기, 치의

세 가지 정보를 정교화8)해야 한다.이때 정육각형의 크기와 치는 모두

8)국립 국어원 표 국어 사 에 의하면 ‘정교하다’는 ‘내용이나 구성 따 가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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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으로 변화하는 상이기 때문에 이산 인 상을 다룰 때 유용하

게 사용할 수 있는 시행착오 방법과 같은 귀납 근으로 문제 상황을

악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한 연속집합을 상으로 하는 문제이

기 때문에 이산집합을 상으로 하는 밴드문제와는 달리 문제 해결의

반에 귀류법을 사용한다 해도 고려해야 하는 경우의 수가 어들지 않는

다는 어려움이 있다.따라서 문제를 한 학생들은 문제 상황 자체를 구

체 으로 악하기 힘들며,어디서부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지,문제의 조건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에 해 막막함을 느낄 수 있다.

정사각형 내 정육각형 배치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번째 정사각

형의 한 변의 길이를 라 하 을 때,
  



   이라는 정보를 도

출해야 한다.매우 높은 수 의 직 도약이 필요하다.따라서 이 정보

를 도출해낼 수 있는 능력을 매우 뛰어난 수학 능력이라고 상하 다.

이제 이것과 문제에 주어진 정보들을 종합한 것에 비둘기 집 원리를

용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사실 이 문제에는 ‘어도 5개의 정육각형

과 만나는’이라는 단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비둘기 집 원리가 필요할

것이라는 추측은 할 수 있다.하지만 
  



   이라는 정보와 이

조건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과 ‘어도 5개의 정육각형과 만나

는’과 연합하여    × 를 찰할 수 있다는 것에는 매우 높은

찰력이 요구된다. 한,정사각형 내 정육각형 배치 문제에서는 연속 인

상을 다루고 있으므로,기존의 이산 인 상에 용하는 비둘기 집

원리를 그 로 용할 수 없으며 비둘기 집의 원리를 정사각형 내 정육

각형 배치 문제에 용하기 해서는 정교한 정보의 처리가 요구된다.

하고 치 하다.’의 의미를 갖는다.성 원(2013)은 ‘정교화’를 ‘정보를 통합하여 내

용과 구성을 정확하고 치 한 상태로 바꾸다’의 의미로 사용하 다.본 연구에서

‘정교화’를 ‘정보를 통합하여 문제의 조건을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구체 인

형태로 바꾸는 것’의 의미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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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사각형 내 정육각형 배치 문제에 비둘기 집 원리를 성공 으로

용하는 것은 뛰어난 발상과 감뿐만 아니라 수학 정보를 정교히 처

리할 수 있을 만큼의 수학 재능을 가진 학생들만이 가능할 것이라

상하 다.

3.연구 참여자 표집방법

3.1.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비둘기 집의 원리를 용한 경우나 기 문제가 수학

재성을 별할 수 있는 도구로서 합한지 알아보는 것을 그 목표로 하

고 있다. 에서 언 하 듯이 재성을 별하기에 할 것 같은 두

문제인 밴드문제와 정사각형 내 정육각형 배치 문제를 선정하 다.

Sriraman(2003)은 밴드문제를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용하 는데,매우

뛰어난 수학 재도 이를 해결하지 못하 다. 한,정사각형 내 정육각

형 배치 문제는 밴드문제보다 그 난도가 더 높다고 상하 기에 연구

참여자를 수학 재성이 있다고 단되거나 상되는 학생들인 과학

고등학교 학생들로 선정하 다.밴드문제와 정사각형 내 정육각형 배치

문제 모두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 상하고 과학고등학교 2학년 학

생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려 하 다.하지만 연구 당시 2학년들은

학입시 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기로 모든 학생들을 상으

로 연구를 진행하기에 실 인 어려움이 존재하 다.이에 따라 1학년

100명의 학생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고 문제를 투입하여 해결하게 하

다.그 결과 밴드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한 학생이 1명,정사각형 내 정육

각형 배치 문제를 해결한 학생은 없었다.두 문제 모두 난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는 있었으나, 부분의 답안이 분석할만한 유의미한 내용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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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

수학

성취도9)
외부수상경력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세부능력

특기사항’에 기재된 내용)

A1 1%

∙KMO 등부 상

∙KMO고등부 동상

∙2013FallA-LevelSenior동상

∙성균 학교 주최 수학경시

회 상

문제를 기술 으로 근하기 에 문

제 자체에 한 충분한 이해와 수학

감각을 통해 해결하며,문제에

한 기술 근 방법을 통한 체계

이고 논리 인 이론 개능력을 가짐

A2 2%

∙KMO 등부 은상

∙2013FallA-LevelSenior동상

∙성균 학교 주최 수학경시

회 은상

일반화를 증명하여 제출하는 등 다양

한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함.

A3 4% ∙KMO 등부 동상

3차원 입체도형의 2차원 면을 한

씩 맞붙여 4차원의 입방체를 표

하 으며 이러한 4차원 입방체에서 3

차원의 그림자를 보려고 시도 하 다

는 에서 창의성을 인정받아 학생들

과 교사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음.

A4 9%

수상경력은 없으나, 학교1학년

때 수학올림피아드 경험이 약 1

년 정도 있음.

실수의 연속성과 실직선과의 일 일

응 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

을 우들에게 발표하 으며,그 과정

에서 수학 엄 성과 논리성에 한

<표 Ⅲ-2연구 참여자들의 성취도,외부수상경력,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고 있지 않아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한 비둘기 집 원리 용 문제에서

요구하는 수학 재의 사고특성을 보기 어려웠다.이에 좀 더 수학

재능이 뛰어날 것으로 기 되는 학생들을 연구에 참여시키기로 하고,과

학 고등학교 2학년 그간의 여러 수학 시험을 통해 수학 재능이 탁

월하다고 인정받은 다섯 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 다.

구체 으로 G과학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상 인 수학성취도가

10%내이며,수학올림피아드 등 수학 련 경시 회를 비해본 경험이

있거나 실제 수상경력과 담당 수학교사의 의견을 반 하여 연구에 참여

의사를 희망한 5명이 연구에 참여하 다.아래의 <표Ⅲ-2>는 연구 참여

자 5명의 수학성취도 외부수상경력,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세부능력

특기사항’에 기재된 내용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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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돋보임

A5 5%

수학올림피아드 는 수학 련

외부경시 회 수상 실 없으며

비경험 없음.

3.2.표집방법

본 연구는 G과학 고등학교 1학년 100명과 2학년 5명이다.특히 2학

년 학생 5명은 같은 학년 학생들과 비교하 을 때 상 인 수학성취도

10% 이내이며 수학 올림피아드 등 수학 련 경시 회 비경험이 있

다. 연구에 자발 으로 참여하려는 의사를 밝히면서 한 문제해결과정

을 말과 로 표 하는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로 선정하 다.이는 사례

연구에 합한 연구 상을 선정하는 “의도 표본(purposesampling)"

이라 할 수 있다(조용환,1999;Merriam,1998).

