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操作的 數學敎育 프로그램

禹 正 B告

(數學敎育科)

I. 序 論

H. Freudenthal (1981, pp. 133-150) 은 1980年 美國 Berkeley에 서 개최된 第四回 數學敎育

國際會議에서 행한 講演 가운데 에 서 , 소위 ‘敎授學的 現象學’ (didactical phenomenology)과

‘活動主義’ 란 數學敎育 哲學에 입 각하여 선정 된 數學敎育의 主횟 問題 13가지 를 제 시 하였

다. 그가 제시한 첫번째 問題는 「왜 Johnny는 算術을 못하는가 ? J이었다. 이는 ‘새 數學’

을 論縣한 M. Kline (1973)의 著書 「왜 Johnny는 덧셈을 못하는가」에 H:~값된 質問으로 생각

되며 ‘그 學生’은 왜 數學을 잘 옷하는가 하는 問題 提起인 것이다. 이 問題는 매우 진부

한 問題처럼 들리나 數學敎育의 改善과 그를 위한 數學敎育理論의 정렵를 위해 究明되어야

할 매우 절실한 質問인 것이다.

Freudenthal은 그 解決을 위한 方法的 問題로써 現象學的 接近의 問題와 함께 活動主義

理念의 구현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問題를 제기하고 있다. r어 떤 數學的 內容을 가르치건

漸進的언 圖式化(schematising) 過程과 形式化 過程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J r指導 過種

동안 洞察의 源果을 어떻게 열어 놓을 것이며， 특히 圖式化 過程에서 i同察이 유지되도록

어떻게 자극할 것인가J r學生 自身의 實際的， 精神的， 數學的 活動을 反省하도록 어떻게

자극할 것인가」

Freudenthal이 위와 같은 問題를 數學敎育의 主흉흉 問題후쩌 제기한 理由는 무엇인가. 이

質問에 答하기 위해서는 먼저 數學을 學習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問題에 대한

對答이 주어지지 않S면 안될 것이다. 일찍이 J. Dewey(1916)는 ‘知識’과 ‘知識의 記錄’

을 區別하였다. 人間은 어떤 目的을 갖고 生活하는 과정에서 m識을 모으고 發見하고 創案

한다. 이러한 능동적인 過程은 知識의 記錄 곧 과거의 知的 活動의 塵物을 受容하는 것과

區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근래에 ].S. Bruner (1966, p.72) 에 의해 다음과

같이 명쾌히 커술되었다. “어떤 敎科를 가르치는 것은 그 敎科에 관한 착은 살아있는 圖書

館을 만들어 내려는 것이 아니라， 學生우로 하여금 스스로 數學的으로 思考하고， 歷史家가

하듯이 事件을 다루며， 知識을 획득하는 過程에 참여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안다는 것은

過程이 지 E훌物이 아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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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數學을 學習한다는 것은 數學의 記錄을 受容하는 것이 아니라 ‘數

學을 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數學的 知識의 記錄이 흔히 數學的 知識으로 여

겨지고 있우며， 그러한 情報的 知識의 習得 자체가 數學敎育의 主된 目的이 되어 學生들은

그 자신의 ‘數學하는’ 經驗을 하기 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한 것을 흡수하는 데 時間을 보내

게 되고， 결국 學生들은 말하자연 情報를 저장하는 記錄裝置로써 취급되기 쉬운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의 理性이 아넌 남의 理뾰을 사용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며，

믿기는 많이 하지만 아는 것은 거의 없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李供雨， 1984,

p.90) 라는 J. J. Rousseau의 말과 “그것을 배우는 사람은 지혜의 寶在가 아닌 外樣을 가지게

될 뿐이 다. " (李洪雨， 1984, p. 82)라는 Platon의 文章은 數學敎育의 主몇 問題點。1 어 다 에

있는가를 雄辯해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결국 數學의 學習은 再發明 過程이 되지 않ξ면 안될 것이다. 그러나 問題는 ‘觀成 數

