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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은 세기(counting) 구조의 주춧돌을 이

루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학습요소이다. 두 법칙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두 법칙이 적용되는

문제 상황과 조건에 대하여 학생 스스로 탐구해보는 경험이 필요

하다. 하지만 교육현장에서 이러한 부분이 간과됨에 따라, 학생들

은 두 법칙을 비롯하여 곱의 법칙이 내재되어 있는 세기 공식들을

형식적으로 이해하는 데 그치기 쉽다. 그리고 이로 인해 순서와

관련해서 중복하여 세는 오류를 빈번하게 범하거나 경우 나누기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한다.

오류를 교정의 대상을 넘어서 탐구의 발판으로 삼고자 하는 시

도는 꾸준히 이어져 왔으며, 그 효과도 입증되어 왔다. 또한, 수업

을 설계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오류를 활용할 경우에는 교사의

전문성이 특별히 더 요구됨이 밝혀졌다. 하지만, 경우의 수 단원에

국한시켜 보았을 때, 학생들이 자주 범하는 오류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반면, 이를 수업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이와 관련하여

활발한 연구와 자료의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오답 해석을 활용한 수업을 설계하고 그 실행 결

과를 분석하여, 경우의 수 단원에서 오류를 활용한 수업의 가능성

을 확인하고 실제 교육현장에서의 적용을 위한 기초자료 및 시사

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교수실험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자가 세기 문제와 그에 대한 오

답을 제시하면 학생들이 오답이 틀린 이유를 밝히고 옳은 답을 얻

어내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오답을 해석해보는 경험을 통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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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이 곱의 법칙의 개념 및 활용과 관련하여 자신이 범하였던 오

류를 교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수학적 개념을 보다 깊

이 이해하고 개념간의 연결성을 통찰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또한, 교수실험 설계에 반영된 ‘결과 집합 중심 관점’이 학생들

의 조합적 사고와 과제 해결을 돕는 요소로써 긍정적으로 작용하

였음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관찰된 사례들을 바

탕으로 시사점을 논하고 후속 연구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세기의 구조, 곱의 법칙, 합의 법칙, 오답 해석, 오류 활용,

결과 집합 중심 관점(set-oriented perspective)

학 번 : 2020-26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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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수학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의 의미에는 수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연결성을 구축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하며, 교사는 이러한 수학적 아이디

어를 연결하는 문제를 선택하고 학생들이 현재의 수학적 아이디어를 토

대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NCTM,

2000).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중등교육과정에서 세기(counting) 문

제를 다루고 있는 「경우의 수」단원에서도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을

토대로 하여 학습요소 간의 연결성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

어를 찾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이후에 등

장하는 모든 세기 공식에는 곱의 법칙이 내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김

서령, 박혜숙, 김완순, 2007; 박연미, 2017; Lockwood, Reed, &

Caughman, 2017), 단순히 공식만을 적용하여서는 해결할 수 없는 복잡

한 세기 문제의 구조를 바라보고 해결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두 법

칙이 중심축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은 간단히 다루고 곧바로 이어서 순열과 조합의 공식을

지도하는 경우가 빈번하며(김서령, 박혜숙, 김완순, 2007), 각각의 세기

공식에 대해서도 학습 요소 간의 연결성을 탐구하고 그 의미를 내면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기보다는 반복적이고 획일적인 문제 풀

이를 통해 공식을 피상적으로 적용하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이지현,

이정연, 최영기, 2005; 황광희, 2014). 이로 인해 학생들은 세기 문제에

접근할 때 특정 단어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며, 문제 해결 방식은 공식

의 적용에 치우쳐 있다(김서령, 박혜숙, 김완순, 2007). 하지만, 실생활에

서 학생들이 마주하게 되는 대부분의 세기 문제는 교과서에 소개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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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의 단순 적용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Annin & Lai, 2010). 더

나아가 수학적 사고의 의미와 「경우의 수」단원의 본질적인 교육 목표

를 생각해보았을 때, 학교 교육과 학생들의 학습이 각 학습 요소의 근본

원리와 의미의 탐구과정은 등한시한 채 결과로서의 공식을 적용하는 것

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현실에 대하여 재고가 요구된다.

이처럼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은 그 식의 간결함으로 인해 학습 과

정에서 중요성과 유용성이 간과되기 쉬우며, 더 나아가 학생들이 두 법

칙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빈번하게 범하고 있는 오류마저도 가려지기 쉽

다(Tucker, 2012). 실제로 선행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곱의 법칙의 의

미와 그 적용의 정당성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는 매우 낮은 편이며(김

서령, 박혜숙, 김완순, 2007; 박연미, 2017; Caddle & Brizuela, 2016), 이

로 인해 학생들은 곱의 법칙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순서와 관련된 오류를

빈번하게 범하고 있다(이지현, 이정연, 최영기, 2005; Batanero, Navarro

-Pelayo, & Godino, 1997). 또한, 경우를 나누어서 해결해야 하는 복잡한

세기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의 상호 보완적

인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학생들은 ‘합의 법칙’과 ‘곱의 법

칙’을 양자택일적인 요소로만 간주하여 경우 나누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채 곱의 법칙만을 활용하여 해결하려는 오류를 쉽게 범한다(김서

령, 박혜숙, 김완순, 2007; Watson, 1996; Annin & Lai, 2010; Tucker,

2012). 요약하면 세기의 기본이 되는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의 부족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문제 해결 과정에서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시간적인 제약을 비롯

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오류의 원인을 파악하거나 오

류를 교정할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교사가 일방적으로 정형화된 풀이

를 전달하는 데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에게 세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

하는 오류에 대한 교정의 기회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 오류의 주된 원인

이자 세기 구조의 기반을 이루는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에 대한 탐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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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오답 해석을 활용한 교수법’을 제안한

다. 학생들의 학습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사고의 자극제이자 탐구의

발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오류를 활용한 수업을 통해서 수학적

개념의 깊은 이해와 유의미한 수학적 담론의 촉진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노은정, 2002; 이종희, 김부미, 2006; 김성훈,

2009; 이동환, 이경화, 2010; 황혜정, 김명수, 2014; Borasi, 1996;

Goodwin, 1997; Groβe & Renkl, 2007; Rushton, 2018). 다만, 오류를 활

용한 수업에서는 자칫하면 학생들에게 인지적 과부하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의 특성에 맞추어 적절한 난이도의 과제가 고려되

어야 한다. 또한, 교사의 반응과 대처가 학습자의 학습 정도에 크게 영향

을 미치기 때문에 교사의 전문성이 상당히 요구된다(이용하, 박지현,

2011; 이근범, 2017). 하지만, 자신의 경험적 지식을 제외하고는 교사가

오류를 활용한 수업을 설계하기 위해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며, 특히 본 연구의 내용영역인 「경우의 수」단원에 국한시

켜 보았을 때 학생들이 범하는 오류에 대해서는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서

논의되고 있지만 이러한 오류를 수업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

안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기 문제를 해

결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자주 범하는 오류를 활용하여 교수실험을 설

계하고 그 진행과정 및 결과를 상세하게 기술함으로써, 「경우의 수」단

원에서 오답 활용 수업의 가능성과 효과를 확인하고 실제 교육현장에서

의 적용 및 후속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론에 이어 Ⅱ장에서는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교수실험

및 과제 설계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먼저 1절에서는 ‘곱의 법

칙’과 ‘합의 법칙’이 세기의 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밝히고, 선행연구 결과

를 종합하여 세기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학생들이 빈번하게 범하는 오류와

세기의 구조와의 연관성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설계한 오

답을 해석하는 활동은 일반적인 문제 해결 학습보다 높은 수준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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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요구하므로, 학생들의 과제 해결 및 조합적 사고를 돕기 위해 ‘결

과 집합 중심 관점(set-oriented perspective)’(Lockwood, 2014)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교수실험 설계에 반영하고자 한다. 2절에서는 수학 수업

에서 오개념 및 오류를 활용한 사례와 연구 결과를 검토함으로써 본 연

구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하여 교수실험을 설계하고자 한

다. Ⅲ장에서는 Ⅱ장에서 밝힌 내용을 토대로 설계한 연구 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연구 참여 학생의 배경,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방법에 대해

밝히고, 교수실험 도구인 과제와 사전 및 사후 검사, 그리고 인터뷰 방법

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본다. Ⅳ장에서는 앞서 설계한 교수실험의 진행

과정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그 결과와 의미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연구의 전 과정을 요약하고 이로부터 도출된 결론과 시사점

을 논의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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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 세기라는 구조의 주춧돌을

이루고 있으며, 많은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서 두 법칙에 대해 탐구할 기

회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여 세기 문제를 해결할 때 반복적으로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밝힌다. 그리고 학생들이 유사한 오류를 범하는 것을 방

지함과 동시에 세기의 구조를 깊이 탐구하고 내면화 할 수 있도록 ‘오답

해석을 활용한 교수법’을 설계하여, 교수실험의 전 과정과 결과를 분석하

고 그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

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학생들의 세기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오답

해석을 활용하여 설계된 수업의 실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2. 과제 설계에 반영된 ‘오답의 활용’ 및 ‘결과 집합 중심 관점’

이 학생들의 학습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연구문제3. 학생들이 교수실험을 통해서 곱의 법칙이 내재되어 있는 세

기 공식들의 의미와 그 사이의 연결성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가?

연구문제4. 교수실험을 통해서 학생들이 실제 문제 해결 과정에서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

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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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검토 및 이론적 배경

1. 세기 문제

1.1. 세기의 구조

Bruner는 교육에 있어 지식의 구조를 강조하며, 그의 저서인 『교육

의 과정』에서 ‘구조’라는 용어를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 ‘핵심적 아이디

어’ 등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했다(이홍우, 2006). 그는 수학 학습에서의

구조의 예로서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원리로 작용하

는 세 가지 기본 법칙을 들었다.

대수(代數)는 미지수(未知數)와 기지수(旣知數)를 방정식에 배열하여 미지수

를 기지수로 바꾸는 것이다. 이 방정식을 푸는 데는 세 가지 기본 법칙, 즉

교환․분배․결합의 법칙이 있다. 일단 학생이 이 세 가지 기본 법칙에 스

며 있는 아이디어를 파악하면 현재 풀려고 하고 있는 <새로운> 방정식은

전혀 새로운 방정식이 아니라 자기가 늘 알고 있던 방정식의 한 가지 변용

(變容)에 불과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Bruner, 1973. p.51-52)

Bruner의 이러한 관점을 조합론의 세기(counting)에 적용해보면,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이 그 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경우의

수를 세는 데 기본이 되는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의 원리를 제대로 이

해하면 이후에 등장하는 학습 요소들과 새로운 세기 문제들은 전혀 새로

운 것이 아니라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의 변용(變容)에 불과한 것이다

(김서령, 박혜숙, 김완순, 2007; 박연미, 2017; Lockwood, Reed &

Caughman, 2017). 이에 대해 2015 개정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좀 더 상세

히 살펴보자. 2015 개정 교육과정 내 고등학교 「경우의 수」단원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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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목인 <수학>과 일반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에 각각 배치되어 있

으며, 각 단원의 학습 요소 중에서 세기 기술(counting skill)과 관련된

요소들만 추려서 그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면 [그림 Ⅱ-1]과 같다.

[그림 Ⅱ-1] 고등학교 「경우의 수」단원의 학습 요소 및 상호 관계

다음은 학습 요소 간의 세부적인 관계를 교과서 및 선행연구에서 발췌한

것이다.

① 서로 다른 개에서    ≤ 개를 택하여 나열할 때,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가지이고 그 각각에 대하여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자리에 놓인 것을 제외한  가지이다. 이와 같이 차례대로 생각

하면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 즉   가지이다. 따라

서 곱의 법칙에 의하여 다음이 성립한다.

P      × ⋯ ×    (황선욱 외, 2018. p.267)

② 서로 다른 개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할 때, 첫 번

째, 두 번째, 세 번째, …,  번째에 올 수 있는 경우는 각각 가지씩이다. 따

라서 곱의 법칙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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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립한다. (황선욱 외, 2019. p.13)

③ 서로 다른 개에서    ≤ 개를 택하는 조합의 수는 C이고, 그 각각

에 대하여 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이다. 그런데 서로 다른 

개에서 개를 택하는 순열의 수는 P이므로 곱의 법칙에 의하여

C ×   P

이다. 즉, 다음이 성립한다.

C  

P (황선욱 외, 2018. p.271)

④ 서로 다른 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의 수는 이지만 이를 원형으로 배

열하면 같은 경우가 가지씩 있으므로 원순열의 수는 다음과 같다.




    (류희찬 외, 2019. p.13)

⑤ 개의 문자     를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 중의 한 순열 에 대

하여 생각하여 보자.

(1단계) 를 구별하여 나열하기

개의 를 구별하여   라 하면 한 순열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의 서로 다른 순열을 얻을 수 있다.

(2단계) 를 구별하여 나열하기

개의 를 구별하여     이라 하면 같은 방법으로 (1단계)의 각각의 순

열에 대하여 개의 서로 다른 순열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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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개의 와 개의 를 각각 구별하면 한 순열 에 대하여

  ×  (개)

의 순열을 얻을 수 있다.

(3단계) 개의 문자     를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의 수를 라 하면

를   로, 를   으로 구별하여 생각한 순열의 수는

 ×   ×  

이다. 그런데 이것은 서로 다른 개의 문자         을 일렬로 나

열한 순열의 수 과 같으므로

 ×   ×    

이다. 따라서 구하는 순열의 수 는 다음과 같다.

  × 

 
  (류희찬 외, 2019. p.18-19)

⑥ A, A, B, B, C를 나열하는 경우, 왼쪽에서부터 문자가 들어갈 위치를 성분

으로 하는 집합을 생각하자. 이 때, A에 해당하는 집합을 구성하는 경우의

수는 부터 까지의 숫자 중에서 개의 숫자를 고르는 경우이므로 C가 된

다.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B에 해당하는 집합을 구성하기 위해 남은

숫자 개 중에서 개의 숫자를 고르는 경우는 C가 된다. 그리고 또한 그

각각에 대하여 남은 개의 숫자를 C에 해당하는 집합으로 구성시키면 충분

하므로, 곱의 법칙에 의해 문제가 요구하는 답은 C × C × C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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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광희, 2014)

⑦ 세 문자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개를 택하는 중복조합을 그림으

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중략)

일반적으로 중복조합의 수 H는 개의 와  개의 를 모두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의 수와 같으므로 다음이 성립한다.

H    

  
     C      C

(류희찬 외, 2019.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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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곱의 법칙의 정확한 개념형성을 유도함과 동시에 합의 법칙이 하나의 곱의

법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세고자 하는 전체집합을 적절히 분할하고 각각의

경우의 수를 모두 합하는 것임을 정확하게 이해시켜야 한다. (김서령, 박혜숙,

김완순, 2007. p.201)1)

이와 같이 경우의 수 단원에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세기 공식의 표현과 의미에는 곱의 법칙이 내재되어 있다. 또한, 합

의 법칙은 곱의 법칙과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여 곱의 법칙만 활용하여

서는 해결이 불가능한, 즉 경우 나누기가 불가피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원리로 작용한다. Tucker(2012) 또한 그의 저

서에서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을 “기초적(elementary)이지만 세기에 있

어서 본질적으로 중요한(fundamental) 법칙”이라고 언급하며, 그 영향력

을 강조한 바 있다.

여기서 Bruner(1973)가 지식의 구조를 설명하며 “이 변용(變容)에 자

기가 알고 있던 것을 적용하는 데 중요한 것은 이 법칙의 <이름>을 아

는 것이 아니라 그 법칙을 <사용>할 줄 아는 것이다.”(p.52)라고 언급한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박채형(2019)은 Bruner의 지

식의 구조를 일반적인 개념이나 원리 혹은 기본적인 아이디어 자체로 해

석하는 것은 잘못 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교과의 표면에 등장하는 개

념과 원리를 가르치는 일이 그것의 이름을 알도록 이끄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사용할 줄 알도록 안내하는 활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Bruner가 종래 교육을 비판하면서 물리 교육을 예로 들어, 학교 교육이

학생들로 하여금 물리 현상을 탐구하도록 하기 보다는 물리학자들이 탐

구의 결과로 얻은 물리학의 법칙이나 원리를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받아

1) 김서령, 박혜숙, 김완순(2007)은 새로운 개념의 종류를 해당 개념과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개념의 관계적 특징에 따라 ‘단순 확장형’, ‘상호 조절형’, ‘기반 구축형’으로 분류

한 정인철(2003)의 관점을 인용하여, 학생들이 세기에서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을 상

호 보완을 통해 개념을 확립해나가는 ‘상호 조절형’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서로 독립적

인 것으로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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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도록 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이홍우, 2006).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현행 학교 교육은 경우의 수 단원의 교수

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세기의 구조’를 학습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

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현행 교육과정에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은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두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그림 Ⅱ-1]에 대한 설명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곱의 법칙이 그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세기 공식의 근간이 되는 이유와 원리도 교과서에 설명되

어 있다. 얼핏 보면 세기의 기본 원리인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 교육

과정에서 충분히 강조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교수학습은 학생

들에게 탐구하고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하기 보다는 탐구 결과로서의 정

련된 지식을 전달하는 데 치우쳐 있다. 이홍우(2006)의 해석에 빗대어

표현하면 구조중심 교육과정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사고과정>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세기의 구조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경험해야 할

<사고과정>이란 무엇일까? 먼저 곱의 법칙과 관련하여 살펴보자. 초등

학교 교육과정의 곱셈은 배의 개념과 동수누가를 중심으로 전개되지만

(교육부, 2015), 중등교육과정에서의 곱의 법칙을 이해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곱하는 것이 순서가 지어진 것을 세는 것”(김서령, 박혜숙, 김

완순, 2007; Tucker, 2012)임을 깨닫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그런

데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실제로 수형도를 그리거나 순서쌍을 나열해 보

며 곱의 법칙의 본질을 탐구해 볼 기회가 거의 제공되지 않는다(박연미,

2017). 그리고 이로 인해 학생들은 외형으로 드러난 결과물을 세는 것에

만 집중하여 곱의 법칙 역시 단순 동수누가의 상황으로 해석하는 데 그

치기 쉽다. 뿐만 아니라 현행 교육과정을 들여다보면 곱의 법칙을 설명

하는 소단원에서는 데카르트 곱(Cartesian product)으로 해석이 가능한

문제 상황만을 다루고, 곧바로 이어서 순열 공식을 도입한다. 사실상 순

열 공식은 곱의 법칙을 특정한 상황에 적용시켜서 얻어지는 것으로써 곱

의 법칙의 원리를 이해했다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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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2017), 서로 다른 집합에서 각각 원소를 택하여 오는 상황에만 익숙