4.자료수집 분석

본 연구에서는 비둘기 집 원리 용문제가 수학 재성을 별하기

에 타당한지에 해 알아보기 해 다양한 문헌을 조사하여 비둘기 집

원리 용문제를 발췌하 다.이는 앞서 언 한 바와 같다.

본 연구에 용할 비둘기 집 원리를 용한 경우나 기 문제인 밴드

문제와 정사각형 내 정육각형 배치 문제를 G과학 고등학교 1학년 100명

9)수학성취도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학기말 성 ,1학년 2학기 학기말 성 ,2학

년 1학기 학기말 성 의 석차들을 더한 후 평균을 구하고 이를 상 인 지표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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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2학년 5명에게 풀도록 하 고 그 답안을 수합하 다.1학년 학생들은

문제를 거의 해결하지 못해 문제해결과정에 한 면담은 진행하지 않았

다.2학년 5명의 참여자 밴드문제를 해결한 참여자는 3명이고 정사각

형 내 정육각형 배치 문제를 해결한 참여자는 아무도 없었지만,한 명의

참여자는 뛰어난 수학 능력을 보여주었다.이를 심층 으로 분석할 필

요가 있다고 단하여 2학년 5명의 참여자를 상으로 문제해결과정에

한 면담을 진행하 다.

면담 자료는 연구 참여자들이 제출한 답안을 분석하여 면담에 사용할

질문을 만들고 반구조화된 면담을 통해 학생들의 문제해결과정을 심층

으로 조사하여 작성되었다.연구 참여자에게 자신이 해결한 방법에 해

설명하도록 하 고,설명이 불명확하거나 논리 이지 못할 때 는 해결

과정에 오류가 있다고 단될 때는 재설명을 요구하 다.면담에 사용된

질문은 학생들의 답안과 면담과정에서 흐름에 따라 달라졌지만 공통 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 이와 같은 문제 는 유사한 문제를 풀어본 경험이 있는가?있다

면 언제인지 기억하고 있는가?

• 문제를 읽고 어떻게 문재해결을 시작하게 되었는가?

• 문제를 해결하기 해 사용했던 략,아이디어는 무엇인가?

• 략은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는가?이 략을 이용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것은 언제 확신하게 되었는가?

• 문제에서 특별히 주목한 부분이 있는가?

면담에 사용된 질문들은 주로 문제해결과정에서 사용하는 략,아이

디어에 집 되었다.질문에 한 반응은 연구 참여자의 기억을 회상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므로 문제해결 후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면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하 고,얻어진 면담 자료는 사하 다.자료의

신뢰성,타당성을 확보하기 해 사된 자료를 연구 참여자들에게 제시

하여 읽어보도록 하여 이상이 있는 부분들에 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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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의 답안과 심층 면담 자료를 분석하며 느낀

들을 정리하여 학생들의 답안을 분석하는데 보조 자료로 활용하 다.

연구 참여자의 답안에서 사용된 용어,기호와 증명을 개하는 과정 등

에 주목하여 그 특징을 서술하 다. 한 심층 으로 분석된 면담 자료

에서 보이는 연구 참여자의 사고과정,문제해결 략 선택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서술하 다.이 자료는 연구자의 에서 서술된 것으로 주

성격이 강한 자료라고 단하여,동료연구자들의 조언과 확인 통해 신뢰

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해 노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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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연구결과

1.밴드문제

밴드문제는 문제 속 상황이 비교 쉽게 이해되며 증명하고자 하는

바가 직 으로 성립될 것 같은 인상을 다.하지만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몇 가지 상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먼 행렬기호를 이용하여 정확하게 문제 상황을 기호화해야 하는데,

행렬에 한 지식 없이는 문제 내용을 기호화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한,직 증명하기에 고려해야하는 경우가 무한히 많아서 귀류법을 통해

고려해야 하는 경우의 수를 여야 한다.귀류법은 앞에서 언 하 듯이

높은 사고 수 과 사고의 환을 요구하는 증명법으로 밴드문제에서 귀

류법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렵거나 귀류법을 용하여 결론을 정확하

게 부정하는 것에서 어려움이 상된다.마지막으로 비둘기 집 원리를

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 비둘기 집 원리의 용 상을 찾는

것과 원리를 용하는 것을 동시에 발상하는 것은 뛰어난 수학 직 과

찰력을 요한다는 에서 문제해결에 어려움이 상된다.

실제로 1학년 100명의 연구 참여자와 2학년 5명의 연구 참여자에게

밴드문제를 용한 결과 1학년 100명의 학생 1명,2학년 연구 참여자

5명 3명이 밴드문제를 정확히 해결하 다.

아래에서는 밴드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상되는 어려움이 구체

으로 무엇인지 살펴보고,연구 참여자들의 답안을 분석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수학 재의 사고 특성이 잘 드러나는지에 해 알아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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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밴드문제는 행렬에 한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문제 내용

을 기호화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실제로 기호화를 해보면 번째 행과 

번째 열에 있는 사람을 로 나타냈을 때,원래 만족되는 조건은

∀≤≤≥ ′ ⇒ ≥′ 10)

이다.이 때 각 열을 순서 로,즉 ≤≤ ≤⋯≤을 만족하

도록 늘어놓은 다음 를 ′로 표시하면

∀≤ ≤≥′ ⇒ ′≥′′ 

이 성립한다.이 때

∀≤ ≤≥ ′ ⇒ ′ ≥′′ 

임을 보이는 것이다.

밴드문제를 1학년 연구 참여자 100명에게 용한 결과,60명의 참여자

들은 ×형태의 성분들을  ,과 같은 기호로 표 하 으나,40

명의 참여자는 밴드문제에서 이와 같은 기호로 표 하지 못하 다.이를

기호를 도입하여 통해 밴드문제의 내용을 표 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문제 상황을  ,과 같은 기호로

표 한 60명 에서도,단 1명의 학생만이 양화사를 사용하여 <그림 Ⅳ-1>

과 같이 행배열,열배열된 상태를 표 하여 정확하게 문제 상황을 기호

화하 다.

10)양화사(quantifier)란 양을 나타내는 한정사로 수량사라 하기도 한다.본 연구에

서 ‘양화사’란 기호 논리학에서 사용하는 ‘모든’의 뜻을 의미하는 보편양화사(∀)

와 ‘어떤’의 뜻의 의미하는 존재양화사(∃)을 의미한다.한편,본 연구에서는 기

호 ∀∃를 명시 으로 사용하지 않았어도 이와 같은 의미로 함축 인 표 을

하 으면 양화사를 사용했다고 해석했다. 한,기호∀∃를 사용하지 않는

신 ‘모든’,‘어떤’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문제 상황을 함축 으로 서술한 경우도 양

화사를 사용했다고 해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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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1>양화사를사용하여기호화한 1학년연구참여자의밴드문제답안

문제 상황을 표 하기 해 기호조차 도입하지 못한 40명 14명은

문제해결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 고,26명은 크기가 × 는 × 인

직사각형 형태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만 밴드 문제를 다루었을 뿐 이를

일반화된 상황으로 확장시키지 못하고 기호화에 실패하 다.