學’이 ‘發生 狀態의 數學’을 經驗할 수 있는 유일한 媒體가 되고 있다는 點이다. 훌%成 數

學은 알고리즘과 權念의 複合體라고 생각할수있다. 古典 代數， 解析幾何， 三角法， 微積分

등은 알고리즘으로 가득차 있다. 現代 數學은 알고리즘에 비해서 擺念的 몇素를 彈調하는

데에서 이을과 區別되며， 現代 數學의 發達은 알고리즘적 傳統의 石化된 겉캡질을 破壞하

고 나온 擺念的 思考의 爆짧 結果이 71 투 한 것이다. 그러나 모든 數學的언 擺念的 華新은

그 內部에 알고리즘化의 싼을 內包하고 있으며 그것을 키워가는 것이 數學의 킬이라고 말

할 수 있다. 더욱이 알고리즘은 擺念的인 깊이블 보다 深化시켜 주는 手段이 되기도 한다.

問題는 알고리즘이 루우틴으로 適用되어 自動的인 取짧을 가능하게 한다는 本性 때문에 그

敎育을 위 태롭게 한다는 點이 다. 說明으로 導入되고 例示된 알고리즘의 틀에 박힌 適用 힘[r

練무로 學生들의 思考가운데 機械的 反應 樣式이 形成되어， 數學的 思、考의 最大의 特徵인

柔軟뾰과 發展的 操作 可能性이 말살되고 數學的 思、考의 發達， 나아가 一般的언 知的 發達

을 해치는 結果가 되기 쉬운 것이 數學敎科인 것이다.

여기서 提起되는 敎育的 問題가 알고리즘의 再發明 過程， 곧 擺念的 思考， 洞察， 理解률

바탕으로 한 알고리즘의 漸進的 形式化 問題이 며 , 이 것이 바르 위 에 서 言及한 Freudenthal

이 제기한 問題인 것이다. 이는 한 마디로 學生들의 直觀， 洞察， 理解， 思考의 源果을 앨

어 놓우면서 漸進的안 形式化가 이루어 지도록 하려면， 곧 ‘數學化’ (mathematizing)블 통

한 數學의 學習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問題로 몇約될 수 있을 것

이 다. 또한 이는 數學的 知識을 活動으로 보고 數學的 發見의 源果으로서의 直騙的 思考，

洞察， 非形式的 數學을 彈調하는 立場과 抽象化， 形式化， 및 公理的 演繹的인 짧成의 形式

體系플 彈調하는 立場을 調和시키 는 問題로 把握될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Freudenthal은

數學敎育의 主훨 問題點을 數學을 形式的으로 展開되어 있는 完成된 것으로 간주하여 ‘가

르치는’ 소위 形式主義에 있다고 보고 그 解決策을 ‘數學化’블 통한 ‘發生的 原理’의 具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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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찾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本爾에 서는 먼저 數學敎育 思想의 考察을 통해 數學敎育의 -般 大累敎育的 存在意義블

數學化를 통한 數學的 思考敎育에서 찾아 보고자 한다. 다음에는 그러한 數學敎育의 發

生的 展開는 現代數學的 思考의 操作的 特性과 Piaget의 ‘操作的 構成主義’ (opera tional

constructivism)로부터 그 方法論的 基健를 제공받을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끌 o 로

Piaget의 操作的 構成主義를 根據록 하여 저l 시 된 소위 ‘操作的 學習原理’ (operative

Lernprinzipien)와 그 發展過程을 정 리 하고 그 據張을 시도하고자 한다. 本鎬는 이 상과 같

은 考察을 통해 Freudenthal이 제 기 한 活動主義的 觀點에서의 數學敎育의 基없흉的인 問題

를 操作主義的 觀點에서 把握하여， 그를 根幹우로 하는 數學敎育 理論을 「操作的 數學敎育

프로그램」무로 提示하고자 한 것이다‘

n. 數學敎育 思想과 數學化

試驗科目 o로써의 數學의 存it:는 學校數學의 커다란 存在理由이며 그 目的의 하나가 되

고 있음은 數學敎育 近代化 運動의 先騙者이 었던 ]. Perry(1902, p. 161) 도 認定한 바 있다.