해져 있는 학생들은 순열 문제의 풀이에 적용된 곱의 법칙을 정당화하지

못하고 순열을 곱의 법칙과 별개인 공식으로 받아들이기 쉽다(Caddle &

Brizuela, 2016). 하지만 교과서에서는 순열 공식을 설명하며 ‘곱의 법칙

에 의하여’라는 문구만 제시할 뿐,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생각

해볼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않다(박연미, 2017). 이와 관련하여

박연미(2017)는 학생들이 수형도를 직접 그리고 해석해보는 경험을 통해

서 곱의 법칙을 논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 결론적

으로 현행 교육환경에서 학생들은 곱의 법칙이 순서가 지어진 것을 세는

것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세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에서 순서와 관련된 오류를 쉽게 범한다.2) 안타까운 현실은 탐구보다는

지식의 전달에 편중되어 있는 현행 교실 환경에서 학생 스스로 이를 깨

닫고 사용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학생들은 곱의 법칙

이후에 등장하는 학습 요소들의 원리와 의미 또한 제대로 내면화하지 못

한 채 하나의 지식으로 전달받는 수준에 머무르게 되며, 이들의 변용(變

容)에 불과한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다음으로 합의 법칙과 관련하여 살펴보자.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합

의 법칙은 곱의 법칙만 적용하여서는 해결이 불가능한, 즉 경우 나누기

가 불가피한 복잡한 세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기

본 원리이다. 합의 법칙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문제 상황에서 경우 나누

기가 필요함을 인지하고 각각의 경우마다 곱의 법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세고자 하는 대상들의 집합을 분할하는 것이 중요하다(김서령, 박혜숙,

김완순, 2007).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에게 세기 문제를 해결하

는 데 있어서 합의 법칙의 적용이 필요한 상황과 조건에 대하여 고민해

볼 기회를 거의 제공하지 않는다.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합의 법칙’을 다

루고 있는 소단원만 떼어놓고 보면,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합하는 정도

2)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예는 본 장 1.2절에서 자세하게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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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간단한 문제만 다루도록 안내하고 있는 중학교의 교육과정과 별반 다

르지 않다(교육부, 2015). 서로 배반인 사건들이 ‘또는’ 으로 연결되어 자

명하게 주어진 상황에서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하여 더하는 과정

만을 요구하는 문제가 대부분이다. 경우 나누기가 “세고자 하는 모든 대

상을 포함하면서 서로 공통이 없는 부분들로 나누는 것”(김서령, 박혜숙,

김완순, 2007)임을 고민하고 직접 경우 나누기를 수행해 볼 기회는 연습

문제에서만 일부 제공될 뿐이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합의 법칙의 적용

과정에서 별다른 고민 없이 ‘또는’ 이라는 단어에만 의존하는 오류를 보

이게 되며(Borasi, 1996), 세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상호 보완적인 요소로 보는 것이 아니라 ‘두 법칙 중 어느

법칙을 적용하는가’의 관점에서만 접근하여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다(김서령, 박혜숙, 김완순, 2007).

요약하면, 학생들에게 세기의 구조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곱의 법칙에

서 곱하는 것이 순서가 지어진 것을 세는 것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구체적인 세기 문제를 탐구해보며 경우

나누기가 필요함을 깨닫고 스스로 경우를 나누어 해결해보는 경험도 충

분히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 적용 가능한지를 학생 스스로 고민하고 적용해 봄으로써, 새로

운 문제 상황에서도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은 학생들로 하여금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분류하고 체계화하는 수학적 사고과정을 경험하게 하고자

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육 목표와도 부합한다(교육부, 2015).

1.2. 세기 문제 해결 시 학생들이 범하는 오류

조합론은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로, 학생들의 학습과 이

해를 돕기 위한 측면에서 세기 문제 해결 시 학생들이 범하는 오류에 대



- 15 -

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김서령, 박혜숙, 김완순, 2007; 이지

현, 이정연, 최영기, 2005; Annin & Lai, 2010; Batanero, Navarro-

Pelayo, & Godino, 1997; Hadar & Hadass, 1981; Ursy, Rosli, & Maat,

2016; Watson, 1996).

Batanero, Navarro-Pelayo, & Godino(1997)는 Dubois(1984)가 분류한

세기 문제의 유형3)이 난이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순열’, ‘조

합’, ‘중복순열’, 또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공식을 적용하여 해결이

가능한 13개의 문제를 설계하고 720명의 학생들에게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의 풀이 결과를 분석하여, 문제의 진술 특성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주로 범하는 오류를 다음과 같이 12가지로 구분하였다.4)

① 문제의 진술을 잘못 해석하여 발생한 오류

② 순서에 관한 오류

③ 중복에 관한 오류

④ 대상의 구별에 관한 오류

: 동일한 대상을 구별 가능한 것으로, 또는 그 반대로 생각하여 발생한 오류

⑤ (주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에서) 배열의 대상을 일부 제외하여 발생

한 오류

⑥ 시행착오에 의존한 비체계적인 나열(listing)에 따른 오류

⑦ 정당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직관에 따른 오류

⑧ (공식을 적용하거나 가능한 모든 경우를 나열해보는 대신 합의 법칙 및

곱의 법칙과 나눗셈을 활용하여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연산을 적용하여 발생한 오류

⑨ 공식 계산을 잘못하여 발생한 오류

⑩ 공식에서 변수의 값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적용하여 발생한 오류

3) Dubois(1984)는 세기 문제를 문제의 진술 특성에 따라 선택(selection), 배치

(distribution), 분할(partition)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4) 이 외에 배치와 분할 유형에서만 관찰된 유형으로 ‘⑬ 상자(cell)의 구별에 관한 오류’

와 ‘⑭ 분할에 관한 오류’를 별도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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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수형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한 오류

⑫ 조합적 성질(예. C  C   )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발생한 오류

Batanero, Navarro-Pelayo, & Godino(1997)가 각각의 오류 유형에 대한

세부 설명에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경우는 ⑧번

하나뿐이다. 하지만 각각의 오류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외에도 여러 오류 유형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부족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⑨번

과 ⑩번은 곱의 법칙이 내재된 여러 공식의 원리와 의미를 내면화하지

못한 채 기계적으로 암기하고 적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조합론

수업을 받은 집단에서 발생한 오류 유형 중에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인

‘② 순서에 관한 오류’는 순열의 상황과 조합의 상황을 혼동하여 범한 오

류로 곱의 법칙의 활용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다만 Batanero,

Navarro-Pelayo, & Godino(1997)가 ‘② 순서에 관한 오류’ 유형에 대해

설명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사례는 곱의 법칙을 활용하지 않고 학생이 직

접 세고자 하는 대상들의 일부를 나열하여 구한 답안으로, 해당 유형의

모든 사례가 곱의 법칙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은 아니다. 하

지만 유형별 구분 없이 전체적으로 발생한 오류 빈도수의 평균은 조합론

수업을 받은 집단이 7.01로 수업을 받지 않은 집단의 10.59에 비해 더 적

었던 반면, 전체 오류 대비 ②, ③, ⑩번 오류의 비율은 수업을 받은 집

단에서 현저히 높게 나타난 실험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였을 때, 조합론

수업을 받은 집단에서 발생한 ‘② 순서에 관한 오류’의 상당 부분이 문제

상황 자체에 대한 이해보다는 곱의 법칙의 활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

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Batanero, Navarro-Pelayo, &

Godino(1997)도 수업이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통하여 조합론의 공식 및 그 연산의 의미를 제대로 이

해하지는 못했음을 드러낸다고 분석했다. Batanero, Navarro-Pelayo, &

Godino(1997)의 연구를 토대로 오류 유형을 7가지5)로 분류하고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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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오류를 분석한 이지현, 이정연, 최영기(2005)의 연구에서도 「순열과

조합」단원을 이미 학습한 학생들이 보인 오류 중에서 가장 높은 빈도수

를 보인 유형은 ‘순서에 관한 오류’였다. 문제의 진술 특성에 따른 문제

의 난이도와 학생들의 이해도 측면에서 보았을 때, 앞의 두 연구에서 결

론 내린 바와 같이 특정한 유형에 편중되어 있는 교과서의 문제 구성을

개선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유형과 의미 구조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

다. 하지만 관점을 달리하여 세기의 구조적 관점에서 통합하여 본다면,

각각의 오류 유형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그 기저에 자리 잡고 있는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을 학생들이 충분히

탐구하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이 우선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두 연구는 실험에 활용된 문제가 모두 ‘순열’, ‘조합’, ‘중

복순열’, 또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공식 중에서 하나만 적용하여 해

결할 수 있는 비교적 단순한 유형이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세기 문제는

하나의 공식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며(Annin & Lai,

2010), 교육과정에서도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분류하고 체

계화하는 수학적인 사고를 학생들에게 경험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명시

하고 있기 때문에(교육부, 2015) 보다 복잡한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

정에서 학생들이 자주 범하는 오류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리고 실제로 이와 관련하여 이미 여러 선행연구에서 학생들이 곱의 법칙

을 잘못 적용하여 ‘순서와 관련된 중복해서 세는(over-counting)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김서령, 박혜숙, 김완순, 2007;

Watson, 1996; Annin & Lai, 2010; Tucker, 2012). 다음은 이러한 오류

와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기 문제 중에서 서로 동형이

거나 유사한 사례를 발췌한 것이다.

5) 순서에 관한 오류, 중복에 관한 오류, 대상의 구별에 관한 오류,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에 관한 오류, 상자의 구별에 관한 오류(배치・분할 문제), 분할의 조건에 관한 오류

(배치・분할 문제), 기타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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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여섯 명의 여학생과 다섯 명의 남학생 중 여섯 명을 뽑아 대표단을

구성하려고 한다. 이때, 적어도 여학생 두 명이 들어있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의 수는? (김서령, 박혜숙, 김완순, 2007)

<오답> C × C

<문제> 어떤 시험에서는 제시된 10개의 문항 중 5개의 문항에 답해야 한다.

처음 다섯 개의 문항 중에서 두 개 이상의 문항에 답을 해야 한다면,

답할 다섯 개의 문항을 선택하는 방법의 수는? (Lockwood, 2014)

<오답> C × C

<문제> 문자            중 세 개를 선택하여 문자열을 만들려고 한

다. 하나의 문자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을 때, 를 반드시 포함하

는 문자열의 개수는? (Tucker, 2012)

<오답> C ×

<문제> 8개의 가로 줄무늬가 있는 깃발의 각 줄무늬를 빨간색 또는 초록색

또는 파란색으로 색칠할 때, 파란색 줄무늬가 최소 6개 포함되어 있

는 깃발의 개수는? (Annin & Lai, 2010)

<오답> C ×

<문제> 알파벳 대문자 8개로 이루어진 비밀번호가 있다. 이러한 8자리 비밀

번호 중 E를 적어도 3개 포함하는 것의 개수는? (Lockwood, 2013)

<오답> C ×

발췌한 사례는 모두 경우를 나누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지만, 학생들

이 경우를 나누지 않은 채 곱의 법칙을 잘못 적용함으로써 중복하여 세

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 Watson(1996)과 Annin & Lai(2010)는 이러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명확한 경우 나누기가 강조되어

야 함을 제기한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자신의 풀이가 왜 틀렸는지에 대

해 파악하고 경우 나누기를 해야만 하는 이유를 탐구할 기회는 제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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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채, 명확한 경우 나누기를 강조하고 옳은 풀이만을 제공하는 것이

유의미한 학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오답을 해석하

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오류의 원인을 밝히는 것은 물론이고, 곱의 법

칙의 의미와 경우 나누기의 필요성에 대해 탐구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문제의 난이도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세기 문제에

서 가장 빈번하게 범하는 오류는 ‘순서에 관한 오류’였으며, 이는 세기의

구조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곱의 법칙’을 기반으로 한 전체 학습요

소 간의 깊이 있고 연결성 있는 이해가 부족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파

악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선행연구에서 학생들이 범하는 오

류로서 유사한 세기 문제와 오류를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이러한

오류의 예를 학생들에게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이후에 유사한 상황에서

동일한 오류를 범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Annin & Lai,

2010), 세기 문제와 관련된 오류를 교수학습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떻

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안과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기 문제에서 학생들이 자주 범하는 ‘순서에 관한

오류’를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오답을 해석해보는 경험을 제공하여, 학생

들이 유사한 오류를 범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생들에게 경

우의 수 단원 전체를 구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

기를 기대한다.

1.3. 결과 집합 중심 관점(set-oriented perspective)

Lockwood(2013)는 [그림 Ⅱ-2]와 같이 세 요소, 즉 공식/표현(formulas

/expressions), 세기 과정(counting processes), 그리고 결과 집합(sets of

outcomes) 사이의 관계를 강조하는 학생들의 조합적 사고 모델(model

of students' combinatorial thinking)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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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학생들의 조합적 사고 모델(Lockwood, 2013)

이 때, 결과 집합은 학생들이 세고자 하는 대상들의 집합으로, 그 집합의

크기(cardinality)가 곧 주어진 세기 문제의 답이 된다. 이 모델은 특히

결과 집합과 세기 과정 간의 관계에 대한 강력하고도 유연한 이해를 강

조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Lockwood(2014)는 세기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암기한 공식이나 키워드에만 의존하고 무의미한 절차를 선호하는 학생들

에게 특별한 통찰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결과 집합 중심 관

점(set-oriented perspective)’을 제시하였다.

Lockwood(2014)에 따르면, ‘결과 집합 중심 관점’이란 세기 문제 해결

을 위한 본질적인 요소로서 결과 집합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세기에 대한 사고방식이다. 이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세고자 하는

결과를 나열해보려는 시도가 학생들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통찰력을 제

공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Watson, 1996; Tucker,

2012). Lockwood(2014)는 ‘결과 집합 중심 관점’을 갖는 것이 세기 문제

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아니며 충분한 조건 또한

아님을 언급하면서도, 세기 문제를 해결할 때 ‘결과 집합 중심 관점’이

유의미한 추론을 도울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음을 강조하며 다음 문제

의 풀이와 관련된 상황을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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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 대문자 8개로 이루어진 비밀번호가 있다. 이러한 8자리 비밀번호 중

E를 적어도 3개 포함하는 것의 개수는?

Lockwood(2014)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일반적으

로 범하는 오류로서 C ×을 예로 들면서,6) 결과 집합을 고려하지 않

고서는 논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위의 오답이 왜 틀렸는지를 알아내는 것

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다른 문제에 대하여 유사한 오류를 보인

Kristin이라는 학생에 대한 사례도 제시하였는데, Kristin은 본래 ‘결과

집합 중심 관점’을 잘 갖추지 못한 학생이었지만 연구자와의 인터뷰 과

정에서 문제의 상황을 만족시키는 구체적인 예를 찾아보는 경험을 통해

순서와 관련하여 자신이 범했던 오류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었다.

Eizenberg & Zaslavsky(2004)가 조합론 과목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대

학생 중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 지식을 갖춘 학생들만을 선별하여

실험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답을 검증하도록 요구했을 때 개선된

사례가 33%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여 보면, Lockwood(2014)의 연구에

서 실험에 참여한 세 명의 학생 모두가 ‘결과 집합 중심 관점’을 통해 세

기 문제의 오답의 원인을 밝혀낸 것은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자주 범하는 구체적인 오답 사례를 제시하고

그 원인을 밝혀보도록 하는 활동을 계획하였으나, 학생들에게 세기 문제

풀이의 검증을 요구했던 선행 연구의 실험 결과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단순

히 문제와 오답만 제시할 경우에는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어려운

활동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김서령, 박혜숙, 김완순, 2007; Eizenberg &

6) 아래의 두 경우는 모두 동일한 비밀번호 EEEABEEE를 생성하지만, 식 C ×에

서는 서로 다른 경우로 간주되어 중복하여 세어졌다.

ⅰ. C에서 앞에서부터 차례로 세 자리를 선택한 뒤(EEE      ), 
에서 나머지

다섯 자리에 채워질 비밀번호로 ABEEE를 택하는 경우

ⅱ. C에서 뒤에서부터 차례로 세 자리를 선택한 뒤(      EEE), 에서 나머지

다섯 자리에 채워질 비밀번호로 EEEAB를 택하는 경우



- 22 -

Zaslavsky, 2004). 이에 ‘결과 집합 중심 관점’을 과제 설계에 반영하여

학생들의 조합적 사고 및 과제 해결을 돕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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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학 수업에서의 오류의 활용

행동주의 패러다임 내에서 오개념과 오류는 학습자의 후행 학습을 방

해하는 원인이 되며, 그렇기 때문에 학습 과정에서 피하고 제거되어야

하는 부정적인 요소로 간주되어 왔다(노은정, 2002; Tulis, Steuer, &

Dresel, 2016). 하지만 근래에는 학생들의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를 학생들의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시도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노은정, 2002;

이종희, 김부미, 2006; 김성훈, 2009; 이동환, 이경화, 2010; 황혜정, 김명

수, 2014; Borasi, 1996; Goodwin, 1997; Groβe & Renkl, 2007; Rushton,

2018).

오류가 단순한 조작이나 연산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개념의

불완전한 이해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교사의 도움 없이 학생 스스로

오류를 교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이종희, 김부미, 2006). 따라서 교

사가 이를 파악하고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오류 교정을 위한 도움을 제

공해야 함은 필수적이고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선행 연구에서 주

목해 보아야 할 부분은 오류를 활용한 수업이 오류를 보이는 학생들의

오류를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외에도 다양한 측면

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근범(2017)은 조건부 확률

을 올바르게 계산하였던 학생들도 교사가 갈등상황을 제시하였을 때 오

개념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음을 근거로 하여,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오류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정당함을 제기하였

다. 또한 오류를 활용한 수업에서 활발한 수학적 논쟁과 토론을 통하여

추측, 반성 등의 풍부한 수학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관찰하고, 이러

한 과정에서 수학적 개념에 대한 보다 높은 수준의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유사한 맥락에서 Rushton(2018)과 Groβe & Renkl

(2007)도 옳은 풀이만 제공하였을 때보다 오류가 있는 풀이를 함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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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을 때 학생들에게서 유의미한 수학적 담론이 촉진되었음을 밝혔다.