한편,2학년 연구 참여자 5명에게 밴드문제를 용한 결과,모든 참여

자들이 ×형태의 성분들을  ,과 같은 기호로 밴드문제 상황

을 표 하 다. 한 A1,A2,A4,A5가 양화사를 사용하여 문제의 뜻을

간단히 표 하 는데,그 에서도 A1은 보편양화사 ∀와 존재양화사

∃를 사용하여 문제의 뜻과 구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고 함축 으로

표 하며 연구 참여자 가장 뛰어난 기호사용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림 Ⅳ-2>기호화와 련된 A1의 밴드문제 답안

한편,문제의 조건을 기호화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와 같이 번째 행

과 번째의 열의 정보를 표 하기 해 두 개의 첨자를 사용하거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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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열된 상태와 열배열된 상태에서의 성분을 구별해서   와 같이 나

타낼 필요는 없다.오히려 이보다 더 간단한 형태의 기호를 사용하며 문

제의 뜻을 제 로 달할 수 있다면,그것은 뛰어난 사고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이와 련하여 1학년 학생 100명의 답안에서 간단한

기호를 사용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2학년 연구 참여자 5명

A1과 A2는 행배열,열배열된 상황에서 각각의 성분을 나타내는 기호인

 가 아닌 자신만의 새로운 기호를 사용하 다.먼 A2는 3개의 첨

자를 사용한 기호인  를 사용하 는데    ′(는 행배열된

상태에서 행,열의 성분, ′는 열배열된 상태에서 행,열의 성분)

를 의미한다는 에서   의 정보를 하나의 기호 에 모두 포함시

켰다.

<그림 Ⅳ-3>기호화와 련된 A2의 밴드문제 답안

A1은 A2보다 좀 더 간단한 형태의 기호를 사용하면서도 문제의 정

보를 정확하게 표 하며 뛰어난 기호사용능력을 보여주었다.A1은 <그림 Ⅳ-4>

에서와 같이 문자와 를 삭제하여 행배열한 상태에서 열의 성분을

   …   ,열의 성분    …   로 나타내고도 문제의 뜻을 그

로 달하 다. 한 A1은 행배열과 열배열된 상황의 성분을 ,등

과 같이 구별하여 나타내지 않고,자신이 기존에 행배열된 상황에서 사

용했던 기호 ,를 열배열 상황을 그 로 사용하면서도 그 의미가 잘

달될 수 있도록 하여 A2보다도 효율 인 기호사용 능력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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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기호화와 련된 A1의 밴드문제 답안

다음으로 조사도구에서도 언 하 듯이 밴드문제를 해결하기 해 귀

류법을 용하겠다고 생각하는 것과 결론을 부정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

라고 상하 다.밴드문제를 직 증명을 시도한다면,무한히 많은 경우

를 생각해야하는데 이 때, 상의 집합의 여집합을 생각하여 증명을 시

도하는 것이 귀류법이며,이때 귀류법은 고려해야 하는 경우를 여 다

는 에서 효과 인 경우나 기 략으로 볼 수도 있다.이론 배경에

서도 언 하 듯이,귀류법은 이해하고 용하기 해서는 명제의 구조

정확히 악해야 하며 결론을 부정하여 그것을 다시 가정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 사고의 환이 필요하다.따라서 귀류법을 문제에 용하는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이를 용하기 해 결론을 부정하는 데는 뛰어난

논리 감각과 사고의 유연성을 필요로 한다.

이 문제에 귀류법을 용하기 한 결론의 부정은 다음과 같다.

∃∈…∃′∈…≥ ′ ∧ ′ ′′ 

진리표와 양화사를 제 로 배우지 않은 학생들로부터 정확하게 부정

하는 것을 기 할 수는 없으나,수학 재들은 엄 하지는 않을지라도 이

것을 해 낼 수 있는 수학 직 을 갖추고 있을 것이라 상했다.

이와 련하여 1학년 학생 100명 4명만이 귀류법을 용해야겠다

는 생각을 하 다.이를 통해 밴드문제에 귀류법을 용해야겠다고 생각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에서 언 하 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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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화사를 사용하여 행배열,열배열된 상태를 표 한 1학년 참여자는 귀

류법을 용해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그림 Ⅳ-5>과 같이 정확하게 결

론을 부정하 다.

<그림Ⅳ-5>귀류법을 용하여결론을정확히부정한1학년참여자의밴드문제답안

귀류법을 용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96명의 참여자 14명은

해결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나머지 참여자들은 <그림 Ⅳ-6>와 같

이 주로 특정한 경우에 해 성립한 결과를 증명 없이 일반화했거나,

일반화된 상황을 몇 가지의 경우로 나 어 확인한 다음 명확한 증명과정

없이 성립한다고 응답하 다.

<그림 Ⅳ-6>증명 없이 일반화를 시도한 밴드문제의 답안

한편,2학년 연구 참여자 5명 A5를 제외한 나머지 네 명의 참여자

들이 밴드문제에서 귀류법을 용하 다.A1,A2,A3,A4는 밴드 문제

가 무한히 많은 경우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을 포함하고 있음을 인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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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에 직 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힘들다고 단하 고,귀류법

을 용해야겠다고 생각하 다.이들은 결론을 부정한 상황을 쉽게 생각

할 수 있었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에서 직 으로 사고의 환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한,귀류법을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는지에

한 질문에 ‘하나하나 보이기 힘들 것 같다’,‘증명하고자 하는 것인 당연

하다는 느낌이 있었다’로 답하 다.이를 통해 귀류법을 용하겠다고

생각하는 A1,A2,A3,A4에게 자연스러울 수 있는 사고 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귀류법을 용하겠다는 생각한 네 명의 연구 참여자 모두가

귀류법을 용하여 결론을 정확하게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 에서 양화

사를 사용하여 문제 상황을 기호화한 A1,A2,A4,A5 A1과 A2만이

귀류법을 용하여 결론을 정확하게 부정하 다.(<그림Ⅳ-7>,<그림Ⅳ-8>

참조)

<그림Ⅳ-7>귀류법을 용하여결론을정확히부정한A1의밴드문제답안

<그림Ⅳ-8>귀류법을 용하여결론을정확히부정한A2의밴드문제답안

하지만,A3와 A4는 귀류법을 용하여 결론을 제 로 부정하지 못했

다.A3와 A4는 A1과 같이 ‘어떤 와 ’의 두 열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와 ’로 서술하여 인 하는 두 열을 선택했다는 것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다(<그림 Ⅳ-9>,<그림 Ⅳ-10>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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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9>결론을 제 로 부정하지 못한 A3의 밴드문제 답안

<그림 Ⅳ-10>결론을 제 로 부정하지 못한 A4의 밴드문제 답안

한편,밴드문제를 해결하기 해 귀류법을 용하여 얻어진 결론의

부정으로부터 모순을 일으키는 상의 존재성을 보이는데,그 존재성을

비둘기 집의 원리를 용하여 보이는 것이 이 밴드문제의 해결방법이다.