大學의 入學試驗에 數學을 課하는 理由는 古代 Pythagoras學派， Platon學派로부터 비 훗왼

傳統的인 아차데미시즘에 기인하는 바가 크며， 數學的 才能이 -般的인 知的 能力의 한 징

후이 며 그와 共通 흉흉困이 많다는 이 유에서 , 數學 敎科가 各 分野의 A材 選技手段 o로써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Napoleon時代의 Grandes Ecoles에 서 비릇된 傳統이 다 (FreudenthaI ,

1973, pp. 80-81).

그러나 數學敎育의 主휠 目的이 數學을 가르치고 그에 대한 學生들의 反應을 바탕무로

學生들을 選技하기 위한 것인가. 入試數學의 缺階은 그것이 數學敎育 本來의 모습이 아니라

는데 있음은 분명하다. 敎育은 人間의 歷史的 營寫라고 한다. 오늘날의 數學敎育의 바탕에

흐르고 있는 思想的 基盤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W. Lietzmann (l912)은 數學敎育 近

代化 運動의 思想、的 基盤을 상칭하는 세 人物이 Euclid , Heron, Pestalozzi라는 것을 지 적 한

바 있다. Heron의 數學思想을 Euclid 原論과 대등한 위치에 놓고 그것을 Pestalozzi의 數學

敎育思想과 健全하게 統合하고자 한 것이 獨速의 數學敎育 近代化 運動이었다는 지적이다.

오늘날의 數學敎育의 根底에 이들 세 사람에 의해 각기 代表되는 아카데미시즘， 리얼리즙，

휴머 니즘이 란 제 가지 멍、想、이 흐르고 있음은 否定하기 어 렵 다(平林-榮， 1978).

Euclid 原論은 20世紀 初에 이 르기까지 學問의 典型이 자 數學敎育의 原型이 되 어 왔다.

이 冊에 나타난 思想은 數學思想이지만 그것은 中等學校 數學敎育에서의 커다란 敎育思想

이기도 하었다. Euclid 原論은 그리이스人의 哲學的 도그마에 기인하는 嚴密主義와 代數의

幾何化， 極限擺念과 寫像等 動的인 道具의 빼棄 등 그리이스 數學을 몰락시킨 缺階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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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지만， 公理的 方法을 數學의 原理로 삼아 理論 數學의 典型이 되었다 (Freudenthal，

1973, pp. 3-7) .

實用性과 무관하게 知的인 活動을 追求하는 것 자체가 人間的오로 흘륭한 것 이 라는 立

場， 敎育의 目的을 學問을 배우는 것 자체의 價{直와 그러한 眼目을 기르는 데에서 찾으며

知的인 活動을 체험하면서 즐긴다는 자세는 東西洋을 막론하고 敎育思想 가운데 면면히 이

어져 오고 있는 바， 이는 中等 數學敎育을 뒷받침하고 있는 하나의 커다란 思想的 支柱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立場은 西獨의 유명한 數學敎育學者인 H. -G. Steiner (1970, p.

444) 의 다음과 깜은 主張 가운데 잘 나타나 있다. “數學的 構成이나 型의 아름다움， 게 엄

이나 놀이의 挑戰的 要素， 問題와의 對決과 그것을 解決하는 知的 滿足感， 言語의 明確性

과 바른 論理的 過裡만이 가져다주는 正確性--이들을 經驗하지 않고 學生이 數學敎室을

떠나도록 허용해 온 것은 하나의 敎育的 폐屬이다"

Lietzmann에 의 해 實用數學을 代表하는 人物로 評價된 Heron은 1世紀 알렉 산드리 아 出

生ξL로 古代 이집트와 바빌로니아 數學의 傳統을 이어 받은 「測量術」의 著者로 알려져 있

다. 數學敎育 近代化 運動은 傳統的인 아카데미 시즘에 대 한 反省으로 Heron 以來 당시까

지 발달된 實用數學의 敎育的 重몇性을 강조한 運動이었다. 그런데 그 당시 英國의 數學敎

育 改후 運動을 주도하였던 ]. Perry(1902)가 1901年 英國數學協會 會議에서 행한 “數學

의 敎授”란 題下의 유명한 講演가운데에서 제시한， 數學 %究의 有用性 8가지 가운데 처음

3가지 가， 高度의 情錯 滋l養과 정신적 즐거웅， 知力의 開짧과 論理的 思考方法 開發， 物理

學의 昭究에 數學的 武器 부여이었다는 사실은 매우 注目할 만 하다. 더욱이， 16，17世紀

그리고 19世紀 以後의 數學의 엄청난 發達의 原因은 歷史를 움직여 온 原動力인 技術의 發

達이 곧바로 보다 深團한 數學한 요구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發明을 하고 自然을 探究