또한 풀이가 옳고 그른 이유를 찾고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학습의 정

적전이가 강화되고, 보다 긍정적인 학습 결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에 더하여, 이종희, 김부미(2006)는 실험군과 대조군의 2차

사후 검사 결과를 비교하여 오류를 탐지하고 교정하는 학습법의 효과가

지속적이며,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의 신장에도 기여할 수 있

음을 밝혔다.

이상을 종합하면, 교사는 오류를 활용한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의 오류

교정이라는 일차적인 효과를 넘어서, 전체 학생의 사고의 자극, 수학적

개념의 깊은 이해, 유의미한 수학적 담론 촉진,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 메타인지적 사고력 향상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

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오류 교정의 중요성과 효과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오류를 활용한 수업의 사례를 찾아보기

는 어렵다. 함수 영역의 오개념과 오류에 대한 교사들의 교수학적 내용

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이하 PCK)을 분석한 이용하, 박

지현(2011)에 따르면, 연구에 참여한 교사 모두가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

에서 오류에 대한 교정 계획을 따로 세우지 않았다. 그나마 오개념에 대

해서는 수업을 준비할 때 고려하였지만, 실제 수업에서 오개념이 발생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강조한 반면 그 원인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수업 중에 학생들이 보이는 오류에 대해서는

순회 지도를 하면서 개별적으로 지도를 하고, 많은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오류는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시 정리해 주는 모습이 관찰되

었다. 이처럼 순회 지도를 통해서 오류를 지도하는 방안에 대하여 이용

하, 박지현(2011)은 대부분의 교사가 학생들의 오류를 교정해 주기 위해

택하는 방법이지만 시간 관계 상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

하며, 오류에 대한 교정 계획 역시 수업 준비 단계에서 계획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정리하면 학생들이 갖는 오개념과 오류에 대한 이해는 PCK

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여겨지고 있음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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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에 대한 예비 교사 및 교사들의 이해 정도와 수업에의 적용은 그

중요성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용하, 박지현, 2011; 이충훈,

2014). 그리고 이러한 현상의 원인 중의 하나는 교사가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얻게 되는 경험적 지식 이외에는 학생들의 오개념이나 오류

를 교정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매우 부족하다는 현실에 있

다.7)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연구의 활성화와 교육과정 자료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이용하, 박지현, 2011).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오류를 활용한 수업에서는 교사의 전문성

이 각별히 요구되며, 이와 관련하여 교사가 오류를 활용한 수업을 설계

하고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선행연구에 명시되어

있다. 오개념과 오류의 활용이 지나칠 경우에는 수업의 흐름에 방해가

될 수 있으며(이용하, 박지현, 2011), 과도하게 난이도가 높을 경우에는

오히려 학생들에게 좌절감과 혼란감을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

에게 인지적 과부하를 일으키지 않을 정도의 적절한 난이도의 과제를 설

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실제 교수실험 사례를 살펴보아도, 선수 지

식(prior knowledge)을 잘 갖추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오류가 있는 풀이

를 제시한 경우에 옳은 풀이만 안내한 경우보다 학습 효과가 낮게 나타

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Groβe & Renkl, 2007). 유사한 맥락에서

Goodwin(1997)과 Rushton(2018) 역시 오류를 활용한 수업의 효과를 강

조하면서도, 상위권 학생들 중에서도 오류를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학생들이 있음을 명시하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이에 교사는 오류의

원인을 밝히고 교정하는 활동 자체가 선수 지식을 비교적 잘 갖춘 학생

들에게도 결코 쉽지 않은 사고 과정임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김서령, 박

7)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고등학교 <수학> 교과의 「경우의 수」단원에 한정하여 보

았을 때, 연구자가 검토한 7종의 교과서 중에서 단 하나의 교과서에서만 학생이 범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해 다루고 있었으며, 그마저도 연습문제 중에 한 문제에 불과했다.

또한, 세기 과정에서 학생들이 범하는 오류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반

면 직접적으로 이러한 오류를 활용하는 교수학습 방안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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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숙, 김완순, 2007; Eizenberg & Zaslavsky, 2004), 오류를 활용한 과제

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학습자의 특성과 인지 수준을 면밀히 파악하여

반영하고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교사는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하며, 인지적 갈등 상황에 놓인 학생들의 질문에 대해서 직접

적인 답이나 지나친 힌트가 아닌 적절한 담론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이

근범, 2017). 마지막으로 교사는 학생들에게 오류가 있는 풀이를 제시하

기 전에 학생 스스로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추측과 갈

등을 통한 학생들의 사고의 자극을 꾀해야 한다(이근범,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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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오답 해석을 활용하여 세기의 구조를 지도하는 방안을 모

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Bruner의 관점을 기반으로

하여, 세기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곱의 법칙의 의미와 경우 나누

기의 필요성, 그리고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의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경

험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탐구할 기회를 제공받지 못함에 따라, 학생들의 세기 문제 해결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써 학생들에

게 세기의 구조를 탐구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문제 및 오류 사례를

선별하여 과제를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답을 활용한 교수실험을 설

계하였다. 그리고 설계한 교수실험을 연구자가 직접 진행한 뒤, 그 사례

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오답 해석을 중심으로 설계된 과제 및 지도방안

의 의의와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1.1. 연구 참여자

교수실험은 고등학교 <수학> 과목의 「경우의 수」단원을 학습한 학

생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오류를 바탕으로 설계하였다.

한편 학생들은 교사가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가르치지 않는 한 해당 단

원을 고등학교 1학년 2학기에 배우게 된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는 교수

실험 시점인 8월을 기준으로 해당 단원의 학습을 완료한 고등학교 2학년

이상의 학생들로 하였다. 또한 과제 및 활동의 난이도와 특성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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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표집 대상을 학업 성취도가 중상 수준 이상인 학생들로 제한하였다.

교수실험이 세기 문제에 대한 오답의 원인을 밝히는 활동을 주축으로 설

계되었는데, 이러한 활동은 동일한 문제에 대하여 옳은 답을 구하는 것

이상의 사고 수준을 요하며(Eizenberg & Zaslavsky, 2004), 기본적인 개

념의 이해와 적용조차 쉽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오답을 분석하는 활동이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Groβe & Renkl,

2007).

이와 같이 수업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표집 대상을 제한하였으며 수업

설계 과정에서도 학습자의 과제 해결을 돕기 위한 요소들을 반영하였지

만, 본 실험에 들어가기에 앞서 설계된 학습 활동의 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했다. 이에 연구 참여에 동의한 서울 소재 대학교 수학

교육과 학사과정 2학년 학생 1명을 대상으로 예비 실험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본 실험은 학업성취도가 중상 수준 이상이며 평소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학생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한 두 명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표 Ⅲ-1>은 본 실험에

참여한 두 학생 S1과 S2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학생 S1 S2

소속 및 학년 수도권 소재 일반 고등학교 2학년

수학 성적
2021학년도 3월

모의고사 1등급8)
2021학년도 6월

모의고사 1등급

선행 학습 경험9) 무(無) 유(有)10)

<표 Ⅲ-1> 본 실험 참여 학생

8) 교수실험 일자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시점에 치른 모의고사 성적을 제시하고자 하

였으나, S1이 재학하는 서울 소재 고등학교에서는 6월 모의고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9) <확률과 통계> 과목의 「경우의 수」단원에 한한다.

10) 2015개정 교육과정에 맞추어 <확률과 통계> 과목을 선행학습 한 것은 아니며, 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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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과정에서 두 학생 모두 과제를 해결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데 있어

서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으며, 이 외에도 각기 다른 측면에서 두드

러진 특성을 보여주었다. S1은 원리나 이유에 대하여 확실히 알고 넘어

가고자 고민하고 질문하는 모습이 교수실험 중에 여러 번 관찰되었으며,

인터뷰 중에도 이러한 본인의 학습 성향에 대해 스스로 언급한 바 있다.

S2는 과제해결 과정에서 수학적 직관력과 창의성이 돋보였으며, S2를

한 학기 동안 가르친 교과담임교사의 표현에 따르면 S2는 평소 비정형

화된 풀이를 사용하는 경향이 크고 수학적인 감각이 뛰어난 학생이다.

1.2.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교수실험은 두 차시에 걸쳐 총 6개의 과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설계하

였다. 각 과제별 진행 흐름은 [그림 Ⅲ-1]과 같으며, 교사가 세기 문제와

그에 대한 오답을 제시하면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오답을 해석하고 옳은

풀이를 유도해내는 것을 골자로 한다.11)

[그림 Ⅲ-1] 과제별 교수실험 진행 방식

교 시절 영재학교 진학을 위해 구(舊) 교육과정에 맞추어 해당 단원의 학습요소를 학

습한 경험이 있다.

11) 〚과제1〛의 경우 [그림 Ⅲ-1]에 제시된 흐름 중간에 보조 활동이 추가되었으며, 해

당 활동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본 장 2.1절에서 자세하게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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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와 오답은 앞장에서 기술한 세기의 구조를 탐구할 수 있는 것으로

선행연구 및 교육과정에서 발췌하여 일부 수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사항

은 본 장 2.1절에서 자세하게 기술한다. 과제별 수업 진행 과정을 단계별

로 상세하게 살펴보면, <1단계>에서 교사가 문제를 제시한 뒤 그에 대

한 오답을 제시하기에 앞서 <2단계>에서 학생들 스스로 문제에 대해 고

민하고 해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였다. 이는 문제에 대한

이해도와 몰입도를 높이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이 단계를 거치며 문제

해결 과정에서 오류를 보이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에도 다음 단계에서 자

신의 풀이와 배치되는 갈등 상황을 경험함으로써 사고과정의 발달과 촉

진을 이루어가게 하기 위함이다(이근범, 2017). <2단계>에서는 학생들

간의 의견 공유 없이 각자 스스로의 사고 과정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

였으며, 이후 <3단계>에서 교사가 문제에 대한 오답을 제시하고 나면

<4단계>에서는 학생들 간의 활발한 의견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

사는 적절한 발문을 제시하고 중재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집중하도록 설

계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수학적 오류와 인지적 갈등상황을

해결해봄으로써, 지식을 단순히 전달받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의 사고과정을 거쳐 세기의 구조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내면화할 수 있

도록 돕기 위함이다. 본 실험 1차시에서는 교사가 오답을 제시하고 난

뒤에 별도의 시간 제약을 두지 않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도

록 하였는데, 1차시 수업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 결과 <4단계>

활동이 S2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에 S1에

게 오답을 해석하고 고민해 볼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여 스스로 오답의

원인을 밝히는 경험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고, 이를 반영하

여 2차시 수업에서는 <3단계>에서 오답을 제시한 뒤 타이머를 설정하여

최소한 2분 동안은 의견 공유 없이 각자 고민해 볼 시간을 갖도록 하였

다.12)

12) 예비 실험은 학생 참여자가 한 명이었기 때문에 본 실험에서와 같은 필요성이 제기

되지 않았다. 또한, 본 실험 1차시 수업 중에도 발표의 주도권이 S2에게 지나치게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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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실험은 위에서 기술한 흐름에 따라 차시별로 3개의 과제를, 총 두

차시에 걸쳐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예비 실험의 경우 한 명의 학

생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학생 참여자가 우수한 과제 해결 능력

을 보여주어 교수실험 시간이 예상보다 단축되었다. 이에 1차시와 2차시

수업 사이에 10여분의 휴식 시간만 갖고, 2021년 7월 13일 하루 동안 교

수실험의 전 과정을 진행하였다. 이후 예비 실험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과제의 구성 및 세부 진술을 일부 수정한 뒤에 본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본 실험의 구체적인 절차는 <표 Ⅲ-2>와 같다.13)

날짜

(2021년)
구분

진행 방식 소요

시간

(단위: 분)

비고
개인별 전체 형태

08.04.수
사전 검사 ○

지필

평가
30

수업 1차시 ○ 수업 65 과제 1〜3

08.07.토 수업 2차시 ○ 수업 95 과제 4〜6

08.08.일

사후 검사 ○
지필

평가

S1: 18

S2: 25

S1 사후 검사
↓

S1 인터뷰
↓

S2 사후 검사
↓

S2 인터뷰
인터뷰 ○ 인터뷰

S1: 37

S2: 17

08.15.일 추가 수업 ○ 수업 19 S1만 실시

<표 Ⅲ-2> 본 실험 절차

중되지 않도록 교사의 발문과 중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13) 교수실험에 활용된 과제는 본 장 2.1절에서, 사전 검사 및 사후 검사 문항은 본 장

2.2절에서, 그리고 인터뷰 방식은 본 장 2.3절에서 자세하게 기술한다. 추가 수업은 본

실험을 모두 마친 후 필요성이 제기된 S1만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이와 관련해서

는 Ⅳ장 3.1절에서 자세하게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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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실험이 진행된 시점이 학생들이 교육과정에 따라 해당 단원을

배우고 9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이기 때문에, 학습 시점과 실험 시

점 간의 격차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복습을 통해

학생들에게 경우의 수 단원의 학습 요소를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되었다(Groβe & Renkl, 2007). 이에 EBSi에서 제공하는 강좌 중에서 학

교 시험 대비를 목적으로 개념에 대한 정리와 대표 유형 문항에 대한 풀

이를 제공하는 강좌를 선정하고, 그 중 경우의 수 단원에 해당하는 강

의14)를 학생들이 실험 전에 개별적으로 듣도록 안내하였다.15)

실험 환경은 전 과정 모두 Zoom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

하도록 설계하였다. 실험의 전 과정은 녹화되었으며, 분석을 위해 녹화자

료는 전사되었다. 자료 분석은 사전/사후 검사 결과와 수업 및 인터뷰

녹취록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실험 절차에 따라 자료수집과 동시에

진행되었다.

14) 해당 강의에서는 각각의 학습 요소에 대하여 결과뿐만 아니라 공식이 얻어진 원리까

지 소개하고 있으며, 강의 시간은 52분 14초이다.

15) S2의 경우에 연구자가 지정한 복습용 강의를 듣지 않고 교수실험에 임하였다. 교수

실험 1차시 도중에 S1이 교사의 발문에 대하여 해당 강의에서 들었던 내용을 언급하

며 연관을 지어 대답하자, S2가 본인은 잊어버리고 강의를 듣지 못했음을 밝혔다. 다

만, 사전 검사 결과 및 해당 시점까지 진행되었던 실험 과정을 근거로 판단하였을 때,

S2가 복습용 강좌를 듣지는 않았지만 교수실험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사전 지식을 충

분히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별도의 조치 없이 교수실험을 계속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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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도구

2.1. 과제

과제의 내용영역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공통선택과목인 <수학>의

「경우의 수」단원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해당 단원에 제시되어 있는 학

습요소는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순열, 조합’16)이다. 다만, 선택과목 <확

률과 통계>에 제시되어 있는 학습요소인 ‘중복순열’도 과제의 내용영역

에 함께 포함시켰는데, 이는 중복순열이 순열과 흡사하게 곱의 법칙을

특수한 사례에 적용시킨 것으로써 곱의 법칙의 원리만 이해하면 <확률

과 통계>를 배우지 않은 학생들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

기 때문이다(박연미, 2017).

구체적인 과제는 학생들로 하여금 Ⅱ장 1.1절에서 기술한 ‘세기의 구

조’를 탐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설계하였다. 구체적인 과

제 구성에 앞서 먼저 세기 문제를 그 해결 과정에서 경우 나누기의 필요

여부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각 유형별로 세 개씩 과제를

구성하였으며, 모든 과제에 대한 오답은 곱의 법칙이 순서가 지어진 것

을 세는 것임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간과하여 오류를 범한 것으로 제시하

였다. 또한 학생들의 조합적 사고과정 및 과제 해결을 돕고자 Ⅱ장 1.3절

에서 살펴본 ‘결과 집합 중심 관점’을 과제 설계에 반영하였다. 먼저 문

제의 조건을 충족시키거나 그렇지 않은 구체적인 예를 문제와 함께 제시

하여 학생들이 문제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과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오답의 원인을 분석할 때에도 구체적인 예를

통해 논리적으로 설명하도록 안내하였다. 본 실험에 활용된 각 과제별

문제, 오답, 정답 및 추가발문은 다음과 같다.

16) ‘계승(factorial)’은 순열의 특수한 경우에 대한 표기법으로 보아 본 연구에서는 따로

분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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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1

문제

다섯 명의 학생 A, B, C, D, E가 선생님을 돕기 위해 칠판을

닦는 역할에 지원했다. 선생님이 다섯 명의 학생 중 두 명을

선택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예를 들어, 선생님은 A와

D를 선택할 수 있다.)17)

오답

명의 학생 A, B, C, D, E 중 한 명을 선택하고, 그 각각에

대하여 나머지 학생은 이미 선택된 학생을 제외한 명의 학

생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하면 된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경

우의 수는 곱의 법칙에 의해  ×   이다.

정답 
×

추가

발문

1. 오답의 설명을 시각적으로 표현해봅시다.

2. 오답의 식( × )과 옳게 풀이한 식(
×

)을 경우의 수

단원에서 배웠던 기호를 사용하여 표현해봅시다.

<표 Ⅲ-3> 과제1

17) Batanero, Navarro-Pelayo, & Godino(1997)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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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2

문제

명의 학생 A, B, C, D, E, F를 두 명씩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려고 한다. 그룹을 편성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18)

(예를 들어, 같은 그룹에 속하는 학생들끼리 중괄호로 묶어

서 표현하면 {A, C}와 {B, D}와 {F, E}로 그룹을 편성할 수

있다.)

오답

명의 학생 중 두 명을 선택하는 방법의 수는 C이고, 그

각각에 대하여 남은 네 명의 학생 중 두 명을 선택하여 그룹

을 편성하는 방법의 수는 C이다.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하여

남은 두 명을 모두 택하면 세 개의 그룹이 모두 완성된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는 곱의 법칙에 의해

C × C × C  이다.