비둘기 집의 원리를 용하기 하여 집합

  ′′′ ′…′′

와 집합

  ′′…′

을 택하면    이므로 원래 같은 행에 있

던 의 원소와 의 원소가 존재한다.즉, ′∈,∈인 가 1과 

사이에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그런데,의 원소는 모두 ′′

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 ≥ ′′

이고 의 원소는 모두 ′ 보다 작거나 같으므로

′ ≥

이다.귀류법 용을 해 결론을 부정하여 얻은 가정에 의하여

′ ′   ′이므로 ′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

∀≤≤≥′ ⇒  ≥′ 

에 한 모순을 얻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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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가 성립함을 보이게 된다.

의 풀이에서 비둘기 집의 원리를 용하겠다고 생각해 내는 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다.집합 와 을 찾아내는 것과 비둘기

집의 원리를 용하는 것이 동시에 발상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은 뛰어난

수학 직 과 찰력을 요구한다.

이와 련하여 귀류법을 용하겠다고 생각한 1학년 4명의 참여자들

가운데 단 한명만이 비둘기 집의 원리를 용하여 문제를 해결하 다.

한편,2학년 연구 참여자들 귀류법을 용하겠다고 생각한 A1,A2,

A3,A4 A4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참여자들이 비둘기 집 원리를

용하여 밴드문제를 해결하 다.특히 A1과 A2는 귀류법을 통해 부정한

결론 ∃∈…∃′∈…≥ ′ ∧ ′ ′′  에서   인

특수한 경우에서부터 모순을 일으키는 상을 찾기 시작하 다.A2의

경우를 먼 살펴보면,A2는 최솟값,최댓값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부터

모순을 찾기 시작하 다.최솟값인 상황에서 


를 만족하는

가 존재하여 모순을 보 다. 그리고 일반 인 상황에서

  를 만족하는  가 존재하다는 것을 추론하 다.이를

  … 까지 용하여 비둘기 집의 원리를 용하기 한 상

인 개의 를 찾아내었고,이와 동시에 비둘기 집 원리를 용

하여 모순을 일으키는 상이 존재함을 증명하 다(<그림Ⅳ-1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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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1>비둘기 집 원리 용하는 과정을 나타낸 A2의 밴드문제 답안

A1 한 A2와 유사하게 <그림Ⅳ-12>에서와 같이 인 특수한 경우

에 해   ≥를 만족시키는 가 존재함에서 모순이 생긴 것을 추

론하 다.이를 통해 ≥인 경우에 열에서  앞의 가 자리하게 되

어 칸이 생김을 찰하 고 열에서 앞에 치한 성분들이 모두

개임을 찰하 으며 이와 동시에 비둘기 집의 원리를 용할 수

있음을 통찰하여 모순을 일으키는 상이 존재함을 보일 수 있었다.A1

가 인 특수한 경우에서부터 생각하여 가 존재함을 찾아낸 것이

비둘기 집의 원리를 비교 손쉽게 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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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2>비둘기 집 원리 용하는 과정을 나타낸 A1의 밴드문제 답안

한편,A1은 귀류법과 비둘기 집의 원리를 용하여 밴드문제를 해결

한 후,알고리즘을 활용한 직 증명방법을 <그림 Ⅳ-13>과 같이 제시하

다. 에서 언 하 듯이 직 증명법을 이용하여 증명하려면 무한히

많은 경우를 생각해야 한다.A1은 인 한 두 성분의 크기를 비교하여

정렬하는 거품정렬 알고리즘을 생각하 고,이 알고리즘을 통해 각 시행

마다 네 가지로 경우를 나 어 행배열의 성립여부를 확인하면 체 으

로도 행배열됨을 주장하 다.A1이 생각해낸 알고리즘은 정렬알고리즘

가장 기 이고 보편 인 알고리즘이다. 한 <그림 Ⅳ-13>에서 

열과 열에서 행과 행의 성분 , , ,에 하여

‘①  ≥  ≥ ② ≥      ③   ≥ ④

     ’와 같이 네 가지로 경우를 나 는 것 한 정형화된

경우나 기이다.그런데,보편 인 이 두 가지의 정보를 결합하여 무한히

많은 경우를 네 가지 경우로 축소하는 것 자체가 매우 뛰어난 발상이라

할 수 있으며,A1이 뛰어난 경우나 기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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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13>알고리즘과경우나 기를사용하여직 증명을시도한A1의밴드문제답안

2.정사각형 내 정육각형 배치 문제

정사각형 내 정육각형 배치 문제는 그 해결하는 과정에서 비둘기 집

원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하지만 비둘기 집

의 원리를 용하기 해서는 문제의 제시된 정보11)들을 정교하게 처리

해야 한다는 에서 밴드문제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 상된다.실제로 1

학년 100명과 2학년 5명의 연구 참여자 이 문제에 하여 제 로 답

을 한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2학년 연구 참여자 A1만이 문제의 정

보들을 처리해가며 증명을 시도하 으나 그 과정에서 논리 비약을 범

하여 정확한 증명을 했다고 단하지 않았다.아래에서는 정사각형 내

정육각형 배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상되는 어려움이 구체 으로

무엇인지 살펴보고,가장 문제 해결에 근 한 A1의 답안만을 분석하기

로 한다.

11)국립 국어원 표 국어 사 에 의하면 ‘정보’란 ‘찰이나 측정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실제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한 지식 는 그 자료’라 하고 있

다. 한 ‘정보 처리’란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자료를 처리하는 일.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료를 분류,정리,선택,연산하여 처리한다.’의 의미를 갖는

다.본 연구에서 ‘정보 처리’ 는 ‘정보를 처리한다.’는 의미는 ‘문제의 조건들을

분류,정리,선택,연합하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식 는 자료로 바

꾸는 것 는 그러한 결정’의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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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의 해결을 해서는 먼 ‘둘 의 길이의 총합이 인 정육각

형 개가 한 변의 길이가 인 정사각형의 내부에 임의로 배치되어 있다’