하는 것과 數나 圖形의 신비를 昭究하는 것은 같은 思考 態度이기 때문이기도 하였으며，

重要한 것은 思考의 活動性(operativity)이 라는 Freudenthal(1973, PP.14，79)의 지 적 은 敎育

的 o로 示俊하는 바가 크다고 생 각된다.

한펀， Pestalozzi는 人間의 知的언 發達의 源果이 事物의 本質을 머 리속의 活動으로 ‘再

構成’하는 ‘直觀’에 있다고 보고， 이를 량發하는 것을 敎育의 主몇 任務로 생각하였오며

소위 「直聽의 ABCJ로서 「數 • 形 • 語」를 플었다. Pestalozzi에 따르면， 世界는 混뽑L된 諸直

觀이 서 로 합쳐 져 흐르고 있는 바다와 강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바， 그것을 擺念的ξ로

整理하여 混뽑L으로부터 規定ξL로 規定에서 明뼈으로 明뼈으로부터 判明으로 나아가도록 도

와주는 것이 敎授活動의 主몇 任務이다. 五感을 통하여 事物을 感覺的S로 明確히 認識시

킨 후 일정한 規準에 따라서 能動的으로 再構成하게 함오로써 事物의 本質的 關係를 把握

하는 判明認識 곧 內的 直觀에 이르도록 해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數」에 의

해 서 事物을 分類하고 「形」에 의 해 分類하며 , r言語」에 의 해 그 事物의 屬性을 보다 명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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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規定하도록 지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金丁換， 1970).

數學이란 現象을 整理하는 手段인 ‘本質’이라고 볼 수 있다. 01 려 한 立場에서 보면

Pestalozzi의 소위 「直顆의 ABCJ는 다름 아난 數學敎育의 內容 그 자체라고 생각할 수 있다.

“A間은 玉座 위에 앉아 있거나 草家의 그늘에 누워 있오나 본바탕으로는 平等하다" (Pest

alozzi , 1972, p. 7). 數學이 관계하는 곳은 그러한 人間뾰이며 認識의 基鍵가 된다는

Pestalozzi의 洞察은 大聚敎育오로써의 數學敎育의 存tE意義와 함께 人間主義 數學敎育의 方

向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면 아카데미시즘， 려얼리즙， 휴머니즘의 理念을 구현하는 數學敎育의 길은 무엇인

가. 그것은 數學化， 再發明 過程을 통한 數學的 ‘思考敎育’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된다. 여기서 제기되는 問題가 數學的 思考의 發生의 問題이다. ‘數學을 한다’는 것은 무

엇을 돗하는가. 數學者듭은 學者 社會의 -員으로 數學의 昭究， 講義， 適用等에 종사하며

그러한 數學的 活動을 ‘보는’ 눈을 共有하게 된다. 相互 論議를 통해 適切性， 受容可能性，

우아함， 嚴密性， 形式의 쭉當性等에 대한 標準이 계속적부로 修正되고 改善되어 나아간다.