정답

C × C × C


추가

발문

1. 문제의 예에서 같은 그룹에 속하는 학생들을 중괄호로 묶

어서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2. (문제 상황에서는 동일한 경우이지만 오답의 식에서는 구

별하여 센 예를 한 쌍 찾은 후) (찾은 예와) 동일한 그룹

을 형성하지만 곱의 법칙을 적용한 식에서는 중복해서 센

또 다른 예를 추가로 찾아봅시다. 이러한 예를 총 몇 개나

찾을 수 있을까요?

3. 정답이 C × C × C 이 되도록 문제를 변형해봅시

다.

<표 Ⅲ-4> 과제2

18) Annin & Lai(2010) 변형



- 36 -

과제3

문제

개의 알파벳을 이용하여 네 자리 비밀번호를 만들 때, 정

확히 두 자리의 문자만 같고 나머지 두 자리의 문자는 서로

다른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오답

먼저 서로 다른 두 자리의 문자의 종류와 그 문자가 놓일 자

리를 결정하자. 개의 알파벳 중 하나의 문자를 골라 그 자

리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는 ×이고, 그 각각에 대하여 다

른 하나의 문자의 종류와 그 자리를 결정하는 방법의 수는

×이다.

마지막으로 그 각각에 대하여 남은 두 자리의 문자는 동일하

므로 아직 선택되지 않은 개의 알파벳 중에서 하나를 선택

하기만 하면 비밀번호가 완성된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는 곱의 법칙에 의해

×××× 이다.19)

정답


××××
 20)

C ××× 

추가

발문

1. 제약 조건 없이 개의 알파벳을 이용하여 네 자리의 비밀

번호를 만든다면, 만들 수 있는 비밀번호는 몇 개일까요?

<표 Ⅲ-5> 과제3

19) Tucker(2012) p.196-197 변형

20) 동일한 경우를 오답에서 두 번씩 중복하여 세었음을 밝혀내고, 오답으로부터 오류를

수정하여 얻어낸 식이다. 다만, 본 문제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중복하여 센 경우가 생

기지 않도록 식을 세우는 방법이 존재하고 교육과정에서도 이러한 방법이 전형적으로

안내되기 때문에, 이는 오답의 해석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문제를 해결할 경우에

다소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식이다. 따라서 마지막 단계에서 학생들에게 오답

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의 올바른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도록 하고, 그 결과

(또는 2단계에서 학생 스스로 세웠던 식)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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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4

문제

1번부터 10번까지 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시험지가 있다.

이 중 문제를 선택하여 풀어야 하는데, 1번부터 5번까지의

문제 중 적어도 세 문제를 포함해야 한다고 한다. 문제를 선

택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예를 들어, {1번, 2번, 4번, 5

번, 10번} 문제를 선택하여 푼 경우는 인정되지만, {3번, 4번,

7번, 8번, 9번} 문제를 선택하여 푼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오답

1번부터 5번까지의 문제 중 적어도 세 문제가 포함되어야 하

므로 먼저 1번부터 5번까지의 문제 중 세 문제를 선택하면,

그 방법의 수는 C이다. 그 각각에 대하여 나머지 두 문제

는 아직 선택되지 않은 일곱 개의 문제 중에서 아무거나 선

택해도 되므로, 나머지 두 문제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는 C

이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는 곱의 법칙에 의해

C ×
C
  이다.21)

정답

선택 된 다섯 개의 문제 중에 1번부터 5번까지의 문제가 몇

개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경우를 나누어 생각하면

C ×
C
  C ×

C
  C 

추가

발문

1. 문제의 예에서 선택된 다섯 개의 문제를 중괄호로 묶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2. (문제 상황에서는 동일한 경우이지만 오답의 식에서는 구

별하여 센 예를 한 쌍 찾은 후) 옳은 답을 구해내기 위해

서 지난 차시의 수업에서와 같이 찾아낸 예가 중복하여

세어진 횟수로 오답을 나누어주면 될까요?

<표 Ⅲ-6> 과제4

21) Lockwood(2014)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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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5

문제

문자          중 세 개를 선택하여 문자열을 만들

려고 한다. 하나의 문자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을 때, 를

반드시 포함하는 문자열의 개수를 구하시오. (예를 들어,

 는 인정되지만,  는 인정되지 않는다.)

오답

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므로, 먼저 문자열의 세 자리 중 가

들어갈 자리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는 가지이다. 그 각각에

대하여 나머지 두 자리에는 아무 문자나 들어가도 상관없으

므로, 각 자리마다 들어갈 문자를 결정하는 방법의 수가 개

씩 존재한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는 곱의 법칙

에 의해 ×× 이다.22)

정답

23)

문자열에 등장하는 의 개수에 따라 경우를 나누어 생각하면

C × 
C
 × 

C
  

문자열에서 가 처음에 등장하는 자리에 따라 경우를 나누어

생각하면 ×  ×  ×  

추가

발문

1. 제약 조건 없이 개의 문자를 중복 사용하여 세 자리의

문자열 만든다면, 만들 수 있는 문자열은 몇 개일까요?

2. (옳은 풀이에 대해 논의한 뒤)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경우

나누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3. 함께 살펴본 바와 같이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다

른 기준을 적용하여 경우 나누기를 할 수 있는데, 이와 같

이 합의 법칙을 적용하기 위해 경우 나누기를 할 때 공통

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표 Ⅲ-7> 과제5

22) Tucker(2012) p.182-183

23) 여사건을 활용하여     과 같이 간단한 식을 얻어낼 수도 있지만, 경우 나

누기의 필요성과 그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경험해볼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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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6

문제

서로 다른 네 개의 공      를 서로 다른 네 개의 상자

    에 넣으려고 할 때, 넣은 공의 개수가 인 상자

가 있도록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단, 공을 하나도 넣

지 않는 상자가 있을 수 있다.)24)

예. 공    

상자    

오답

먼저 넣은 공의 개수가 인 상자와 그 상자 안에 넣을 공을

선택하면, 그 방법의 수는 ×이다. 그 각각에 대하여, 나머

지 세 개의 공은 남은 세 개의 상자 중 아무 상자에나 넣어

도 상관없으므로 각 공마다 공을 넣을 수 있는 상자가 개씩

존재한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는 곱의 법칙에

의해 ××××이다.

정답

상자별로 담긴 공의 개수의 조합에 따라 경우를 나누어 생각

하면 ×C×  ×C××    

전체 경우의 수에서 넣은 공의 개수가 1인 상자가 없는 경우

의 수를 빼면     C ×C 

추가

발문

1.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었다면, 서로 다른 네 개의 공을 서

로 다른 네 개의 상자에 넣는 방법의 수는 몇 개일까요?

(여전히 빈 상자는 존재할 수 있다.)

2. 서로 다른 네 개의 공을 서로 다른 네 개의 상자에 넣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넣은 공의 개수가 1인 상자가 없는 경

우의 수를 빼서 정답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표 Ⅲ-8> 과제6

24)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가형 1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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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유형 올바른 문제 해결방안

과제1 유형1

곱의 법칙만
활용하여 해결 가능

문제 해결 과정에서 곱의 법칙 적용 후

‘측정으로서의 나눗셈’ 또는 ‘곱셈의 역으

로서의 나눗셈’을 적용하는 것이 요구됨.25)

과제2

과제3

과제4 유형2

문제 해결을 위해
경우 나누기 필요

경우 나누기를 한 뒤 나뉜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곱의 법칙을 활용하여 구하고, 이렇

게 구한 경우의 수를 모두 더하여 해결.

과제5

과제6

<표 Ⅲ-9> 과제별 문제 유형 및 올바른 문제 해결방안

<표 Ⅲ-9>는 각 과제별 문제 유형과 올바른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을

정리한 것이며, 각 과제별 오답은 모두 곱의 법칙이 순서가 지어진 것을

세는 것임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간과함으로 인해 발생한 오류를 제시하

였다.

과제별로 상세히 살펴보면, 먼저 〚과제1〛부터 〚과제3〛까지는 곱의

법칙만 활용하여 해결이 가능한 유형1의 문제로 구성하였다. 그 중에서

도 〚과제1〛은 곱의 법칙의 의미를 탐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도 필수적인 과제로, 조합 문제를 곱의 법칙을 적용하여 순열 문제처럼

해결한 오류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곱의 법칙의 의미 및 순

열, 조합 공식과의 연결 관계를 스스로 발견하고 내면화할 수 있기를 기

대했다. 그리고 학생들의 이러한 사고과정을 돕기 위해서 〚과제1〛의

오답을 해석하는 단계에서 추가적인 보조 활동을 계획하였으며, Caddle

& Brizuela(2016)의 제안에 따라 ‘순열 문제’와 ‘곱의 법칙 문제’26)를 비

25) 황우형, 김경미(2008)는 자연수의 나눗셈에 대한 아동의 이해를 ‘등분할, 측정, 비교,

곱셈의 역, 동수누감’으로 범주화했다. 이 중, ‘측정’은 전체를 몇씩 묶는 상황이나 전

체에 부분이 몇 번 들어가는지 알아보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이며, ‘곱셈의 역’은 나

눗셈 문제를 곱셈 문제의 반대로 생각하여 해결하는 경우이다.

26) Caddle & Brizuela(2016)는 순열이 아닌 상황에서 곱의 법칙을 적용하여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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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해보는 활동을 중심으로 설계하였다. Caddle & Brizuela(2016)는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순열을 처음 가르칠 때 ‘곱의 법칙 문제’와 ‘순열

문제’의 차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뿐더러, 수형도와 같은 탐구

수단을 활용하지 않고 곱의 법칙으로부터 순열로 바로 넘어가고 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학생들이 순열 상황에서 곱의

법칙을 적용하는 데 잦은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박연미

(2017)의 연구에서 곱의 법칙을 학습한 학생들에게 순열 문제에 대한 풀

이를 제시하고 풀이 과정에서 수를 곱한 것이 곱의 법칙을 적용한 것인

지를 물었을 때, 학생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곱의 법

칙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고 답한 사례는 Caddle & Brizuela(2016)의 논

의를 뒷받침해준다. [그림 Ⅲ-2]는 보조 활동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 Ⅲ-3]은 ‘보조 활동 2’를 위한 Zoom 수업 화면을 캡처한 것이다.

보조 활동 1

1) 곱의 법칙을 적용한 〚과제1〛 오답의 설명을 그림27)으로 표현하기.

2) 그림에 드러난 각각의 경우(결과 집합의 원소)를 순서쌍으로 표현하기.

보조 활동 2

1) 곱의 법칙 복습하기.

2) 제시된 ‘순열 문제’와 ‘곱의 법칙 문제’를 교과서에 기술된 곱의 법칙의

설명에 따라 해석하기.28)

3) 모든 경우(결과 집합의 원소)를 수형도와 순서쌍으로 표현하기.29)

4) 두 문제 모두 곱의 법칙을 적용하여 해결하였지만,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찾아 논의하기.

[그림 Ⅲ-2] 〚과제1〛 보조 활동

하는 문제를 ‘곱의 법칙 문제(multiplication principle problem)’라고 명명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를 따른다.

27) 연구자가 검토한 7종의 교과서 중 6종의 교과서가 곱의 법칙을 도입할 때 수형도를

활용하였지만, 그 중 절반인 3종의 교과서에서만 ‘수형도’라는 용어를 소개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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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 ‘보조 활동 2’를 위한 Zoom 수업 화면

정리하면 〚과제1〛을 통해서 학생들이 곱의 법칙을 적용한다는 것이 순

서가 지어진 쌍의 개수를 세는 것임을 경험하고, 곱의 법칙이 내재된 순

열과 조합 공식의 원리 및 연결 관계에 대해 스스로 정리해볼 수 있기를

기대했다.

〚과제2〛와 〚과제3〛의 오답에서는 [그림 Ⅲ-4]와 같이 곱의 법칙의

적용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기에 앞서,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

하는 과정에서 이미 곱의 법칙이 내재된 공식의 적용이 이루어진 풀이를

제시하였다.30)

실험 중에 수형도라는 용어를 처음부터 사용하지는 않았다.

28) Caddle & Brizuela(2016)는 곱의 법칙에 대한 교과서의 기술에서 각 사건에 해당하

는 것이 무엇인지를 문제에서 찾아내어 연결 짓는 활동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29) [그림 Ⅲ-3〕에 제시된 문제와 수형도 및 순서쌍 표현에 사용된 아이스크림과 컵케

이크 그림은 황선욱 외(2018). p.262, 266에서 캡처하였다.

30) 〚과제2〛의 경우 C  C  C 식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미 곱의 법칙이 내재된

조합 공식이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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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 〚과제2〛 오답의 수형도 표현

이와 같이 동일한 문제 내에서 곱의 법칙을 두 단계에 걸쳐 활용하는 경

우에는 시각화한 결과가 복잡하고, 이미 곱의 법칙을 활용하여 구한 결

과물, 즉 집합 또는 순서쌍들로 이루어진 사건을 대상으로 또 다시 곱의

법칙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보다 높은 수준의 사고과정이 요구된다.

이에 학생들이 〚과제1〛에서 기초적인 상황에 적용된 곱의 법칙의 예를

통해 곱의 법칙의 적용 및 활용에 있어서 순서가 중요함을 경험하고, 이

러한 사고를 〚과제2〛와 〚과제3〛에 제시된 오류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확장 및 발전시킬 수 있기를 기대했다.

다음으로 〚과제4〛부터 〚과제6〛까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

우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지만, 학생들이 경우를 나누지 않은 채 곱의 법

칙을 잘못 적용하여 범한 오류를 제시하였다. 먼저 오답에서 중복하여

세어진 예를 찾아보는 과정을 통해 곱의 법칙의 의미와 그 중요성에 대

해 다시 한 번 경험하고 내면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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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오답에서 중복하여 세어진 예를 다양하게 찾아봄으로써 해당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 경우를 나누어야만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기

준을 적용하여 경우를 나누어야 하는지를 학생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

도록 하였다. 특히 〚과제5〛는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경우 나누기

를 하고 각각의 기준에 맞추어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보도록 안내

함으로써, 학생들이 수학적 사고의 유연성을 경험함과 동시에 합의 법칙

을 적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하여 고민하고 논의해볼 수 있도록 하

였다.

2.2. 사전 및 사후 검사

2.2.1. 사전 검사

사전 검사는 [그림 Ⅲ-5]와 같이 총 두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1번 문항을 통해서 학생들이 ‘곱의 법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

는지, 그리고 곱의 법칙이 적용된 상황을 논리적으로 정당화하고 해석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문항의 설계 및 진술은 박연미(2017)

및 Caddle & Brizuela(2016)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였고, 구체적인 소문

항은 교과서(황선욱 외, 2018, p.262, 266)에서 발췌하였다.

2번 문항은 5개의 소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문제 해결 시 곱의 법칙

의 활용과 관련하여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문항들로 설계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곱의 법칙을 아는 것을 넘어서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지, 그리고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경우를 나누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양한 구조와 수준의 문제를 제시하면서도

문장제 문제의 복잡성으로 인한 혼란은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머니에서

공을 뽑는 동일한 상황을 제시하고 소문항에 따라 뽑히는 공이 만족해야

할 조건만 다르게 제시하였다. 각각의 소문항은 Tucker(2012)의 저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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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췌한 트럼프 카드 게임과 관련된 문제를 주머니에서 공을 뽑는 상

황의 동형(isomorphic)인 문제로 변형하여 설계하였다.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 방식에 따른 구성을 살펴보면, (1), (2), (3)번은 곱의 법칙만 활용

하여 해결이 가능한 문항으로, (4), (5)번은 문제 해결을 위해 경우 나누

기가 필요한 문항으로 설계하였다.

[그림 Ⅲ-5] 사전 검사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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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사후 검사

사후 검사는 하나의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사전 검사 2번 문항을 동

일하게 제시하고 각각의 소문항에 대한 오답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그리

고 각 소문항별로 오답이 틀린 이유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도록 요구하였다. 오답 역시 대부분

Tucker(2012)의 저서에서 해당 문제와 함께 제시하고 있는 오답의 형태

를 따랐다. 각 소문항별로 제시한 오답은 <표 Ⅲ-10>과 같다.

2.3. 인터뷰

사후 검사까지 모두 마친 뒤에 각각의 학생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인터뷰31)를 실시하였다. 사후 검사의 문제 풀이 결과만 가지고는 파악하

기 어려운 정의적인 요소와 학습 단원에 대한 관점의 변화 등을 확인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사전에 질문의 내용을 어느 정도는 구조화하였

지만 학생 개개인의 사전/사후 검사 결과 및 교수실험 과정에서 보여준

특성, 그리고 인터뷰 진행 과정에서 보여준 반응에 따라 세부적인 질문

의 내용과 순서는 달리하였다.

31) Merriam(2005)는 인터뷰의 구조화 정도에 근거한 연속체를 다음과 같이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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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오답

(1)

먼저 각각의 색깔마다 하나씩 공을 선택하는 방법의 수는 곱의 법칙

에 의해 ××이다. 그 각각에 대하여 나머지 하나의 공은 아직 선

택되지 않은 개의 공 중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므로, 나머지 하나의

공을 선택하는 방법의 수는 이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는

곱의 법칙에 의해 ×××  이다.

(2)

먼저 같은 숫자가 적힌 두 개의 공을 선택하는 방법의 수는

C × C이다. 그 각각에 대하여, 세 번째 공은 이미 선택된 숫자가

적힌 공을 제외한 나머지 개의 공 중에서 하나를 택할 수 있다. 또

한, 네 번째 공은 앞서 선택된 두 개의 숫자가 적힌 공을 제외한 개

의 공 중에서 하나를 택할 수 있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

는 곱의 법칙에 의해 C × C××  이다.

(3)

첫 번째 숫자가 적힌 두 개의 공을 선택하는 방법의 수가 × C이고,

그 각각에 대하여 두 번째 숫자가 적힌 두 개의 공을 선택하는 방법의

수가 × C이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는 곱의 법칙에 의

해 × C× × C 가지다.

(4)

먼저 빨간색 공 중 세 개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는 C이다. 그 각각

에 대하여 나머지 한 개의 공은 아직 선택되지 않은 열두 개의 공 중

에서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므로, 나머지 공을 선택하는 방법의 수는

C이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는 곱의 법칙에 의해

C × C  이다.