는 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정보를 활용하기 해서는 의 조건을 만

족시키도록 정육각형의 개수,크기, 치의 세 가지 정보를 정교화12)해야

한다.이산 으로 변화하는 상인 정육각형의 개수와 연속 으로 변화

하는 상인 정육각형의 크기와 치를 의 조건에 만족하도록 결정하

려면 무한히 많은 경우의 수를 고려해야 한다.앞서 밴드문제 상황에서

도 직 증명하려면 무한히 많은 경우를 고려해야 했다.하지만 밴드문

제에서는 이산 인 상을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귀납 인 근이 가능

했으며,귀류법을 용하여 반 되는 상황을 생각하기가 수월했다.하지

만,정사각형 내 정육각형 배치 문제에서는 다루고 있는 상인 ‘정육각

형’과 ‘직교하는 두 직선’은 연속 으로 변화하는 상이다.따라서 시행

착오 방법을 통해 문제 상황을 악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이에 문

제 해결자는 문제 상황을 악할 한 략을 찾기 힘들다는 에서

막막함을 느낄 수 있다. 한,어디서부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감을 잡지 못할 수 있다.이러한 에서 앞의 밴드문제에 비하여

정사각형 내 정육각형 배치 문제의 정보를 활용하는 략을 생각해내기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어도 5개의 정육각형과 만나는 서로 직교하는 두 직선이

존재’함을 보이는데 어려움이 상된다.비둘기 집의 원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어도 5개의 존재성’으로부터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하지만 비

둘기 집 원리를 용하여 무한히 많은 직교하는 직선의 과연 어느

것을 선택해야하는 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만큼 앞서 언 된 정보의 처리

가 정교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목표에 맞게 정보 처리를 하려면 다

12)국립 국어원 표 국어 사 에 의하면 ‘정교하다’는 ‘내용이나 구성 따 가 정확

하고 치 하다.’의 의미를 갖는다.성 원(2013)은 ‘정교화’를 ‘정보를 통합하여 내

용과 구성을 정확하고 치 한 상태로 바꾸다’의 의미로 사용하 다.본 연구에서

‘정교화’를 ‘정보를 통합하여 문제의 조건을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구체 인

형태로 바꾸는 것’의 의미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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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첫 번째 단계로,조건 ‘둘 의 길이의 총합이 42인 정육각형 개가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의 내부에 임의로 배치되어 있다’로부터 정

사각형 내부에 있는 정육각형에 순서를 매긴 다음,번째 정육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라고 할 때,
  



  ,즉,
  



  임을 추론해야 한다.

두 번째 단계로,정육각형을 정사각형의 가로변에 정사 을 시켜서 정

육각형의 그림자의 총합에 한 정보를 추론해야 한다.구체 으로,정사

각형 내부에 있는 번째 정육각형을 정사각형의 가로 변에 정사 시켰

을 때,그 그림자의 최소 길이는 정육각형의 마주보는 두 변이 정사각형

의 세로 변에 평행할 때이므로  이다.따라서 가로 변으로 정사 된

개의 정육각형의 그림자의 총합은 
  



   이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비둘기 집 원리에 의하여 정사 되어 얻어진 그

림자 어도 다섯 개가 겹치는 부분이 가로 변 에 존재함을 보여야

한다.하지만 비둘기 집의 원리를 용한 상이 이산 이지 않아 기존

의 비둘기 집의 원리가 용될 수 없고,연속된 상에 한 비둘기 집

원리를 보장하는 다음의 정리가 필요하다.

정리 ℝ 의 유한구간 의 길이를 라고 나타내자.ℝ 의 유한구간

,,…,에 하여 이들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닌  개가 존재

하지 않으면 다음이 만족된다.


  



 ≤ 
  



.

의 정리를 문제 상황에 용하여 증명을 완성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의 정리에서 들을 가로 변에 정사 된 그림자들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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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고 
  



≤ 이다.따라서


  



     ×  ≥ 
  




이 되어서 의 정리에 의하여 공통부분을 가지는 다섯 개의 그림자

들이 존재하게 된다.이 게 얻은 공통부분에 속하는 한 개를 택하여

X라고 하자.이 주장을 되풀이하여 정육각형들이 정사각형에 세로 변에

정사 되어 생기는 그림자들 공통부분을 가지는 다섯 개가 존재함을

보일 수 있다.이 공통부분에 속하는 한 개를 택하여 Y라고 하자.X

를 지나면서 정사각형의 세로 변에 평행인 직선은 다섯 개의 정육각형과

만나야한다.마찬가지로 Y를 지나면서 정사각형의 세로 변에 평행인 직

선은 다섯 개의 정육각형과 만나야한다.이 두 직선은 명백히 직교한다.

따라서 이 두 직선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한다.

의 단계를 차례로 밟아야 해결이 가능한 정사각형 내 정육각형 배

치 문제에 하여 제 로 답을 한 참여자는 1학년 연구 참여자 100명과

2학년 연구 참여자 5명 한 명도 없었다.A1을 제외한 학생은 증명을

하려는 시도도 하지 못했다는 에서 정사각형 내 정육각형 배치 문제가

문제 상황을 이해하는 것조차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정사각형 내 정육각형 배치 문제 상황에서 A1은 길이가 인

정육각형을 그 사이에 포함하는 평행선의 최소거리가  라는 정보를

구한 다음

 ⋯      ×   

임을 찰했다.12.11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인 의 네 배보다 크다

는 것을 악한 A1은 귀류법에 의한 증명을 시도하기 하여 ‘정사각형

의 가로와 평행한 모든 직선에 해,직선이 개 이하의 육각형을 지난

다고 가정하자’로 하 다.그러고 나서 <그림 Ⅳ-14>와같이 논리의 비약

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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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4>논리 비약을 한 A1의 정사각형 내 정육각형 배치

문제 답안

어떻게 이러한 결론을 내렸는지 좀 더 알아보기 하여 A1에 한 추

가 면담을 실시하 다.추가 면담에서 A1은 <그림28>과 같이 ‘정육각형

을 길이가  이상인 선분으로 간주하여 길이가 인 선분 에 올려놓

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 다.이는 정육각형을 정사각형의 한 변에

정사 시키는 아이디어와 일맥상통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Ⅳ-15> 정사 시킨 아이디어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

는 A1의 정사각형 내 정육각형 배치 문제 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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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길이가 3인 선분과 수직인 각 직선마다 그 직선을 지나는 ‘작

은 선분’이 네 개 이하로 가정함으로써 귀류법에 의한 증명을 시도하

으나,여 히 <그림 Ⅳ-16>에서와 같이 논리의 비약을 범했다.

<그림 Ⅳ-16>논리 비약을한 A1의정사각형내 정육각형배치 문제답안

A1은 12.11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인 3의 네 배보다 크다는 것

을 이용하여 귀류법에 의한 증명에서 모순을 이끌어내려는 략을 세우

고 정육각형을 정사각형의 한 변에 정사 시키는 아이디어까지는 근

했으나,막상 모순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에 제시한 정리까지는 도달하

지 못하 다.즉,들을 가로 변에 정사 된 그림자들로 보았을 때,


  



 ≥ 임을 알아내고


  



     × 

까지는 도출했으나,
  



≤ 을 이용해야한다는 것까지는 미처 생각

해내지 못하여 이 부등식이 의미하는 바를 제 로 해석해내지 못하 다.