1. Lakatos (l976) 는 數學的 思考 發達의 이 러한 측면에 注目하여 數學을 ‘準經驗科學’

(quasi -empirical science)이 라고 規定하고 있다. 그에 따르연 數學의 理論도 不確實性， 誤

醫? 看過等우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으며 批判과 訂正에 의해 發展하는 것이다. Lakatos

는 Euler의 多面體 定理의 歷史的 發生의 例를 통해 數學의 짧究가 自然科學의 굉주究와 같

은 方法으록 이루어진다는 것을 例示하고 있다. 兩者의 차잇점은 웹究의 對象이며 數學者

들은 그들 자신의 構成에 의 해 創造되고 끊임 없이 增大되어 가는 AI的인 對象의 世界률

陽究한다는 것 이 다. 그려한 對象에 대 한 構成과 操作은 推뼈.u과 證明을 야기 시 키 는데 , 證明

은 새로운 보커 에 適用되 어 檢證되는 思考實驗을 통해 a善이 몇求되는 弱點과 誤옳가 發

見되는 바， 結局， 數學的 思考 發展의 主된 源果은 經驗에 의한 反證 可能性과 批判이라고

하는 것이 Lakatos의 主張이다. Lakatos는 科學이나 數學의 歷史的 發展에서 가장 典型的

인ε훨機가 되는 것은 소위 ‘發見的 反較’우로， 그블 통해 問題는 보다 重몇한 것으로 代置

되고 보다 풍부한 內容을 갖는 理論￡로 構成되 어 간다고 본다. E.T. Bell(1945, p.153)도

이러한 狀況을 다음과 갚이 例示하고 있다. “ 18世紀의 解析學의 :E1lI:들--Bernoulli 兄弟

들， Euler, Lagrange, Laplace等은 純牌數學과 應用數學 分野에 대한 대부분의 昭究에서 ::,r

眉없는 바른 結果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努力하였는가? 이을 위대한 數學者들이 微積分學

의 發達 初期에 쫓當한 推論￡로 잘 옷 받아들인 것이 오늘날엔 보편적우로 不合理한 것a

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Lakatos (l976 , pp.142-143) 는 이러한 立場에서 다음과 갚이 主張한다. “현재의 數學敎育

과 科學敎育은 權威主義의 溫皮이며 自立的인 批判的 思考의 敵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도 充分히 認識되어 있지 않다. 이 權威主義는 數學에서는 演繹主義者의 思考樣式을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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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反面， 科學에서는 歸納主義者의 思考樣式을 통해 작용하고 있다" 이는 數學的 思考敎

育이란 측면에서의 數學敎育의 問題點을 명쾌히 지적한 말이라고 생각된다. 1960年代의 소

위 ‘새 數學’에서는 學問中心 敎育課程은 斷成의 現代數學的 知識을 단순히 學生들이 接近

할 수 있는 言語로 ‘觀譯’하여 제시하는 것 이상오로 받아들여지지 못하였다. 學生들에게

많成의 現代數學을 가르치려는 基本 前提 때문에 數學的 嚴密性과 論理的 形式體系의 問題

가 腦裡에서 떠나지 않았던 狀況을 상징하는 것이 Bourbakist인 J. Dieudonne(196 l) 에 의해

제 기 된 中等學校 幾何의 線型代數的 接近이 다. Frendenthal0971 , p. 435)은 이 를 學校 數

學의 存在를 위 협하는 惡、魔에 비 유하고 있다. “嚴密性이 라고 하는 數學에 관한 敎條的 信

念에 의해서 幾何는 위험에 직면해 있다. 敎條的 信念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幾何를

線型代數로 취급하려고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엄격한 公理體系에 의해서 幾何릎 졸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성은 일찍이 F. Klein (l924, S.289) 에 의해 다음과 ，같이 명확히 지적되었음

은 매우 注目할 만 하다. “中世의 스콜라 哲學者의 方式에 따라 그 敎育을 가장 -般的인

아이 디 어 로 시 작하며 이 方式만을 ‘唯-한 科學的인 方法’ 이 라고 擁護하려는 사람들이 거

듬 存在한다. 그러나 그러한 根據는 결코 옳지 않다. 즉 科學的우로 가르친다는 것은 科學

的우로 思考하도록 A間을 이끄는 것을 意、味할 수 있을 뿐이지 결코 처음부터 차디찬 科學

的￡로 손질된 씨스댐우로 思考하도록 이끌 수는 없다" 더욱이 여기서 注目할 것은 數學

的 嚴密性의 觀念이 명 확하지 않다는 點이 다. R. Thorn (1971, pp. 696-697)은 數學的 嚴密

性에 대한 形式的， 實在論的， 經驗論的 立場을 檢討한 후 다음과 같은 結論을 내 리 고 있

다. “嚴密性에 대한 엄밀한 定義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어 떤 證明이 적절히 敎育을 받아

그것을 理解할 준비가 되어 있는 모든 讀者에게 받아들여지면 엄밀하다고 斷言할 것이다.