(5)

서로 다른 두 개의 숫자를 선택하고, 각각의 숫자마다 하나씩 색깔을

결정하는 방법의 수는 C × C × C이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두 개

의 숫자로 1과 2를 선택하고, 숫자 1과 2가 적힌 공의 색깔을 각각 빨

간색과 파란색으로 선택한 경우를 생각해보자. 즉, R1과 B2가 선택되었

다고 하자. 그러면 나머지 두 개의 공은 숫자 1, 2가 적혀 있는 6개의

공 중에서 앞서 선택된 두 개를 제외하고 남은 네 개의 공 Y1, B1, R2,

Y2 중 아무거나 선택해도 상관없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는

곱의 법칙에 의해 C × C × C× C  이다.

<표 Ⅲ-10> 사후 검사 문항의 소문항별 오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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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사전 검사 결과

1.1. 문항1

1번 문항은 학생들의 곱의 법칙에 대한 이해도 및 해석 능력을 평가

하고자 했던 문항으로, 이에 대한 S1과 S2의 답안은 각각 [그림 Ⅳ-1],

[그림 Ⅳ-2]와 같다.32)

[그림 Ⅳ-1] 사전 검사 1번 문항에 대한 S1의 답안

[그림 Ⅳ-2] 사전 검사 1번 문항에 대한 S2의 답안

32) 실험의 전 과정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학생들은 사전 검사 시작과 동시

에 연구자가 전송한 컴퓨터 파일을 통해 문제를 확인하고, 개별적으로 문항별 풀이만

작성하여 연구자에게 회신하였다. S1은 연습장에 풀이를 작성한 뒤에 사진을 찍어 전

송하였으며, S2는 연습장에 푼 뒤 SNS 메시지 창에 풀이 결과를 입력하여 회신하였

다. [그림 Ⅳ-2]는 S2가 보낸 메시지 중에서 1번 문항의 풀이 부분을 캡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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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S1은 ‘곱의 법칙 문제’와 ‘순열 문제’ 모두 곱의 법칙을 적용한

것이라고 옳게 판단하였다. 판단 근거에 대한 서술에서는 구체적으로 ‘수

형도’를 언급하거나 표현하지는 않았으며, 얼핏 보면 ‘동시에’라는 단어에

의존하여 곱의 법칙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

다. 하지만 수업 중 활동 모습과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판단하였을 때,

S1은 교수실험 이전부터 곱의 법칙과 그 적용 근거에 대한 개념을 비교적

잘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수업 중에 〚과제1〛의 오답에 대해

서 해석을 요구하였을 때 곱의 법칙을 적용한 오답의 식은 순서를 지어서

세고 있음을 예를 들어 설명하였으며, 오답을 시각적으로 표현해보라는 교

사의 요구에도 처음에는 당황한 듯하였으나 이내 수형도를 그려냈다.33)

다음은 사전 검사 1번 문항과 관련하여 S1과 나눈 인터뷰 내용이다.

T (S1의 사전 검사 1번 문항 풀이를 화면에 띄워놓고) 그런데 이 설명

만 보고서는 S1이 곱의 법칙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갖고 있었는지

잘 확실히 선생님이 인지가 안 돼서, 이 때 S1이 곱의 법칙을 어떻

게 이해하고 이런 답을 썼는지 한 번 더 설명해 줄 수 있어요?

- 중략 - (인터뷰 흐름과 무관한 학습장비와 관련된 대화)

S1 저는 그 곱의 법칙이 세트라고, 그 선생님이 (링크를) 보내주셨던

(EBSi 강의에서 설명한) 것처럼, 하나가 정해졌을 때 그 뒤에가 영

향을 받으면 그 때 곱의 법칙을 써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T 하나가 정해졌을 때,

S1 네. 예를 들면, 그 막 옷을 입었는데 그 위에 옷을 검은색 입고 밑에

옷을 파란색 입는 거랑, 위에 옷을 검은색, 파란색 입고 위에 옷을

파란색 밑에 옷을 빨간색, 파란색 입는 거랑 다른 경우잖아요?

T 다시 한 번만, 미안.

S1 그 위에를 파란색 입고 그 밑을 검은색 입었어요. 그런데 위를 검은

색 입고 밑은 검은색 입으면 밑은 안 바뀌었지만 위에를 다르게 했

을 때 전체 세트 경우는 결국 다른 경우가 되니까. 그렇게 영향을

받으면 곱의 법칙을 써야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33) 본 실험과 관련된 결과는 본 장 2절에서 보다 상세하게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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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아, OK. 그 왜 선생님이랑 계속 이제 그림으로 나타냈잖아요?

S1 네.

T 그런 걸 ‘수형도’라고 부르는데, 수형도라는 말도 들어 봤나?

S1 네, 배웠었어요.

T 어. 그러면 이미 S1은 머릿속으로 그런 수형도를 그려서 생각을 했

던 거예요?

S1 그, 어 수형도를 그리기보다는 그냥 약간 모호하게, 이렇게 되면 얘

뒤에도 따라오겠지? 생각하면서 했어요.

T 그러니까 앞에 게 똑같아도 뒤에 게 달라지면 그게 다른 경우가 되

는지?

S1 네네. 수형도 비스므리하게[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정확히 수형도

를 그리진 않았어요.

반면 S2는 ‘곱의 법칙 문제’인 (1)번은 곱의 법칙을 적용한 것이 맞지

만, ‘순열 문제’인 (2)번은 곱의 법칙을 적용한 것이 아닌 것 같다고 답하

였다. 주목할 부분은, S2가 〚과제1〛의 보조 활동을 할 때 곱의 법칙에

서 ‘동시에’라는 표현이 많은 친구들의 실수를 유발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동시에’ 대신 ‘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경우’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하였을 정도로, 곱의 법칙에 대하여 나름의 고민과 해석의 과정을

거쳐서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다음은 수업 중에 S2가 곱의 법칙의

설명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S2 저는 ‘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경우’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합의 법칙 같은 경우는 한 상황에서 안 일어나잖아요? 절대. 그러니

까 예를 들어 뭐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둘은 무조건 다른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저걸 먹고 저걸 먹고는 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잖아요. 컵케이크를 먹고, 아이스크림을 먹고는 한 상황

에서 일어나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 때 곱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나.

이러한 S2의 관점은 사전 검사 1번 문항의 풀이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이와 같은 해석은 S2가 곱의 법칙 적용 상황과 합의 법칙 적용 상

황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해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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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ddle & Brizuela(2016)가 우려한 바와 같이 곱의 법칙을 ‘서로 다른

집합에서 각각 원소를 택하여 오는 상황’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한정지어

생각함으로써, 하나의 집합에서 두 개의 원소를 차례대로 택하여 나열하

는 순열의 상황은 곱의 법칙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는 오개념을 형성하고

있었다.34) 이러한 결과는 교과서에서 순열 공식을 설명할 때 ‘곱의 법칙

에 의하여’라는 문구를 명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에 대해 학생들이 스

스로 탐구하고 내면화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Caddle & Brizuela, 2016).

1.2. 문항2

2번 문항을 통해서는 학생들이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이 무엇인지

아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세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두 법칙을 적

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그림 Ⅳ-3] 사전 검사 2번 문항에 대한 S1의 답안

34) S2는 곱의 법칙 문제에 등장하는 서로 다른 집합을 ‘다른 조건’으로, 순열 문제에 등

장하는 하나의 집합을 ‘한 조건’으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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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 사전 검사 2번 문항에 대한 S2의 답안

[그림 Ⅳ-3]과 [그림 Ⅳ-4]는 각각 S1과 S2의 답안을 캡처한 것이며,35)

소문항별 정오표는 <표 Ⅳ-1>과 같다.

문항 번호
학생 (1) (2) (3) (4) (5)

S1 ○ × × × ×

S2 ○ △ ○ ○ ○

<표 Ⅳ-1> 사전 검사 2번 문항의 소문항별 정오표

먼저 S1의 오답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에 주목하여 살

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S1이 틀린 네 개의 문항 중에서 (5)번을 제외한 나머지 세 문항

의 풀이는 연구자가 사후 검사에서 해당 문제에 대해 제시하고자 했던

오답과 동일한 형태를 띠었다. 본 장 1.1절에서 기술하였듯이 S1은 곱의

법칙이 순서가 지어진 것을 세는 것임을 알고, 기본적인 곱의 법칙 활용

상황에서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오류를 제시하였을 때 논리적으로 반박

하며 교정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사전 검사 2번 문항과 같이 보다 응용

된 문제 상황에서는 곱의 법칙의 적용 과정에서 순서와 관련된 오류를

반복적으로 범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Bruner(1973)가 지식의 구조를 설

명하며 법칙을 아는 것을 넘어서 ‘사용’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

35) S1의 경우 처음에는 (5)번 문항에 대한 풀이를 비워둔 채 회신하였다. 그 후 S2가

사전 검사를 마치기를 기다리는 동안 좀 더 고민해 본 뒤, (5)번 문항에 대한 풀이를

추가로 작성하여 다시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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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러한 결과는 S1이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을

기반으로 한 세기의 구조를 충분히 경험하고 내면화할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둘째, S1은 (3)번 문항과 (5)번 문항의 풀이과정에서 동일한 상황에

대한 경우의 수를 각각 구했는데, 한 번은 옳게 구하였지만 다른 한 번

은 오류를 범하여 잘못 구하였다. (5)번 문항은 “서로 다른 숫자가 정확

히 두 개 존재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로, 학생들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해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했던 문항이

다.

ⅰ) 각각의 숫자가 적힌 공이 두 개씩 존재하는 경우;

ⅱ) 하나의 숫자가 적힌 공이 세 개, 나머지 숫자가 적힌 공이 한 개 존재하

는 경우

S1이 (5)번 문항을 틀린 이유는 ⅱ)의 경우를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ⅰ)

의 경우의 수만 구했기 때문인데, 비록 (5)번 문항은 틀렸지만 ⅰ)의 경

우에 대해서는 경우의 수를 옳게 구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5)번 문

항에서 ⅰ)의 경우는 “같은 숫자가 적힌 공이 2개씩 두 쌍 존재하는 경

우의 수”를 구하는 (3)번 문항과 동일한 상황임에도, S1은 (3)번 문항에

서는 곱의 법칙을 잘못 적용하여 오답을 제시하였다. 정리하면, S1은 동

일한 상황에 대한 경우의 수를 (3)번 문항과 (5)번 문항에서 두 차례 구

하였는데, 30여 분 남짓한 사전 검사 시간 동안 한 문항에서는 옳은 풀

이를, 다른 한 문항에서는 오답을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이

당장 오류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앞으로도 오류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

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주 범하는 오류에 대

하여 교사가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수업을 설계해야 함을 뒷받침해준다

(이근범, 2017).

S2의 경우에는 (2)번 문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올바른 식과 답을 제시

하였다. (2)번 문항의 경우에도 답은 옳게 구하였으나, 연구자에게 답안

을 회신하기 위해 풀이과정과 답을 SNS 메시지 창에 옮겨 적는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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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식의 마지막 부분에 1/2을 곱한 것을 누락시켰다. 이에 정오표에는

‘△’로 표시하였는데, (2)번 문항의 맞고 틀림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S2

가 (2)번 문항의 풀이에서 보여주었던 사고과정이 일반적으로 교사가 제

시하는 전형적인 풀이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S2가 마지막에 ‘곱하기 1/2’

을 빠뜨리고 제시한 식은, S1이 답안으로 제출했던 식이자 연구자가 사

후 검사에서 (2)번 문항에 대한 오답으로 제시하고자 설계한 식과 동일

하다. 이는 교사가 일반적으로 안내하는 옳은 풀이와는 절차상 차이를

보이는 오답의 사고방식이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더 자연스러울 수 있음

을 시사한다. 문제는 S2의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식에서 중복하여 센 사

례가 있음을 인지하고 2로 나누어 주는 작업을 추가적으로 실행하였지

만, S1을 비롯한 많은 학생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오류가 발생한

채로 결론을 내리고 만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생각해 보았을 때, 사

전 검사에서 두 학생이 보여 준 풀이방식은 수업 중에 교사가 일방적으

로 정형화된 풀이방법을 안내하는 것을 넘어서 학생들이 자주 범하는 오

류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고 교정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함을 시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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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업 결과

S2는 수업 전반에 걸쳐 큰 어려움이나 갈등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각 과제별 수업 과정에 대한 묘사는 S1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수업 결과

에 대한 분석은 본장 4절에서 사후 검사 결과와 통합하여 기술한다.

2.1. 과제1

〚과제1〛은 곱의 법칙이 순서가 지어진 것을 세는 것임을 기본적인

문제 상황을 통해 탐구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곱

의 법칙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순열과 조

합의 공식에 곱의 법칙이 내재되어 있음을 탐구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조합 문제를 곱의 법칙을 적용하여 순열 문제처럼 해결한 오답

을 제시하였을 때, 두 학생 모두 문제의 상황에서는 순서를 고려할 필요

가 없지만 오답에서는 순서를 지어서 셈으로써 동일한 경우를 중복하여

세었음을 어렵지 않게 밝혀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녹취록의 일부이다.

T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문제랑 어떤 친구가 이 문제를 잘못 해석

한 풀이를 하나 줄 거예요. 그러면 그 오답을 보고, 이 친구한테 “네

답이 이래이래서 틀렸어.”라고 어떻게 설명해줘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오답 제시)

S2 (잠시 후) 다 생각했으면 어떻게 해요?

T 그냥 말해주면 돼요. 자유롭게. 이 오답해석 시간부터는.

S2 아. 그래요?

T 응. (잠시 후 S1이 손을 든 것을 보고) 응. S1이 한번 얘기해 볼까

요?

S1 다섯 명 중에서 A를 선택하고, 나머지 네 명 (중에) 한 명씩 선택을

했는데, 나중에 이번에는 A를 선택하고 처음에 B를 선택하는 경우,

C를 선택하는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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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네.

S1 그런데 그 다음 경우에서 이제 B를 선택하고 A를 선택하는 경우가

또 있으니까, 한 번 겹치는데, 선생님은 그냥 두 명만 선택하면 되니

까. 2로 나누어 줘야 돼요.

이어서 오답의 설명을 시각적으로 표현해보라는 교사의 요구에도 [그림

Ⅳ-5]와 같이 수형도를 그리고, 오답에서 중복하여 센 예를 동그라미로

표시하여 오답이 틀린 이유까지 함께 표현하였다.

[그림 Ⅳ-5] 〚과제1〛의 오답에 대한 S1의 시각적 표현

‘순열 문제’와 ‘곱의 법칙 문제’를 비교해보는 보조 활동에서는 사전

검사 1번의 소문항과 동일한 문제를 활용하였는데, 사전 검사에서는 오

답을 제시하였던 S2가 활동 과정에서 오개념을 바로 잡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곱의 법칙 문제’와 ‘순열 문제’ 모두 곱의 법칙

을 적용한 것이지만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찾아보라는 연구자의 질

문에 “곱의 법칙 문제는 두 사건이 서로 연관이 없고, 순열 문제는 연관

이 있다.”고 표현하며 어렵지 않게 그 차이를 밝혀냈다. 비록 수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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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하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단순히 답만 구하고 넘어가기 쉬운

기본적인 문제를 통해서도 적절한 발문과 과제 설계를 통해 학생들의 사

고 과정을 충분히 자극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보

조 활동을 마친 뒤에 다시 본 활동으로 넘어가기에 앞서 학생들에게 질

문을 받겠다고 하였을 때, S1이 “이 페이지는 아닌데, 조합은 곱의 법칙

이 아니에요?”라고 질문을 하였다. 이는 학습자에게 주어진 자극이 당시

의 활동 내용에만 국한되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이미 형성

하고 있는 다른 개념으로까지 보다 넓게 확장되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바로 답해주지 않고, 〚과제1〛에

대한 활동이 모두 끝난 뒤에 S1 스스로 답하도록 하였다.

2.2. 과제2

〚과제2〛에서는 곱의 법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오류가 발생하기에 앞

서,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미 곱의 법칙이 한

차례 활용된 오답을 제시하였다. 다수의 교과서에서 이와 같이 두 단계

에 걸쳐 곱의 법칙을 활용해야 하는 문제의 풀이를 제시하며 “곱의 법칙

에 따라/의하여”라는 문구를 삽입하기는 하지만, 학생들에게 왜 곱의 법

칙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는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곱의 법칙의 의미를 이해하고 기본적인 문제에서 이를 활용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는 학생들도, 해당 유형에서는 곱의 법칙의 적

용과 관련하여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예측되어 과제를 설계하였다. 실

제로 S1은 〚과제1〛 활동 전반에 걸쳐 주도적으로 임하며 우수한 과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었지만, 〚과제2〛의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볼

시간을 제공한 뒤에 오답을 제시하였을 때 자신도 역시 오답과 같은 방

식으로 생각했음을 밝혔다. 오답에 대해 해석하는 단계에서도 S2와 교사

의 설명을 듣고 난 뒤에는 큰 어려움 없이 이해하고 중복하여 세어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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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예를 찾아내었지만, 처음부터 스스로 밝혀내지는 못하였다.

2.3. 과제3

〚과제3〛도 〚과제2〛와 동일한 맥락에서 설계되었다. 다만 학생들이

〚과제3〛을 통해서 중복순열을 기반으로 설계된 문제를 처음 접하게 되

기 때문에, 오답을 제시하기에 앞서서 문제를 단순화시켜 제시함으로써

기본적인 중복순열 문제를 곱의 법칙을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지를 확

인하고자 하였다.36) 다음은 수업 내용 중 일부이다.

T 자, 선생님이 하나만 질문을 할게요. 만약에 아무 조건이 없이, 이

뒤에 (정확히 두 자리의 문자만 같고 나머지 두 자리의 문자는 서로

다르다는) 조건 없이 (화면에 표시를 하며)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면,

그냥 26개의 알파벳으로 4자리 비밀번호를 만든다고 하면, 그 때는

답이 몇 개가 될까요?

S1 26의 네제곱?

T S2 생각은 어때요?

S2 예.

T 응. 그렇지. S1이 한 번 어떻게 그 식이 나왔는지 설명해 주겠어요?

S1 맨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거 26개, 그 뒤에도 26개, 26개, 26개니까,

곱의 법칙으로 해서 다 곱했어요.