하지만,A1은 정사각형 내 정육각형 배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 를 찰하 고,문제 해결에 필요한 부분의 정보

를 도출하 다는 에서 다른 연구 참여자에 비해 정교한 정보처리 능력

과 수학 통찰능력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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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논의

1 과 2 에서 밴드문제와 정사각형 내 정육각형 배치 문제를 분석하

여 해결과정에서 상되는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해 필요한 수학

능력에 해 알아보았다. 한,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연구 참여자들의 사고 특성도 알아보았다.이 두 의 연구결과는 이

의 수학 재성에 한 문헌검토 결과와 함께 비둘기 집 원리 용문제

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수학 재성과 련된 사고력이 무엇인

지 시사해 다.

밴드문제에 해 먼 살펴보면,연구결과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먼

고려해야 하는 경우를 이려면 귀류법을 용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그리고 비둘기 집 원리를 용하려면 문제 상황을 기호화하여 결론에 해

당하는 것을 정확히 부정하여야 한다. 한 이를 바탕으로 비둘기 집의

원리를 용하기 해서는 두 열을 임의로 택하고 원래 같은 행에 있었

던 각각의 열에 속하는 두 원소가 존재하도록 개의 원소를 두 열에

서 하게 선택하는 높은 수 의 사고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밴드문제에서 요구되는 사고력은 이론 배경에서 제시한 수

학 재성 별 요소 에서 정보처리 능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학

추론의 가역성,정신 (암산)과정의 신속함과 자유로운 재구성,문제의

형식 인 구조를 이해하는 능력인 수학 정보 수집 능력,기호사용 능력,

일반화 능력등과 연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직 통찰능력,논

리 사고 추상화 능력 능력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사각형 내 정육각형 배치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연구 결과에서의 분석한 바와 같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어도 다섯 개의 정육각형과 각각 만나면서 서로 직교하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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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이 존재함을 보이려면 각 정육각형을 가로변과 세로 변에 정사 시

켜 그 그림자의 최소 길이를 생각하여야 한다.문제의 조건 ‘정육각형,’

‘직교하는 두 직선’은 연속 으로 움직일 수 있으므로 이들이 문제의 조

건을 만족하는 상황은 이산 이지 않아 구체 인 상황으로부터 일반화로

이어지기가 어려워 귀납 인 추론을 통해 와 같은 생각을 해 내기가

쉽지 않다.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조차 쉽지 않다. 한,추론을

통하지 않고 연속 으로 변하는 상이 생성하는 무한히 많은 경우를

여야 한다는 에서 매우 높은 수 의 찰력과 직 력 그리고 문제의

조건을 세부 으로 나 어 처리해야하는 정교함이 요구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와 더불어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비둘기 집의 원리를 용해야

한다는 추측은 할 수 있으나 그 용 상이 이산 인 것이 아닌 연속

인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정교한 상황설정 능력이 필요하 다.이에 따라

정사각형 내 정육각형 배치 문제에서 요구되는 사고력은 이론 배경에

서 제시한 수학 재성 별 요소 에서 정보처리 능력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자료를 체계화하는 능력,정보를 조직화하는 능력,정보를 세분

화하여 문제에 필요한 것과 그 지 않은 것을 구분해내는 능력과 연 되

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직 통찰능력도 이 문제를 통해 별될

수 있는 수학 재성의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연구 참여자들이 밴드문제와 정사각형 내 정육각형 배치 문제

를 해결하는 동안 보인 사고특성을 분석한 결과,비둘기 집 원리 용문

제를 통해 별될 수 있는 수학 재성은 학습의 향을 덜 받은 사고

와 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밴드문제를 해결한 연구 참여자들은 비

둘기 집 원리를 문제에 용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비둘기 집 원리를 용했다는 사실조차 몰랐지만,비둘기 집의 원리를

용하여 모순을 일으킬 상이 존재함을 보 다.이와는 반 로 정사각

형 내 정육각형 배치 문제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조건 ‘어도 5개의

존재성’으로부터 비둘기 집 원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짐작하 으나,이로

부터 정보를 정교화하거나 원리를 용하는 상을 찾은 참여자는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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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없었다.이것은 비둘기 집 원리를 모른다 하더라도 문제에 그 원리를

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비둘기 집 원리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문

제에 용하지 못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이는 비둘기 집 원리를 학습했

는지의 유무와 비둘기 집 원리를 문제에 용하는 능력은 서로 련이

없다는 것을 해석할 수 있다.

이미 이론 배경에서 비둘기 집 원리 용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문

제 상황에 한 뛰어난 직 과 발상 그리고 통찰이 필요함을 언 하

다.이때,직 과 통찰은 체 이고 종합 이고 즉각 인 사고이며 무의

식 사고활동에 가깝다(Hadarmad,1945,이 ,2001,재인용). 한

이 직 은 고집성과 강제성이 있어(이 ,2001)학습을 통해 수정하

거나 발 시키기 매우 어려운 특성이 있다.이는 비둘기 집 원리를 용

하는 데 필요한 기발한 사고나 발상은 학습에 의해 신장되기 어려움을

시사한다. 한 비둘기 집 원리 용문제는 문제에서 비둘기 집 원리를

용하기 해 상황을 설정하는 데 높은 사고력과 정교한 정보처리가 요

구되는데 이는 문제마다 모두 다르고 정형화되기 힘들다는 에서 보편

인 해결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이는 정사각형 내 정육각형 배치 문

제에서 2학년 5명의 참여자 모두 비둘기 집 원리가 사용될 것이라고 생

각했지만 실제로 문제에 용하지 못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더구나,

국제 세계 수학 올림피아드(IMO)에서 비둘기 집 원리 용문제 꾸 히

출제되고 있으며 많은 수학 재들이 여 히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다는 것은 비둘기 집 원리를 문제에 용하는 보편 인 방법을 학습한다

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매우 어려운 일임을 시사한다.

한편,앞의 연구결과는 비둘기 집 원리 용문제가 수학 재성과

련된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는지에 해서도 시사 을 다.이것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고의 수 ,즉 문제의 난도에 해 생각하는 것으

로부터 추론할 수 있다.