더욱이 確信에 이른 證據는 포함된 各 記號의 충분히 명확한 理解로부터 결과되며， 그 결

과 그들의 結合이 讀者블 確信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嚴密性(휴은 그 反對의 否

正確性)은 본질적우로 數學的 推論의 한 局所的 性質이다. 어떤 -連의 推論의 쭉當性을

判斷하는 데에는 …단지 포함된 各 記號의 意味를 理解하고 그들을 結合하는 方法에 대한

명확한 생각을 할 수 있￡며 充分한 것이다"

Freudenthal(1973, pp.99-146)은 짧成 數學의 形式的 性格에 따라서 敎材를 구성 하는 演

繹的 展開 形式을 ‘反敎授學的 願짧l ’ (anti-didactical inversion) 라고 부르고 再發明， 數學化

를 통한 數學의 學習-指導를 彈調하고 있다. 數學化 없는 數學은 없우며， 公理化 없는 公

理도， 形式化 없는 形式도 있을 수 없다. 數學的 思考敎育은 결국 그러한 活動을 途行하게

함오로써 가장 適切하게 達成될 수 있우리 라는 것은 자연스런 歸結이 다. 現實狀況을 數學

的무로 解釋하고 組織하는 것은 現實狀況을 數學化하는 것이며， 호間的 形態블 圖形오후

把握하는 것은 호間을 數學化하는 것이고， 平行四邊形의 性質을 配列하여 zp:行四邊形을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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義하는 것은 2f行四邊形의 擺念的 分野플 歡學化하는 것 이 며，2f行四邊形의 性質에 관한

諸命題블 論理的 關係에 의해서 ;騎造化 하는 것도 歡學化이고 幾何學 全體의 公理的 體系

化도 數學化이다. 이러한 立場에서 보면 결국 數學的 思考敎育을 위한 數學의 學習-指導는

諸水準의 數學化 곧 局所的 組織化의 形態가 되 어 야 할 것 이 다. 이 는 數學的 思考의 ‘活動

性’ (opera tivity)과 適用 可能性을 보증하는 킬이며 數學을 -般 大댔의 精神 附治材로 만드

는 걸이라고 생각된다.

m. 數學的 恩、考의 操作的 特性

]. Dieudonne (1972)는 數學의 本質은 抽象的 觀念을 創造하여 그것들로 推論하는 힘에

있다고 하면서， 이를 數學的 方法의 精購라고 균정하고， 數學敎育의 덤的은 이러한 數學的

方法에 따라서 學生의 思考를 정돈하여 明哲한 精神과 嚴密한 判斷力을 開發하는 데 있다

고 主張한다. 그러나 Dieudonne 역시 어린 學生들에게 그들의 頭腦로 同化할 수 없는 너무

抽象的인 자떻念과 즉각적오로 마주치도록 해 서는 안되 며 , 數學的 思考의 構造가 漸進的으로

좁年들에게 분맹해지는 가운레 數學아 그 참 모습을 드러내도록 할 必몇가 있음을 看過하

지 않는다. 이러한 立場에서 Dieudonne는 代數的 構造의 歷史的 發生， 곧 A類의 大域的

學習過程에서 드러난 抽象化 過理을 다음과 같이 擺觀하고 있다.