박연미(2017)가 주장한 바와 같이, 중복순열을 선행학습하지 않은 S1도

곱의 법칙을 적용하여 중복순열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었다. 하

지만 곱의 법칙을 잘못 적용하여 오류를 범한 답안을 제시하고 해석해보

36) 본 문제는 네 자리의 비밀번호를 만드는 중복순열 상황에 “정확히 두 자리의 문자만

같고 나머지 두 자리의 문자는 서로 다르다”는 조건이 추가되어있어, 중복순열에 대한

개념 없이 고등학교 <수학> 교과의 학습요소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하다. 다만, 문제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와 같은 활동을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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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였을 때, S1은 〚과제2〛에서와 마찬가지로 스스로 오답의 원인

을 밝혀내지는 못하였다. 또한 S2의 오답 해석에 대해 교사가 추가로 질

문을 하였을 때 혼란스러워하는 모습까지 보였으며, 문제 상황을 축소시

켜서 수형도로 표현해준 뒤에야 확실히 이해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2차시 수업을 시작하며 1차시 수업 내용에 대해 복습할 때, S1에게 〚과

제3〛의 오답에서 중복하여 세어진 예를 찾아보도록 요구했을 때에는 고

민 없이 쉽게 찾아내었다.

앞 장의 과제 설계에서 밝혔듯이, 연구자가 〚과제3〛에서 제시한 오

답을 수정하여 얻어낸 정답의 식은 오답 해석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에는 다소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식이

다. 이에 학생들에게 연구자가 오답을 제시하기 전에 문제만 보았을 때

떠올렸던 풀이에 대해 설명해보도록 하였고, S1이 다음과 같이 처음부터

중복하여 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결한 방법을 설명하였다.

S1 저는 반대로 일단 c 그 겹치는?37) 그 두 개 (자리에) 들어가는 거를

먼저 골라서 26하고, 그게 네 칸 중에, 그러니까 그게 세 칸, 아니

네 칸이죠?

T 전체가 네 칸이죠.

S1 네. 네 칸 중에 두 곳에 들어가니까 C하고,

T (화면에 받아 적으며) 그렇지.

S1 그리고 나머지 두 개를 P로 구했어요.

이처럼 S1이 별다른 혼란이나 어려움 없이 오류의 수정을 거치지 않고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을 하였고, 이에 교사가 추가적으로 이러한

사고 방안에 대해 설명하거나 강조하지 않았다. 하지만 추후 수업 결과

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

었으며, 이와 관련된 논의는 본장 3.1절에서 상세하게 기술한다.

37) 오답을 해석할 때 S2가 중복하여 세어진 예로 제시했던 비밀번호가 “abcc”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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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과제4

〚과제4〛는 경우를 나누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지만, 경우를 나누

지 않고 한 번에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곱의 법칙을 잘못 적용하여 발생

한 오류를 제시하였다. S1은 〚과제2〛에서와 마찬가지로 처음에 문제만

제시하고 해결해보도록 하였을 때, 연구자가 설계한 오답과 동일한 방식

으로 풀었다. 비록 〚과제2〛에서와 동일하게 처음에는 오답을 떠올렸지

만 이후 오답을 해석하는 단계에서는 점차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

데, 〚과제2〛에서는 오답임을 알았음에도 왜 틀렸는지를 알아차리지 못

했던 반면, 〚과제4〛에서는 오답임을 안 뒤에는 오답 식에서 중복하여

센 예를 정확히 찾아내며 스스로 틀린 이유를 밝혀냈다. 다만, 오답을 해

석한 뒤에도 옳은 풀이 방법을 찾아내는 것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이에 S2에게 오답의 식에서 중복하여 세어진 또 다른 예를 찾아보도록

한 뒤에, <표 Ⅳ-2>와 같이 S1이 찾아 낸 예와 S2가 찾아 낸 예가 중

복하여 세어진 횟수가 다름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S1이 찾은 예 S2가 찾은 예

문제의 조건에 따라

선택한 5문제
         

오답 식

C ×C에서

중복하여 세어진 예

    

    

    

⋮

    

C  가지

    

    

    

    

C  가지

<표 Ⅳ-2> 〚과제4〛에서 S1과 S2가 찾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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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왜 경우를 나누어서 풀어야만 하는지, 그리고 경

우를 나눌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하여 나누어야 할지를 학생들이 자연스럽

게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그리고 실제로 위의 활동을 마친 뒤 학

생들 스스로 기준을 세워 경우를 나누고 옳은 답을 얻어냈다.

2.5. 과제5

〚과제5〛도 〚과제4〛와 동일한 맥락에서 설계되었으며, 〚과제3〛과

유사하게 중복순열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오답을 제시하

기에 앞서 문제를 단순화시켜서 제시하고, 학생들이 기본적인 중복순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과제3〛에서와 마찬가지로 S1

은 조건을 단순화시킨 기본적인 중복순열 문제를 곱의 법칙을 적용하여

옳게 해결하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원래의 문제를 해결할 때 문제의 조

건을 누락하여 잘못 해결하였음을 깨닫고 연구자에게 알렸다. 또한 오답

을 제시하고 2분 동안 오답에 대해서 각자 해석해볼 시간을 가진 뒤에도

오답이 틀린 이유를 스스로 찾아내지는 못했다. 이에 S2가 찾은 예를 설

명하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중간에 개입하여 S1이 오답해석을 마무리하

도록 유도하였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수업 내용의 일부이다.

T 혹시 S2 예 찾았어요?

S2 네.

T 오. 한 번 예 들어줘볼까? 처음에 몇 번에다가 e를 넣고?

S2 만약에 ①번38) 자리 선택해서, e가 ①번에 있으면, 그 두 번째는 두

번째 자리에다 e를 또 선택해요.

T 그렇지. 그럼 남은 자리가 결국 ②번이랑 ③번인데, 여기에다가.

S2 ②번에 e를 선택하고요, ③번은 뭐 아무거나 a를 선택했다고 하고.

38) 수업 중에 학생들과 문자열의 세 자리를 앞에서부터 차례로 ①, ②, ③으로 놓기로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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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를 해볼까? 자, 그러면 S1아. S2가 찾아준 예로 문자열을 만들면

뭐가 나와요?

S1 어... eea요.

T 그렇지. 어. 완벽히 이해했네. eea요. 맞는가?

S1 네.

T 그럼, 우리 마무리는 S1이 해줍시다. S2가 분명히 똑같은 문자열

eea가 나오는데, 이 식에서는 중복해서 센 걸 찾았대요. 그럼 처음에

e를 어디에다 넣은 걸까?

S1 첫 번째 e를 두 번째에다 넣고요.

T 그렇지. ②에다 넣고. 그럼 남은 게 ①번 자리랑 ③번 자리인데?

S1 e를 넣고, a를 넣고.

T 그렇지. 잘 찾네. 그러니까 무조건 아무 예나 먼저 떠올려 보면 돼

요. 이해했는가?

자, 또 없나요? 얘(eea)가 나올 수 있는 거.

S2 없어요.

S1 없어요.

비록 처음부터 온전히 S1 스스로 예를 찾아내지는 못했지만, 오답에서

설명한 방식에 따라서 S2가 하나의 예를 들자 해당 예와 동일한 경우이

지만 오답의 식에서는 다른 경우로 보고 중복하여 센 예를 S1 스스로

찾아내었다. 또한, 옳은 풀이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에는 S1 스스로 기

준을 세워 경우를 나누고 풀이를 시도하였다. 다만, 나뉜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곱의 법칙을 잘못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

였고, S2의 도움을 받아 오류를 수정하였다.

2.6. 과제6

〚과제6〛 또한 〚과제4〛와 동일한 맥락에서 설계되었으며, 6개의 과

제 중에서 가장 높은 난이도의 문제로 구성하였다. S1은 〚과제5〛에서

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스스로 오답에 대해서 해석하지 못하였지만,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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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질문에 답을 하면서 오답의 식에서 중복하여 센 예가 있음을 깨닫

고 찾아내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수업 내용 중 일부이며, [그림 Ⅳ-6]

은 Zoom으로 공유된 수업 화면을 캡처한 것이다.

T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오답 하나 줄 테니까, 역시 2분 동안 일단

먼저 각자 생각해볼게요.

(2분 후) 자, 어때요? 생각할 시간이 더 필요할까요?

S2 아니, 저는 괜찮아요.

T S1은?

S1 저는 더 주셔도 모르겠, 모를 거 같은데요?

T 어? 그러면 S1 시켜야 되겠다. S2야, 조금만,

S2 네.

T S1한테 먼저 기회를 줘 보자.

S1 네? 모, 모르겠어요.

T 어, 아니야, S1이 풀 거예요. 자, 일단 이 오답에서 어떤 주장을 펼치

고 있는지는 알겠어요?

S1 네.

T 얘도 지금 이 괄호, 앞의 괄호랑 뒤의 괄호랑 뭘 선택하느냐가 달라

서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공, 넣은 공의 개수가 한 개인 상자가 있

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상자, 공이 하나 담겨 있는 상자랑 공까지,

상자랑 그 안의 공을 이제 결정을 한 게 이 앞에 4×4이고요, 이건

왜 4×4인 줄 알겠나?

S1 네.

T 응, 공 하나 고르고 상자 하나 골랐으니까. 자, 그러고 나서, 그럼 이

제 남은 상자가 세 개잖아요? 그 (처음에 고른) 상자에는 더 이상

못 들어가잖아? 하나 들어갈 상자를 골랐으니까. 맞는가? 어, 그럼

남은 공 3개를 남은 상자 3개에다 넣으니까, 좀 아까 S1이 4의 네제

곱 했던 것처럼,39) 이제 남은 공 3개를 남은 상자 3개에 넣는 방법

이 얘(3×3×3)에요. 지금 이거 이해가 가요? 자, 그러면 S1이 예를 하

나 먼저 만들어 줘보자. 자, S1아, 선생님이 박스 네 개 만들었어요.

공 a, b, c, d를 네 마음대로 넣어봐. 하나만 들어있는 상자가 있도

록.

S1 어... X에다가 a,



- 64 -

T a 넣고.

S1 Y에다가 b...

T b랑.

S1 e. 아, 없네? d요.

T (웃음) 지금 e라고 그랬던 거지?

S1 네. 그리고 Z에다가 c?

T OK. 자, 그럼 문제 조건 만족하죠? 넣은 공이 하나인 상자 있죠?

자, 그럼 이 사람(교사가 제시한 오답의) 논리대로 택해 봐. 이런 결

과가 나오려면, S1아, 처음에 어떤 상자랑 어떤 공을 택할 수 있나?

S1 어, X 상자랑 a 공이요.

T 응, X 상자에다가 a를 넣었어요. 곱의 법칙이니까 콤마를 쓸게요. 그

럼 이제 남은 공 세 개가 b랑 c랑 d잖아? 그 남은 세 개를 넣을 상

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 상자를 얘는(S1이 선택한 예에서는) 지금

뭐로 결정한 거야, 차례대로?

S1 Y, Z, Y요.

T 그렇지. 네가 다 찾았는데? Y, Z?

S1 Y.

T 어. Y. 그럼 고민을 해봐야죠. 실제로 이 경우를 이 순서쌍에서, 이 곱

의 법칙에서 이렇게 한 번만 센 건지. 또 중복해서 센 경우는 없는지.

S1 중복되는 게 생기네요.

T 생겨요?

S1 네.

T S1이 찾아볼래요?

S1 Z에다가 c를 넣는 거.

T 그렇지. Z 상자에 c를 넣을 때랑, 그럼 남은 공이 a랑 b랑 d인데?

S1 X, Y, Y.

T 그렇지. 그것 봐. 네가 다 찾았잖아.

S1 그런가? (웃음)

T 또? 이거 말고 또 똑같은 상자를 만드는 거 없어요?

S1 없어요.

39) 〚과제6〛의 문제에 대한 오답을 제시하기에 앞서, 문제의 일부 조건을 제거하고 단

순화시켜 “서로 다른 네 개의 공     를 서로 다른 네 개의 상자     에

넣는 방법의 수”를 구하는 활동을 하였다. 그 때, S1이 의 네제곱 가지 경우가 있음

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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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6] 〚과제6〛에 대한 Zoom 수업 화면

이와 같이, 교사의 안내에 따르기는 하였지만, 외부의 직접적인 도움 없

이 S1 스스로 오답에서 중복하여 세어진 예를 찾아내었다. 하지만 이후

에 옳은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S1은 곱의 법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또

다시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옳은 풀이에

대해 논의한 뒤, 여사건을 활용한 풀이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도록

안내하였을 때, 두 개의 상자는 비어 있고 나머지 두 개의 상자에 각각

공이 두 개씩 담기는 경우의 수를 C ×C×P
40)로 구하는 오류를 범

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S1이 범한 오류 또한 곱의 법칙의 활용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빈번하게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이다.

40) S1은 자신의 풀이에 대하여 먼저 네 개의 공을 두 개씩 두 묶음으로 나누고

(C× C), 네 개의 상자 중 두 묶음의 공이 각각 담길 상자를 결정하였다(P)고 설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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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후 검사 및 인터뷰 결과

3.1. 사후 검사 결과

사후 검사에서는 사전 검사 문항 중에서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의 실

제 활용 능력을 평가하고자 했던 2번 문항을 다시 제시하였다. 다만, 문

제만 제시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소문항에 대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에서 곱의 법칙을 잘못 적용한 오답을 함께 제시하고, 학생들에게 오답

이 틀린 이유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 논리적으로 설명한 뒤에 문제를 올

바르게 해결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림 Ⅳ-7] S1의 사후 검사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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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8] S2의 사후 검사 풀이

[그림 Ⅳ-7]과 [그림 Ⅳ-8]은 각각 S1과 S2의 사후 검사 풀이 결과이며,

두 학생 모두 모든 문제에 대하여 오답에서 중복하여 세어진 예를 적절

하게 찾아내었다.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도록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도

S2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S1은 (5)번을 제외한 모든 문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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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옳은 풀이를 제시하였다. S1이 사전 검사에서 (1)번을 제외한 나머

지 모든 문제를 틀렸었으며, 특히 (2), (3), (4)번에서는 연구자가 사후

검사에서 해석을 요구한 오답과 동일한 오류를 범했던 점을 감안했을

때, S1이 자신이 범했던 오류의 원인을 파악하고 옳은 답까지 이끌어냈

다는 점에서는 수업의 효과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옳은 답을 구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세운 식의 형태와 관련해서

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표 Ⅳ-3>은 사후 검사의 소문항별로 연

구자가 제시한 오답과 가능한 정답의 형태를 정리한 것이다.

문항

번호

연구자가 제시한

오답

정답 예시

오답을 수정한 풀이 일반적인 풀이

(1) ××× 

×××
C ×C ×C ×C

(2) C ×
C


×× 

C×C×× C ×C
×

C
×

C
 ×

C


(3) ×C××C

×C××C
C ×C ×C

(4) C×
C
 - C ×

C
  

C


(5)
C ×C×C
×

C


-
C ×C×C ×C
 

C
 ×

C
 ×

C


<표 Ⅳ-3> 사후 검사의 소문항별 오답 및 정답의 예

표에서 볼 수 있듯이 (1), (2), (3)번 문항의 경우에, 제시된 오답에서 모

든 경우를 두 번씩 중복하여 세었기 때문에 오답의 식을 2로 나누어줌으

로써 정답을 얻어낼 수 있다. 하지만 〚과제3〛과 유사하게, 이렇게 구한

식은 일반적으로 문제만 보고 해결하였을 때에는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으며, 세 문제 모두 표의 마지막 열에서 제시한 것처럼 처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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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하여 세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을 세우는 것이 가능하다. 그

런데 사후 검사에서는 오답을 해석한 뒤에 옳은 답을 구하도록 요구하였

기 때문에, 학생들의 사고 과정이 자연스럽게 오답을 수정하여 정답을

구하도록 유도되었다. 실제로 S1의 답안을 보면, (1), (2), (3)번 문항 모

두 오답에서 제시한 식을 2로 나누어서 정답을 얻어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S1의 사후 검사 직후에는 논의점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대로 S1의 사후 검사를 종료하였다. 하지만 S1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연구의 설계가 학생들로 하여금 오답을 수정한 형태로 옳은 답을 구하도

록 유도하고 있음을 인지하였고, 사후 검사 (1), (2), (3)번에 대하여 학

생들이 오답을 수정한 형태가 아닌 일반적인 방법으로도 풀이할 수 있는

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교수실험 과정을 돌아보면

〚과제3〛에서 오답을 수정하여 옳은 답을 얻어 낸 뒤에 이와는 다른 풀

이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시간을 갖기는 하였으나, S1이 별다른 혼

란이나 어려움 없이 자신의 풀이를 잘 설명하였고 이에 연구자가 부가적

인 설명이나 강조를 더하지는 않았다. 또한, 〚과제1〛과 〚과제2〛는 오

답을 수정하여 얻어낸 식이 일반적인 풀이 방법과 일치하고, 〚과제4〛

부터 〚과제6〛까지는 경우를 나누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오답에서

는 경우를 나누지 않고 풀이한 사례를 제시하였기 때문에, 〚과제3〛을

제외한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는 오답을 수정한 형태가 아닌 다른 풀이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단계가 계획되지 않았다. 다만, 〚과제4〛부터

〚과제6〛까지의 옳은 풀이를 구할 때, 경우를 나누고 각각의 나누어진

경우의 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곱의 법칙과 관련하여 오류를 범

한 사례가 발생하였으나, 이 때에도 연구자가 학생들의 오류의 원인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오류를 수정하여 옳은 답을 얻도록 유도하는 데에

만 그치고 전형적인 다른 풀이 방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하지는 않

았다. 다음은 인터뷰 과정에서 “수업 중 어려웠던 점이나 개선이 필요하

다고 느낀 점”을 묻는 질문에, S1이 답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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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 그 쉽게 푸는 풀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약간 생각을 안 하니까 이렇

게만 풀고 넘어가면 나중에 그, 그 시험 풀 때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나중에.

T 예를 들면? 쉽게 푸는 풀이라는 게 어떤 걸까?