먼 1학년의 경우,앞서 연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학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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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연구 참여자 단 한명만이 밴드문제를 해결하 으며,정사각형

내 정육각형 배치 문제를 해결한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이것은 수학

재성이 있을 것이라고 상되는 과학 고등학교 학생들도 두 문제를 매

우 어려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를 통해 두 문제의 난도가 매우 높음

을 확인할 수 있다.두 문제의 난도가 높다는 것은 높은 수 의 사고력

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으며,이것은 두 문제가 수 높은 수학 재

성 별에 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문제 사이에도 난도 차이에 존재함을 확인하 는데,정사각형 내

정육각형 배치 문제가 밴드문제보다 높은 난도의 문제임을 알 수 있었

다.이것은 1학년 학생 밴드문제의 해결을 시작조차하지 못한 참여자

가 14명이었음에 반해,정사각형 내 정육각형 배치 문제는 부분의 학

생이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으로부터 알 수 있었다. 한,2학년의

경우,2학년 5명의 참여자 3명의 참여자가 밴드문제를 해결한 반면,정

사각형 내 정육각형 배치 문제에서는 A1을 제외하고 나머지 참여자들이

문제해결을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을 통해서 두 문제의 난도의 차이

를 확인할 수 있었다.2학년 5명의 참여자가 매우 뛰어난 수학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정사각형 내 정육각형 배치 문제는 수학 능

력이 매우 뛰어난 학생들 사이에서도 수학 능력의 차이를 별해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실제로 정사각형 내 정육각형 배치 문제를 통

해 별된 수학 능력의 차이는 2학년 참여자 5명의 수학성취도,수학

련 수상실 ,수학교사의 의견 등을 종합한 자료에서 드러나는 수학

능력의 차이와 매우 유사하 다.이것은 정사각형 내 정육각형 배치 문

제가 수 높은 수학 재성을 더욱 세부 인 단계로 나 어 별할

수 있는 문항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둘기 집 원리 문제에 다양한 수학분야의 소재가 활용되

고 있음을 문헌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본 연구에서 사용한 밴드문제

는 수분야의 행렬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정사각형 내 정육각형 배치

문제는 간단한 기하학 소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그리고 이론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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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서 소개한 Sriraman(2004)의 연구에서 사용된 비둘기 집 원리 용

문제에서는 집합과 실생활의 소재가 사용되었다. 한,김상철(2003)의

연구에서는 기하,그래 이론,정수론,해석학 등의 다양한 수학 분야의

소재를 활용한 비둘기 집 원리 용문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난이도를 히 조 하고 수학 소재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비둘기 집 원리 용문제를 만든다면 다양한 수학 분

야에 련한 높은 수 의 수학 재성을 더욱 세분화하여 별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하며,이는 비둘기 집 원리 용문제가 수학 재성

을 별하는 도구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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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요약 결론

본 연구에서는 비둘기 집 원리 용문제가 수학 재성을 별하기

에 합한 문항인지 확인하고자 하 다.이것은 비둘기 집의 원리 용

문제가 수학 재성과 련된 사고력을 측정하기 해 국제 수학 올림

피아드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음에도,문제의 어떠한 특성

때문에 수학 재성을 측정하기에 합한지 그리고 이 때 측정될 사고

력은 무엇인지에 해 논의된 바가 없었다는 것에서 문제의식에서 출발

하 다.

연구를 진행하기 하여 수학 재성,경우나 기 문제 그리고 비둘

기 집 원리와 귀류법에 한 이론들을 검토하 다.먼 수학 재성

의정의는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별 한 수학 재성을 어

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그 방법과 별도구가 다양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학 능력의 집합체를 수학 재성이라

정의하고,수학 재의 사고특성에 한 기존의 연구들을 종합하여 수학

재성에 해당하는 수학 능력을 조작 으로 정의하여 수학 재

성의 별 기 을 마련하 다.

한편,경우나 기 문제에 해서는,경우나 기 문제를 집합 에

서 보면 분할이라는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귀류법,군작용,번사이드 렘마와 폴리아 세기 정리 등의 효율 인

경우나 기 략의 사용이 수학 재성을 별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을 확인하 다.다음으로 비둘기 집 원리에 해 살펴보았는데,비

둘기 집 원리는 표 과 증명이 매우 간단하고 직 인 것에 비해,세기

문제에서 각각의 경우 직 확인하지 않고도 어떤 성질을 갖는 특정한

상이 존재함을 보장해주는 효율 이고 강력한 도구임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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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둘기 집 원리를 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용하기

한 상을 찾는 것과 원리를 용하겠다는 생각이 동시에 발상되어야

한다는 에서 높은 수 의 직 통찰과 뛰어난 수학 찰력이 요구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리고 직 과 통찰은 학습에 향을 덜 받는

특성이 있다는 에서 비둘기 집 원리 용문제가 재성 별도구로 사

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귀류법에 하여 기존의 연구를 분석한 결과,귀류법은 문제를 해결

하는데 있어 효과 인 발견 도구이며 매우 유용하고 강력한 증명방법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하지만 귀류법에는 복잡한 논리구조가 내재되어

있어 명제를 부정하는 것 자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참인 결론을

거짓으로 가정하며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은 부자연

스러운 사고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따라서 귀류법을 문제에 용하는

것 자체가 인지 인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이를 극복하기 해서는

사고의 환,유연한 사고능력이 필요한데 이것은 수학 재의 사고 특

성에 해당함을 알 수 있었다.그리고,이러한 귀류법의 추론 방식은 일상

생활에서도 흔히 사용된다는 은 귀류법을 학습하지 않았어도 귀류법을

문제에 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이를 통해 귀류법이 재 별에

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다음으로 여러 문헌을 통해 다양한 비둘기 집 원리 용문제를 조사

하 다.문헌 조사를 통해 다양한 수학분야의 소재들이 비둘기 집 원리

용문제에 활용되고 있으며,그 난이도 한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확

인하 다.조사한 비둘기 집 원리 문제들의 풀이과정을 면 히 분석하여

재성을 별하기에 합할 것 같은 두 문제인 밴드문제와 정사각형 내

정육각형 배치문제를 택하 다.이는 두 문제 모두 잘 알려지지 않았으

며, 재성을 별하기에 난도가 충분히 높다고 단되었기 때문이다.구

체 으로 밴드문제의 경우 고려해야 하는 경우를 이려면 귀류법을

용하는 것이 가장 합하고,비둘기 집 원리를 용하려면 문제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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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화하여 결론에 해당하는 것을 정확하게 부정해야 한다.그리고 비둘

기 집 원리를 용하는 과정에서는 두 열을 임의로 택하고 원래 같은 행

에 있었던 각각의 열에 두 원소가 존재하도록 원소를 히 선택하는

높은 수 의 사고가 필요함을 확인하 다.정사각형 내 정육각형 배치

문제에서는 비둘기 집 원리를 용하는 상이 연속집합이라는 매우 특

이한 문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특별한 경우를 고려함으로써 일반화로

이어지는 사고를 하기 어렵다는 에서 난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단되

었다.이 후,밴드문제와 정사각형 내 정육각형 배치 문제를 수학 재

성이 있을 것이라고 상되는 과학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투입하여 그 반

응을 분석하 다.

그 결과 밴드문제와 정사각형 내 정육각형 배치 문제를 해결하는 과

정에서 요구되는 사고력이 기존에 논의되어 왔던 수학 재성의 별

요소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 뿐만 아니라 이 문제들이

수학 재성을 별하는 도구로 합하다고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이 찰되었다.먼 ,비둘기 집 원리 용문제를 통해 별될 수 있

는 수학 재성은 학습에 향을 덜 받는 사고와 련되어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이는 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비둘기 집 원리의

학습 유무와 실제 용은 서로 련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으며,이론

배경에서 비둘기 집 원리를 문제에 용하는 데 필요한 기발한 사고나

발상은 직 이나 통찰은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고 특성

상 학습에 의해 신장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비둘기

집의 원리를 용하기 한 상황을 만드는 것이 정형화되기 힘들고 이는

비둘기 집의 원리 용문제의 보편 인 해결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이것은 비둘기 집 원리 용문제를 통해 별될

수 있는 수학 재성이 학습에 덜 향을 받는 사고임을 뒷받침해주는

다른 근거가 되었다.

한,연구 결과를 통해 밴드 문제와 정사각형 내 정육각형 배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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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학 재성이 있을 것이라고 상되는 학생들도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난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 다.특히 정사각형 내 정육

각형 배치 문제는 수학 재능이 뛰어나다고 인정받는 2학년 참여자 모

두 제 로 해결하지 못하 다.이를 통해 정사각형 내 정육각형 배치 문

제의 난도가 밴드문제보다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 을 얻을 수 있었다.

앞서 언 하 듯이 문헌조사를 통해 비둘기 집 원리 문제는 다양한

수학분야로부터 소재를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한 비둘기 집 원

리문제의 난이도가 다양함을 알 수 있었다.이는 난이도를 히 조

하고 수학 소재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비둘기 집 원리 용 문제를 만

든다면,다양한 수학 분야에 련된 높은 수 의 수학 재성을 더욱

세분화하여 별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하며 이에 비둘기 집 원리 용

문제가 수학 재성을 별하는 도구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비둘기 집 원리 용문제가 수학 재성을 별하기

한 도구로 합하다는 것을 확인하 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이에 따라

비둘기 집 원리 용문제가 수 높은 수학 재성을 세분화하여

별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시사 도 얻을 수 있었다.그러

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두 문제는 G과학 고등학교 학생들 1학년 학생

100명과 수학 재능이 뛰어나다고 인정되는 2학년 학생 5명을 상으로

하 다는 에서 별된 수학 재성이 얼마만큼 높은 수 인지에

해서는 객 화하기 힘들다.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해 본 연구에서 선

택한 두 문제를 다양한 수 의 학생들을 상으로 투입한 후,그 결과를

비교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한 앞서 얻은 시사 에 따라 다양한 소재

와 난이도를 포함하는 비둘기 집 원리 용문제를 선별 는 제작하여

다양한 수 의 학생들을 상으로 수학 재성을 별하는 연구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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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밴드문제

학년 　　반 번호:

명의 오 스트라연주자들이 행,열의 형태로 서 있는 악단이

있다.지휘자가 악단의 왼쪽에서 보니 키 작은 연주자가 키 큰 연주자

뒤에 가려져 있어 잘 보이지 않아 각각의 행에서 오른쪽의 연주자의 키

가 왼쪽의 연주자의 키 보다 크거나 같게 되도록 연주자들을 재배열을

하 다(이를 행배열이라고 하자).지휘자가 이번에는 악단의 앞에 서서

보니 키 작은 연주자들이 키 큰 연주자 뒤에 가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각각의 열에서 앞을 기 으로 하여 뒷 쪽의 연주자의 키가 앞 쪽의 연주

자의 키보다 크거나 같게 되도록 연주자들을 재배열하 다(이를 열배열

이라고 하자).이 때,악단의 연주자들은 행배열되어 있음을 보이시오.



-84-

[부록 2]정사각형 내 정육각형 배치 문제

학년 　　반 번호:

둘 의 길이의 총합이 42인 정육각형 개가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

사각형의 내부에 임의로 배치되어 있다.이 때, 어도 5개의 정육각형과

각각 만나면서 서로 직교하는 두 직선이 존재함을 보이시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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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onCaseDivisionProblems

basedonPigeonholePrincipleasaMethod

forIdentifyingMathematicallyGifted

Students.

Lee,MyeongKyu

DepartmentofMathematicsEducation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MajorAdvisor:Kim,Suh-Ryung

Problemsbasedonpigeonholeprinciplehavebeenusedtomeasure

problem-solving ability ofgifted students in mathematics in the

related fields including InternationalMathematicalOlympiad.This

implies the problems are an adequate toolfor measurement of

reasoningabilityrelatedtogiftednessinmathematics.Ithasnotbeen

discussed,however,that what properties of problems based on

pigeonholeprinciplemaketheevaluation preciseandwhatspecific

thinking abilitiescouldbemeasuredby themethod.This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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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sexaminedtheappropriatenessofapplyingpigeonholeprincipleas

amethodforgiftednessdiscriminationinmathematics.

Forthis,thetheoriesaboutmathematicalgiftedness,casedivision

problems,pigeonhole principle and reduction to absurdity were

examined.Andthenapplicationofpigeonholeprincipleforproblems

suggestedinliteraturewereresearchedandanalyzed.Basedonthe

analysis,twoproblemswerechosen,abandproblem andaproblem

ofdisposing regularhexagons in a square,both ofwhich were

expectedtoproperlyevaluatemathematicalgiftedness.Bythoroughly

analyzingthesolvingprocessofthetwoproblems,theareawhere

intuitive leap was needed was predicted and the thinking ability

neededintheprocesswasdiscovered.Thetwoproblemsweretested

tosciencehighschoolstudentswhowereanticipatedtobegiftedin

mathematicsandtheresultswereanalyzed.

Theresultsshowednotonlythatthethinkingabilitieswhichwere

requiredwhensolvingthebandproblem andtheproblem ofregular

hexagons disposed in a square were included in the factors of

giftednessinmathematicsthathavebeenpreviouslydiscussed,but

also thatthe problems had the features included in a toolfor

giftednessevaluation.

First,itwasfoundthatthegiftednessinmathematicswhichcould

beevaluated by pigeonholeprincipleproblemswasrelated to the

thinkingwhichwaslessaffectedbypriorlearning.

Secondly,it was revealed that the two problems had great

difficultysothatthepresumablygiftedstudentscouldn'tsolvethem

andthat,morespecifically,thedisposedregularhexagonsproblem

wasmoredifficultthanthebandproblem.

Finally,itwas found in literature review thatthe pigeon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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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leproblemscouldutilizeavarietyofitemsfrom differentareas

ofmathematics.Infact,whilethebandproblem madeuseofmatrix

from algebra,the disposition problem was based on the basic

geometricconcept

Theseresultssuggestthatadjusting thelevelofdifficulty and

makingproblemswithavarietyofmathematicalitemsforapplication

ofpigeonholeprinciplewouldmakeitmoreprecisetoevaluateahigh

levelofgiftednessofstudentsinvariousareasofmathematicsand

thissupportsusefulnessofproblemsbasedonpigeonholeprincipleas

aevaluatingtoolofgiftednessinmathematics.

Keywords : Pigeonhole principle, case division problem,

reductiontoabsurdity,giftednessevaluationinmathematics

Studentnumber:2010-2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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