S1 그러니까 이렇게 오답을 하고 나중에 나누기 2가 아니라 처음부터

막 전체에서 적어도가 아닌 걸 뺀다든지, 이렇게 전형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 있잖아요?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오답을 확실히 한 번

짚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 이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다들

확실히 그 방법을 이해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에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 S1에게 사후 검사지에서 오답 없이 문제만

읽은 뒤에 처음부터 중복하여 세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을 세워

볼 것을 요청하였고, 며칠 뒤에 “선생님 문제를 푸는데 다 오답처럼 풀

고 그담에[그 다음에] 오류인 예를 찾아서 고쳐지지 처음부터 오류 없이

풀리질 않아요.”라는 답변을 받았다.41) S2의 경우에는 S1의 인터뷰가 끝

난 뒤에 사후 검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S2에게는 사후 검사를 시작하

기 전에 미리 오답을 수정한 형태가 아닌 다른 풀이방안에 대해서도 생

각해볼 것을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S2가 (2)번과 (3)번에 대해서는 오답

을 수정한 형태의 식으로 답하였는데, 사후 검사 직후 S2에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도록 하였을 때 (3)번에 대해서는 C ×
C
×

C
와 같이 추

가적인 풀이 식을 제시하였다. 다만, (2)번은 오답을 보지 않았더라도 동

일하게 해결하였을 것이라고 답하였는데, S2의 경우에는 오답을 제시하

지 않았던 사전 검사에서도 (2)번 문항에 대하여 오답과 동일한 사고 과

정을 거쳐 오류를 수정하는 형태로 문제를 풀이했었기 때문에 교수실험

을 거치며 오답의 방식이 각인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S1이 사

41) S1의 인터뷰 직후에 S2의 사후 검사 및 인터뷰가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S1의 추

가적인 평가를 Zoom을 통해 바로 이어서 진행하지는 못했으며, S1 스스로 시간을 내

어 해결해 본 뒤 연구자에게 회신을 하도록 요청하였다. S1의 회신을 받은 뒤, 오답을

수정하는 형태가 아닌 일반적인 해결 방안에 대하여 추가 수업을 계획하고 진행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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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검사에서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옳게 풀이했던 (1)번 문제마저도 사후

검사에서는 오류를 수정하는 형태가 아니고서는 풀지 못하겠다고 한 부

분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 두 학생 모두 문제에 대한 오답이 제시

되었을 때 오답의 사고방식을 모방하여 해결하려는 시도를 보이기는 하

였으나, S2의 경우에는 이러한 시도가 또 다른 오류로 이어지지는 않았

으며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42) 하지만 S1의 경우에는

(1), (2), (3)번 뿐만 아니라, 경우를 나누어서 해결해야 하는 (4), (5)번

문제의 경우에도 나누어진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할 때 또 다시 오답과

동일한 방식으로 문제 풀이를 시작하려는 경향을 보였고, 이 때문에 또

다른 오류를 범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S1을 대상으로 진행한 추가

수업에서 S1은 교사의 안내에 따라 어려움 없이 식을 세워나가는 듯하

였으나, 마지막 (5)번 문항에 대해서 교사가 아무런 발판을 제공하지 않

고 S1 스스로 해결해보도록 하였을 때, 오답과 동일하게 먼저 숫자 두

개를 선택해놓은 뒤에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하여 또 다시 오류를 범하였

다. 사후 검사 (4)번 문제에서도 결과적으로는 옳은 답을 구해 냈지만,

빨간색 공을 개 선택하는 경우에 대하여 기본적인 조합 공식인 C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C ×C ×


과 같이

식을 세웠다. 이는 오답과 동일한 방식으로 빨간색 공 중에서 세 개를

먼저 선택한 뒤에 남은 두 개의 빨간색 공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마

42) S2는 사전 검사에서는 경우를 나누어서 해결하였던 (5)번 문항을 사후 검사에서는

경우를 나누지 않고 C× C와 같이 곱의 법칙만 활용하여 해결하였다. (C× C는

(5)번 문제가 1부터 5까지의 다섯 개의 숫자 중에서 두 개의 숫자를 선택한 뒤, 선택

된 숫자가 적힌 6개의 공 중 4개를 선택하는 문제와 동일한 상황임을 이용하여 얻어

낸 식이다.) 원래 연구자의 출제 의도는 경우를 나누어서 해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

고자 했던 것으로, 문제를 단순화 시키는 과정에서 경우를 나누지 않아도 해결이 가능

한 상황이 되었으나 S2의 답안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를 미처 파악하지 못하였다.

S2도 처음에는 사전 검사에서 답안을 제시한 것처럼 경우를 나누어서 해결하였으나,

오답을 본 뒤에 오답의 해결 단계를 일부 모방하여 새로운 시도를 해보다가 우연히

계산 결과가 같음을 알아차리고 정당화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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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막으로 중복하여 세어진 경우를 고려하여 4로 나눈 것이다. 이러한 결

과는 오답을 활용하여 수업을 설계할 때 오답에 대해 해석하고 이로부터

오류를 수정하여 옳은 답을 얻어내는 것에 지나치게 활동이 편중될 경

우, 오답의 방식이 학생들의 사고에 각인되어 학생들의 유연한 사고를

방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2. 인터뷰 결과

사후 검사의 문제 풀이 결과만으로는 학생들의 개념에 대한 이해 정

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인터뷰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경우의 수 단원에서 배운 개념들에 대하여 생각이 달

라진 부분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두 학생 모두 긍정적인 변화를

진술하였는데, 먼저 S2의 경우에는 곱의 법칙 이후에 등장하는 학습 요

소들이 결국은 곱의 법칙의 변용(變容)에 불과한 것임을 깨달았다고 밝

혔다. 다음은 녹취록의 일부이다.

T (웃음) 그러면 혹시 이제 이거랑 관련해서 지금 선생님이랑 수업을

하기 전이랑 후랑 이 곱의 법칙에 관련돼서 S2가 생각이 좀 달라진

게 있어요?

S2 음... 사실 뭐야 거기랑 관련돼서라기보다 가장 생각이 달라진 게 보

통 옛날에 보면 경우의 수를 할 때나 곱의 법칙은 빠르게 지나가고

순열 조합 쪽을 자세하게 다루잖아요? 그래서 이 쪽이 중요하고 이

쪽 메커니즘에 자주 이용했었는데,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결국 다 곱

의 법칙에서 나온다는 게 가장 달라진 것 같아요, 제 생각이.

T 그러면 혹시 S2가 그 전에도 이 곱의 법칙에서의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 순서를 지어서 짝을 지은 거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문제를 풀었

었을까?

S2 문제 풀 때 순서 생각은 당연히 하는데, 그 곱의 법칙이라는 생각

자체는 아예 안했던 것 같아요.

T 근데 S2가 직관력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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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 그냥 순서가, 뭐 적용 되냐 안 적용 되냐는 문제에 따라 생각할 수

있는데, 곱의 법칙을 그 단원 배운 이후에는 아예 기억에서 없애버

린 것 같아요.

T 맞아, 대부분이.

S2 어차피 쓸모없다고 생각되니까.

S2는 인터뷰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수업을 하면서 좋았던 점이나 인상

깊었던 점’에 대하여 물었을 때에도 “곱의 법칙이라는 거를 가져와서 이

단원을 곱의 법칙 뭔가 하나만으로 다 설명한 것 같아서 좋았고요, (이

하 생략)”라고 대답하여, 본 연구에서 교수실험을 통해 학생들에게 곱의

법칙이 세기의 구조의 근간이 됨을 깨닫게 하고자 했던 연구자의 의도가

잘 전달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S1의 경우에도 이전부터 경우의 수 문제를 해결할 때 순서와

관련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고는 있었으나, 개념에 근거하여 이

해하기보다는 유형별로 학습하여 해당 유형의 문제에만 국한시켜 생각해

왔음을 밝혔다. 더불어 세기 문제에 접근하는 관점의 측면에서도 다음과

같이 긍정적인 변화를 언급하였다.

S1 어, 저는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하고 풀었던 것들을 겹치는 게 많,

겹치는 거를 잘 세야 된다고, 그걸, 그걸 가장 크게 느꼈고요, 그러

기 위해서 예를 직접 이렇게 써보면 확실히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거, 있다고 느꼈어요.

T 그러면, 그 예전에 이 수업하기 전에도 곱의 법칙이랑 순서랑 계속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했던 거야? S1은?

S1 네. 그 뭐냐, 그 문제들이 다 이렇게, 이렇게 순서 이런 걸로 겹치는

걸 해가지고 틀리게 나오니까. 문제를 이렇게 많이 풀어보기는 했었

는데, 이렇게 개념이 잡히지는 않고 이 문제는 어떻게 겹치니까 이

렇게 풀어라 이런 것만 이렇게 풀었던 것 같아요.

T 아, 아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주셨던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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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 그 문제 유형이 그래도 좀 정해져 있으니까 막 색칠하는 거나, 이런

거는 어떻게 겹칠 테니까 이렇게 풀어라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만

했지 이렇게 오히려 새로운 문제들을 보고 같은 거에서 여러 경우를

생각해보니까 또 그렇게 생각 못했던 거를 생각해봤어요.

T 그리고 그러면 지금 뭐 이미 S1이 다 얘기를 해준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 이제 이 수업을 하기 전이랑 수업을 한 후랑, 이런 경우의

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아니면 이렇게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

에 있어서 좀 달라지는 점이 있을 것 같아요?

S1 옛날에는 너무 그, 그... 그냥 약간 겉에서 풀었던 것 같아요. 그 문

제를 깊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 대충 이렇겠지 하고 풀었

던 것 같은데, 이제는 약간 나중에는 겁 안 먹고 차근차근해서 오래

걸리더라도 그 반례를 찾아가면서 경우 나눠서 풀어볼, 풀어볼 것

같아요.

이 외에도 오답을 활용한 학습 방안에 대하여 두 학생 모두 처음 접

해본 수업 방식이었지만 이를 통해서 개념에 대하여 더 확실히 이해할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며, 정의적인 측면에서도 수업 과정

전반에 대해 흥미를 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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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세기의 구조를 지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오답 해석을

활용한 과제를 설계하고,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고등학교 <수학> 과목

의 「경우의 수」단원을 학습한 경험이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 두 명

을 대상으로 교수실험을 진행하였다. 두 학생 모두 고등학교 2학년에 올

라와 치른 모의고사에서 수학 영역 1등급을 받은 학생들로, 객관적인 수

치에 근거하여 보았을 때에는 동일하게 최상위권의 학생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교수실험 과정에서 보여준 조합적 사고의 수준에서는 다소 차이

를 보였다. S2는 전반적으로 큰 인지적 갈등이나 어려움 없이 주도적으

로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 준 반면, S1은 〚과제1〛을 제외

한 모든 과제에 대하여 교사의 추가 발문 없이는 오답을 해석하는 데 어

려움을 표하였다. 고무적인 것은 교수실험이 진행될수록 S1의 오답 해석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사후 검사에서는 자신이 사전 검사에서 범했던 오

류를 포함한 모든 오답에 대하여 그 원인을 스스로 밝혀내었다는 점이

다. 다만 교수실험은 소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S1의 반응

에 따라 즉각적으로 연구자의 개입과 중재가 이루어졌지만, 일반적인 교

육 현장에서는 학생 개인별로 교사가 즉각적인 피드백과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S1이 또래 집단 내에서 우수한

학업성취도를 보이는 학생이라는 사실과43)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학 교

과 중에서도 특히 경우의 수 단원의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Batanero, Navarro-Pelayo, & Godino, 1997), 일반적인 학

교 현장에서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특성 및 학습

환경에 따라서 과제의 난이도를 조절하고 과제의 진술을 보다 세분화할

43) S1은 교수실험 동안 새롭게 접한 학습 요소에 대해 높은 이해력과 적용 능력을 보

였으며, 수업의 전 과정에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태도 또한 돋보였다.

이처럼 S1은 시험 결과로 드러난 학업성취도가 우수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일반적

인 학업 역량 및 태도가 매우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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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활용한 과제와

같이 곱의 법칙을 잘못 적용함으로써 동일한 경우를 중복하여 센 오류를

제시할 경우에는, 〚과제6〛의 오답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S1에

게 발문하였던 것처럼 과제 설계 단계에서부터 다음과 같이 과제의 진술

및 문제 해결 단계를 세분화할 것을 제안한다.

1단계: 결과 집합의 원소(문제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예) 중에서 하나 택하기

2단계: 택한 예를 오답의 설명에 맞추어 해석해보기

3단계: 앞서 택한 예와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내지만 오답의 식에서는 구별

하여 센 예를 찾아보기

다음으로, 학습자의 사고 과정을 촉진시키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제

설계에 반영하였던 ‘오답 활용’ 및 ‘결과 집합 중심 관점’ 모두 교수실험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S1은 연구자가 제시했

던 오답과 동일한 오류를 여러 차례 범하였는데, 이 뿐만 아니라 자신이

오류를 범하지 않았던 문제에 대해서도 오답을 해석하면서 인지적 갈등

상황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문제에 대하여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

었다고 밝혔다. 다음은 S1의 인터뷰 녹취록 중 일부이다.

S1 음, 타인의... 네. 제가 제가 생각 못 했던 그렇게 막 푸니까 ‘어? 이

것도 맞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왜 아닌지 고민을 해보니까 더

확실히 이해하는 것 같아요.

실험 전반에 걸쳐 오류를 거의 범하지 않았던 S2의 경우에도 오답을 해

석해 본 경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이를 통

해 오류를 보이지 않는 학생들에게도 오답을 해석해보는 활동이 사고를

자극하고 개념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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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그러면 지금 완전히 다 다른 친구들의 오답을 본 거잖아요? 이렇게

내 오답이 아닌데도, 다른 친구들의 오답을 해석해 본 경험이 본인

한테 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유익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S2 어... 솔직히 처음에는 저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

가면 갈수록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하고, 막 순간 어? 뭐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럴 때도 있었죠. 그리고 음... 확실히 이렇게 단순

히 곱의 법칙만 쓰는 게 순서를,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걸 더 생각한

것 같아요.

학생들이 문제를 확실히 이해하고 오답 해석의 실마리를 찾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과제 설계에 반영한 ‘결과 집합 중심 관점’에 대해서는 S1

을 통해서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S1은 교수실험 중에는 〚과제

1〛을 제외하고는 스스로 오답을 해석하지 못하였지만 사후 검사에서는

수월하게 모든 문제의 오답에서 중복하여 세어진 예를 찾아내었는데, 그

과정에서 ‘결과 집합 중심 관점’이 크게 도움이 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S1과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T 이제 마지막 게(사후 검사 (5)번 문항의 옳은 풀이) 틀렸는데, 오답

의 이유는 확실하게 밝혔어요.

그런데 되게 신기한 게, 지금 (사후 검사 때 소요된 시간이) 사전 검

사 때 걸린 시간이랑 비교해서도 되게 많이 단축이 됐고, 사실 수업

중에서 S1이 오답(에서 중복하여 센 예를) 찾는 거를 막 쉬워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게 이렇게 잘 빨리빨리 찾았어요?

S1 수업을 하다가 이렇게 오답, 그러니까 이 방법을 사실 모르고 그냥

처음에는 바로 공식 쓰고 이렇게 해서 푸는 걸로만 알았는데, 이렇

게 오답에서 그 특정한 예? 예를 찾으려고 하고, 직접 써보니까. 저

도 그 뭐냐, 딱 봤을 때 ‘이거는 두 개 겹치니까 나눠야겠다.’가 아니

라, 선생님이 저번에 알려주신 것처럼 ‘오답이(오답의 예가) 뭐있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얘가 겹치네? 두 개 겹치네?’ 해가지고, 이번엔

다 그렇게 풀었어요.

T 아, 그럼 이렇게 예를 직접 떠올려 보려고 노력을 해본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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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 네. 예를 직접 써 보니까 그 다음에 이어서 어떻게 고쳐야 될지 알

게 됐어요.

이와 같이 ‘결과 집합 중심 관점’은 학생들이 오답을 해석하는 것은 물론

이고, 오답으로부터 옳은 풀이를 이끌어내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본 장의 3.2절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세기 문제 자체를 바라보고 접근하는 시각의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영

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세기의 구조 학습 측면에서 교수실험 결과를 분석해보면,

먼저 교수실험을 통해서 학생들이 곱의 법칙을 기반으로 하여 경우의 수

단원의 각 학습 요소들을 연결 지어 이해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S2는 인터뷰 과정에서 이전에는 일반적인 수업 방식에 따라 순열과

조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세기 문제 해결의 초점 또한 순열과 조합 공

식에 맞추어져 있으나, 교수실험을 통해서 순열과 조합 또한 곱의 법칙

의 변용(變容)에 불과함을 깨닫고 곱의 법칙을 기반으로 경우의 수 단원

전체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음을 강조하였다. S1도 〚과제1〛

의 보조 활동을 통해서 곱의 법칙과 순열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본 뒤에,

이러한 사고를 조합과 곱의 법칙의 관계까지 확장시켜서 생각해보고 질

문하였으며, 〚과제1〛의 모든 활동을 마친 뒤에는 자신이 했던 질문에

대해 스스로 답할 수 있었다.

반면 학생들이 실제로 세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지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논

의와 연구가 요구된다. 본 장 3.1절에서 자세히 기술한 바와 같이 S1은

사전 검사에서는 2번 문항의 소문항 5개 중에서 (1)번을 제외하고는 모

두 틀렸던 반면, 사후 검사에서는 (5)번을 제외한 모든 문항을 옳게 해결

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범했던 오류를 포함한 모든 오답에 대하여

제시된 식에서 중복하여 세어진 예를 올바르게 찾아내어, 짧은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교수실험을 통해 상당한 발전을 보여 주었다. 하지만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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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처음부터 중복하여 세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을 세우는 방법이

있는 문항들에 대해서도 오류의 수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스스로 옳은 답

을 구해내지 못한 것이나, 추가 수업의 과정에서 곱의 법칙의 적용과 관

련하여 또 다시 오류를 범했던 것을 보았을 때, S1이 곱의 법칙을 적절

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결론내리기는 어렵다. 물론 복잡한 세기

문제의 해결 전략을 세우고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식을 세워나가는 능

력을 기르는 것은 장기간의 노력과 학습을 요하며, 수학적 오개념과 오

류는 학생들의 인지 구조에 강하게 각인된 형태로 남아 있어 단기간의

지도를 통해 완전히 교정되기는 어렵다(최승현, 남금천, 류현아, 2013).

이에 S1이 노출되기 쉬운 오류를 인지하고 스스로 교정하는 능력을 기

른 것만으로도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 놓았다고 볼 수 있

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장기적인 관찰과 연구가 요구된다. 다만, 본 연구

에서 학생들이 오답임을 알고도 오답의 방식을 일부 모방하려는 경향을

보인 것과, 교수실험 직후에 세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오류를 수정

하는 형태로 고착화되는 사례가 관찰된 것과 관련해서는, 오류를 활용한

수업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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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세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과

반복되는 오류의 원인 중에 하나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세기의 구

조를 학습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경우의 수」단원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세기의 구조를 이

루는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을 깊이 있게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후 학습요소들을 연결 지어 내면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현

행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은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의 중요성과 의미, 그

리고 이후 학습 요소들과의 연결성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그저 공

식들을 암기하고 형식적으로 적용하는 데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크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세기의 구조를 탐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방안으로 ‘오답 해석을 활용한 교수법’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설

계된 교수의 실제를 분석하여 교수실험의 설계에 반영된 각 요소 및 전

과정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학생들의 세기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오

답 해석을 활용하여 설계된 수업의 실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2. 과제 설계에 반영된 ‘오답의 활용’ 및 ‘결과 집합 중심 관점’

이 학생들의 학습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연구문제3. 학생들이 교수실험을 통해서 곱의 법칙이 내재되어 있는

세기 공식들의 의미와 그 사이의 연결성을 깊이 있게 이

해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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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4. 교수실험을 통해서 학생들이 실제 문제 해결 과정에서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능력을 기

를 수 있는가?

먼저 과제 및 교수실험의 설계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Ⅱ장

에서는 Bruner의 관점을 반영하여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이 세기의

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밝혔다. 즉,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을 제대로 이

해하면, 이후에 등장하는 학습요소와 새로운 세기 문제들은 두 법칙의

변용(變容)에 불과하며, 이 때 두 법칙을 아는 것을 넘어서 ‘사용’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함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곱의 법칙이 순

서가 지어진 쌍의 개수를 세는 것임과 구체적인 문제 상황에서 경우 나

누기가 필요함을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할 수 있도록 경험을 제공하는 것

이 중요함을 밝혔다. 이어서 세기 문제 해결 시 학생들이 범하는 오류에

대한 여러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순서와 관련하여 중복해서 세는

오류’가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을 밝히고 이러한 오류의 근본적인 원

인이 세기의 구조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학

생들의 과제 해결 및 조합적 사고를 돕기 위해 ‘결과 집합 중심 관점’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교수실험 설계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오

개념 및 오류를 활용한 연구 사례를 분석하여, 오류를 활용한 수업에서

는 적절한 난이도의 과제 설계, 학생들의 선수 지식, 학생들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 교사의 담론, 그리고 학생들에게 추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특히 중요함을 확인하고, 교수실험을 설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러

한 부분에 주의하고자 하였다.

Ⅲ장에서는 연구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 참여 학생의 배경, 연

구 절차 및 자료 분석 방법, 교수실험에 활용된 과제와 사전 및 사후 검

사, 그리고 인터뷰 방법을 그 설계 근거와 함께 자세하게 기술하였다.

Ⅳ장에서는 교수실험의 전 과정을 묘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각

연구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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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1과 관련하여, 연구에 참여한 두 학생 모두 교수실험이 진행

되면서 점차 자신의 오개념과 오류를 깨닫고 교정해나가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다만, 두 학생 모두 매우 우수한 학업성취도를 보이는 학생들임

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과제에서 두 학생의 과제 해결 능력이 큰 차이

를 보였고, 이에 S1에게 다른 사람의 설명을 일방적으로 듣고 이해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탐구하고 깨닫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연구자의 개

입과 중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로

인해 의도했던 바와 같이 학생들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은 일어나지 않았

다. 본 연구는 최상위권의 학생 두 명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반면, 교육

현장에서는 다양한 학업능력을 보이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사가 개별 학생에 맞추어서 지도하는 것이 쉽지 않

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앞 장 4절에서 제안한 것과 같이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과제의 난이도를 조절하고 과제의 진술을 보다 세

분화함으로써 교사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학생들 간의 보다 활발한 상호

작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연구문제2와 관련하여, 과제 설계에 반영된 ‘오답의 활용’ 및 ‘결과 집

합 중심 관점’ 모두 학생들에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

었다. 먼저 오답의 해석과 관련하여, 특별히 S2의 경우에는 연구자가 제

시한 거의 모든 문제를 오류 없이 해결했던 학생으로 대부분의 문제에서

자신이 범하지 않았던 오류를 검증하였는데, 인터뷰에서 오답을 해석해

보는 경험을 통해 곱의 법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순서가 중요함을 더

생각할 수 있었다고 밝혔으며 정의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

다. 이를 통해 오류를 활용한 수업이 오류를 보이지 않는 학생들에게도

개념의 깊이 있는 이해와 사고의 자극 등 인지적인 측면은 물론이고 정

의적인 측면에서까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음으

로 ‘결과 집합 중심 관점’이 문제와 오답을 해석하는 데에는 물론이고 오

류를 수정하여 옳은 답을 얻어내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확

인되었다. S1의 경우, 교수실험 중에는 연구자가 제시한 오답과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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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를 범하기도 하고 대부분의 문제에서 스스로 오답을 해석하는 데 어

려움을 표했지만, 사후 검사에서는 사전 검사에서 자신이 범했던 오류를

포함하여 연구자가 제시한 모든 오답에 대하여 중복하여 세어진 예를 적

절하게 찾아냈다. 뿐만 아니라, 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오류를 교정하여

옳은 답까지 얻어냈다. 이와 관련하여 S1은 인터뷰에서 교수실험 중에

구체적인 예를 찾아서 직접 쓰고 고민해 보았던 경험이 도움이 되었음을

밝혔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예를 통해 문제를 해석하고 문제 해결의 실

마리를 찾는 경험은 비단 오답을 활용한 수업뿐만 아니라, 「경우의

수」단원 전체에 걸쳐 학생들에게 강조되고 안내될 필요와 가치가 있음

이 확인되었다.

연구문제3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교수실험을 통해서 곱의 법칙이 내재

되어 있는 세기 공식들의 의미와 그 사이의 연결성을 통찰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S2는 「경우의 수」단원 전체를 바라보는 시

각의 변화를 보여주었는데, 교수실험 전에는 ‘곱의 법칙’을 해당 소단원

의 학습이 끝난 이후에는 잊어버리고 순열과 조합 공식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를 해결하였던 반면, 교수실험을 통해서 결국은 모든 것이 곱의 법

칙으로부터 연결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곱의 법칙 이후에 등

장하는 모든 세기 공식에 곱의 법칙이 내재되어 있음은 이미 정규 교육

과정을 통해 학습하였던 내용임을 고려할 때, 학생들이 학습 내용을 내

면화하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에서 정련된 결과로서의 지식을 전달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탐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

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문제4와 관련하여서는, 보완책의 마련과 보다 장기적인 연구가 필

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S1은 사전 검사 2번 문항에서 다섯 개의 소문

항 중에 하나를 제외한 모든 문항에 대해 틀리게 답하였다. 그리고 동일

한 문항에 대해 오답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오답의 해석과 옳은 풀이를

요구한 사후 검사에서는, 자신이 범했던 오류를 포함한 모든 오답에 대

하여 그 원인을 밝힌 것은 물론이고 하나의 소문항을 제외하고는 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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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까지 유도하였다. 다만, 교수실험 및 사후 검사 문항의 설계가 학생

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오류를 수정하여 옳은 답을 얻어내도록 이루어

졌고, 이에 더하여 오류의 수정을 거치지 않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

는 문제의 경우에도 그와 관련하여 연구자의 추가적인 강조나 설명이 충

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S1의 사고가 오류의 수정

을 거쳐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고착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에 S1을

대상으로 추가 수업을 계획하고 진행하였을 때에는 교사의 안내에 따라

오류의 수정을 거치지 않은 일반적인 풀이방법에 대해서도 어렵지 않게

생각해내었으나, 그 과정에서 또 다시 곱의 법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오

류를 보이기도 하였다. S2의 경우에는 오답의 사고방식을 모방해보려는

시도가 새로운 풀이의 발견이라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어지기도 하였으

나, 다양한 학업 능력을 보이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일

반적인 교육현장에서의 적용 상황을 고려해보았을 때, 수업에서의 오답

의 활용이 지나친 오답의 모방이나 각인으로 이어져 조합적 사고력과 유

연한 사고의 발달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

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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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의 및 제언

수학 수업에서 오류를 사고의 자극제이자 탐구의 발판으로 활용하고

자 하는 시도와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또한, 세기 문제를 해결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범하고 있는 오류에 대한 분석과 문

제 제기도 꾸준히 이어져 왔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오류를

세기의 구조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를 수업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경우의

수」단원의 수업에서 오류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그 가능성

과 효과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경우의 수 단원은 다

른 단원에 비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더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며 오

답 역시 무조건적으로 배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답에 추가적인 연

산이나 사고과정을 더하여 옳은 답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오류를 활

용한 수업을 설계함에 있어서 이와 관련하여 부가적인 고려와 주의가 필

요함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교수실험의 설계와 실행이 오답을 수

정하여 옳은 답을 얻어내는 방향으로 지나치게 편중되어 학생들에게 오

류의 수정을 거치지 않은 효율적인 풀이 방안에 대하여 탐구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로 인해 실험 참여 학생의 문제 해

결 방식이 오류를 수정하여 해결하는 방향으로 고착화되는 사례가 관찰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 대한 후속연구로서 오답을 활용한 수업을 진

행함에 있어서 오답의 각인 효과와 이러한 현상이 학생들의 인지 구조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가 이루어

진다면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교수실험이 최상위권의 학생 두 명만을 대상으로

단기간 동안 진행되었다는 데 있다. 뿐만 아니라, 교수실험에 참여한 두

학생 모두 학업성취도를 나타내는 객관적 지표인 모의고사 등급이 1등급

으로 동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수실험 과정에서 보여준 조합론적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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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과 문제해결력은 큰 차이를 보였으며, 이로 인해 각각의 학생에게

맞추어 연구자의 개입과 중재가 많이 이루어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 얻

어진 결과를 일반적인 교육현장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

서 앞 절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과제의 난이도 및 과제 진술을 보다 세

분화하여 일반적인 교실 환경에서 다양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본 연구가 기초 자료로 활용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 87 -

참 고 문 헌

교육부(2015). 수학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8]. 세

종: 교육부.

교육부(2018). 2015 개정 교육과정 평가기준-고등학교 수학과-. 세종:

교육부, 충청남도교육청 외 16개 시・도교육청.
김서령, 박혜숙, 김완순(2007). 조합문제에서의 인식론적 장애-곱의 법칙

과 합의 법칙을 중심으로-. 수학교육, 46(2), 193-205.

김성훈(2009). 학업성취도 평가에서의 오답원인 자기평가의 효과. 교육평

가연구, 22(1), 29-56.

김원경, 조민식, 방금성, 윤종국, 신재홍, 김기탁, 박희정, 심주석, 오혜정,

이동근 외 5인(2018). 고등학교 수학. 서울: 비상교육.

노은정(2002). 수학학습에서 오류의 활용 효과-정의 지도를 중심으로. 이

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류희찬, 선우하식, 조정묵, 이병만, 김용식, 임미선, 한명주, 남선주, 김명

수, 정성윤(2019). 확률과 통계. 서울: (주)천재교육

박연미(2017). 수형도를 활용한 곱의 법칙 지도에 대한 연구-세기를 중

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채형(2019). 브루너의 「교육의 과정」과 교육과정에 관한 인식론적

논의. 통합교육과정연구, 13(3), 205-228.

우정호, 정영옥, 박경미, 이경화, 김남희, 나귀수, 임재훈(2006). 수학교육

학 연구방법론. 서울: 경문사.

이근범(2017). 수학 교사의 과제 변형 및 적용을 통한 조건부확률 오개

념 교정.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동환, 이경화(2010). 영재아들은 모호성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학교수

학, 12(1), 79-95.

이용하, 박지현(2011). 학습자의 오개념과 오류에 대한 수학 교사들의



- 88 -

PCK. 교과교육학연구, 15(1), 223-242.

이종희, 김부미(2006). 일차방정식에서 오류 탐지-교정 학습법의 교수학

적 효과 분석. 교과교육학연구, 10(2), 461-483.

이준열, 장희숙, 최부림, 송윤호, 김동재, 송정, 이정례, 김성철, 전철, 김

미영(2018). 고등학교 수학. 서울: (주)천재교육

이지현, 이정연, 최영기(2005). 순열 조합 문장제의 문제 변인과 오류 분

석. 학교수학, 7(2), 123-137.

이충훈(2014). 학습자의 오류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대응 양상 연구-복합

사건의 확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홍우(2006). 지식의 구조와 교과. 제2개정증보판. 서울: 교육과학사.

정인철(2003). 수학 교육에서 ‘이해’의 의미와 구조에 대한 고찰. 수학교

육, 42(1), 11-18.

정인철(2009). 수세기를 통한 순열과 조합의 이해. East Asian

Mathematical Journal, 25(3), 247-262.

최승현, 남금천, 류현아(2013). 수학 학습 부진 학생을 위한 오개념 교정

지도 자료 개발 연구. 수학교육학연구, 23(2), 117-133.

황광희(2014). 조합을 이용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지도 방안 연구. 서울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선욱, 강병개, 윤갑진, 이광연, 김수영, 이문호, 김원일, 박문환, 박상의

(2018). 고등학교 수학. 서울: (주)미래엔

황선욱, 강병개, 윤갑진, 이광연, 김수영, 이문호, 김원일, 박문환, 박상의

(2019). 확률과 통계. 서울: (주)미래엔

황우형, 김경미(2008). 자연수의 사칙연산에 대한 아동의 이해 분석. 수

학교육, 47(4), 519-543.

황혜정, 김명수(2014). 수학 교과에서의 학생의 오답원인 자기평가에 관

한 사례 연구. 수학교육 논문집, 28(2), 255-279.

Annin, S. A., & Lai, K. S. (2010). Common errors in counting

problems. The Mathematics Teacher, 103(6), 402-409.



- 89 -

Batanero, C., Navarro-Pelayo, V., & Godino, J. D. (1997). Effect of

the implicit combinatorial model on combinatorial reasoning in

secondary school pupils. Educational Studies in Mathematics,

32(2), 181-199.

Borasi, R. (1996). Reconceiving mathematics instruction: A focus on

errors. Norwood, NJ: Ablex Publishing Corporation.

Bruner, J. S. (1973). 브루너 교육의 과정 (이홍우, 역). 서울: 배영사.

(원저 1960년 출판).

Caddle, M. C., & Brizuela, B. M. (2016). Multiplication principle

problems and permutation problems. The Mathematics

Teacher, 109(6), 463-467.

Eizenberg, M. M., & Zaslavsky, O. (2004). Students' verification

strategies for combinatorial problems. Mathematical Thinking

and Learning, 6(1), 15-36.

Goodwin, M. S. (1997). The effects of error-detection instruction on

developmental algebra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West

Virginia University.

Groβe, C. S., & Renkl, A. (2007). Finding and fixing errors in worked

examples: Can this foster learning outcomes? Learning and

Instruction, 17(6), 612-634.

Lockwood, E. (2013). A model of students' combinatorial thinking.

Journal of Mathematical Behavior, 32(2), 251-265.

Lockwood, E. (2014). A set-oriented perspective on solving counting

problems. For the Learning of Mathematics, 34(2), 31-37.

Lockwood, E., Reed, Z., & Caughman, J. S. (2017). An analysis of

statements of the multiplication principle in combinatorics,

discrete, and finite mathematics textbooks.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in Undergraduate Mathematics



- 90 -

Education, 3(3), 381-416.

Merriam, S. B. (2005). 정성연구방법론과 사례연구. (강윤수, 고상숙,

권오남, 류희찬, 박만구, 방정숙, 이중권, 정인철, 황우형 역). 서

울: 교우사. (원저 1998년 출판).

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Mathematics (NCTM). (2007). 학교수

학을 위한 원리와 규준. (류희찬, 조완영, 이경화, 나귀수, 김남

균, 방정숙 역). 서울: 경문사. (원저 2000년 출판).

Rach, S., Ufer, S., & Heinze, A. (2013). Learning from errors: effects

of teachers' training on students' attitudes towards and their

individual use of errors. PNA, 8(1). 21-30.

Rushton, S. J. (2018). Teaching and learning mathematics through

error analysis. F ields Mathematics Education Journal, 3(4),

1-12.

Tucker, A. (2012). Applied combinatorics, 6th ed. New York: John

Wiley & Sons, 179-247.

Watson, R. (1996). Students' combinatorial strategies. Teaching

mathematics and its applications, 15(1), 27-32.



- 91 -

Abstract

Grasping the structure of counting

via correcting incorrect answers

Lee Areum

Department of Mathematic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multiplication principle' and 'addition principle' are elementary

but essential tools for counting. To support students' rich conceptual

understanding and use of these two principles, it is important to have

students experience exploring situations and conditions to which the

principles apply. However, these aspects are overlooked in class,

causing students to understand superficially not only the two

principles but also variations of the multiplication principle such as

permutations, combinations, etc. Moreover, students often commit

over-counting errors related to order or struggle to partition a set of

outcomes in a proper manner.

Using errors as springboards for inquiry has a long history in

teaching and its effect has been established. Moreover, it is known

that designing and teaching classes using errors requires more

expertise. Although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common

errors among students in counting, it is difficult to find a study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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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utilize them in teaching combinatorics. In this vein, it is

meaningful to conduct active and vibrant research on teaching

through errors on how to count.

In this study, the class teaching counting strategies through errors

was designed and conducted, hoping that it will provide basic

materials and implications for teachers. The experiment was

performed on high school sophomores. During the experiment, the

researcher presented a counting problem and incorrect answer to it,

and then let the students provide a cause for the error and correct

the answer. It turned out that through the experience of correcting

incorrect answers, students could not only correct their errors, but

also develop rich conceptual understanding and connected knowledge

in counting. In addition, it was demonstrated that the 'set-oriented

perspective' embedded in the design of the teaching experiment

enhances students' combinatorial thinking and problem solving

capability. Finally, we looked into the cases occurred in this study to

discuss on what they imply, and suggested follow-up studies.

keywords : structure of counting, multiplication principle,

addition principle, correcting incorrect answers,

using errors, set-oriented perspective

Student Number : 2020-26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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