代數的 構造의 歷핏的 發達에서의 漸進的인 抽象的 過程은 問題의 具體的 特性으로부터

의 離脫， 즉 問題에 표함된 對象의 不確定性의 認、識과 그 操作的 規則의 重흉흉性의 대 한 意

識化 過程이었다. 오랜 歷벚的 發展을 거치면서 算術의 두 가지 훌本的인 몇素가 操作되는

對象과 操作 規則￡로 되 어 있으며 後者만이 本質的이 라는 事實이 점 차 명 확히 認識되게

되었오며， 급기야 ‘部分的인 算術’ 操件의 構造를 抽象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操作’의 意

識化 過짧이요 ‘操作의 構造’의 意識化 過程이었다. 이는 數學의 歷史的 發生段階에 대한

J. Piaget(1961, pp.310-315)의 解釋과 일 치하는 매우 興味로운 事實이 다. Piaget는， A間은

自 身의 操{Ip을 意識하기 前에 그 外的인 結果블 意識하며 操{Ip의 內面的 構造의 認합짧은 最

後에 온다는 意識의 法則이l 따라 P. Boutroux가 區分한 數學의 歷史的 發達의 三段階를 다

음과 같이 解釋하고 있다. 그리이스 數學의 ‘興想的’ 性格은 操作의 缺如를 뜻한다. 이는

Euclid가 變換을 거품 사용하면서도 그것을 幾何學的 操作￡로 간주하지 못한 사질이나

Pythagoras 學派의 數에 대한 觀念에서 명 확히 드러 난다. 西歐的인 代數學 • 解析幾何學 •

解析學이 싼트면서 數學을 構成한다는 인상을 가졌먼 ‘練合의 理想’의 時代는 操作의 自覺

의 時代이 며 , 19 世紀 以後의 ‘本質的인 客觀性’ 의 時代는 操作의 가장 深몇한 特性 곧 構

造가 發見되기에 이르른 時~이다.

더욱이 現代數學에서의 ‘E힘數的 思考’의 重흉흉性은 말할 必몇드 없‘고 最近에는 數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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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操作的 定義가 처음부터 對象과 寫像을 내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우며 集合보다도 寫

像을 중시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바， category 擺念은 이러한 생각을 一般化한 것이다.

Category 理論의 創始者인 S. Eilenberg와 S. MacLane (1945, pp. 236-237) 은 이 理論의 基

本 아이디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理論은 또한 다음과 같은 것을 彈調

하고 있다. 새로운 抽象的인 對象이 어떤 特定한 方法￡로 주어진 對象￡로부터 構成될 때

에는 언제나 그에 對應하여 야기된 그러한 새로운 對象에 관한 寫像을 그들의 定義의 한

統合된 部分오로 휩做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追求는 對象과 그 寫像의

동시 考慮를 포함한다(우리의 用語로 이는 個別的 對象이 아난 category의 考慮롤 의미한

다. ). 사용된 寫像의 形態를 詳細化하는 것을 이렇게 彈調하렌 포함된 여러가지 擺念의 不

變性의 정도를 보다 더 잘 洞察할 수 있게 된다 ...이는 變換群을 가진 幾何學的 초間이

寫像의 代數를 가진 category로 一般化된다는 意味로 Klein의 Erlanger Programm의 繼續ξL

로 看f故될 수 있막" 그런데 실제로 category에 서 중요시되는 것은 對象이 아니라 寫像이

라는 것， category의 定義도 寫像의 集合만을 가지고 가능하며 對象은 寫像의 補助 沒害U밖

에 하지 못한다는 點은 매우 注目할만 하다. 數學的 構造란 對象 사이에 存在하는 操作的

인 關係體系이기 때문에 그 本質을 보다 명확히 드러내려면 그 關係를 彈調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G. Polya(1965, pp.8-10)는 數學的 問題를 解決하는 思考가 이마지 水準， 關係的 水準，

公式을 생각하는 數學的 水準， 思考를 유발하는 自問과 勳告플 하는 發見術的 水準부로 알

어 난다고 하면서 操作的인 關係的 水準의 思考의 重흉흉性을 彈調하고 있다. 이 러한 數學的

思考의 操作的 特性을 명확히 認識하고 그것이 다름 아닌 人間의 一般的인 때的 行寫의 操

作的 特性에 기인한다는 것을 說得力 있게 主張하고 있는 것이 ]. Piaget의 ‘操作的 構成主

義’ 이다. Piaget (1953,p. 20)는 다음과 같이 斷言한다. “知能은 操作의 體系이며， 모든 數

學도 操作 體系이다. 操作은 行動에 불과하다. 즉 操作은 실제적인 그러나 內面化된 可遊

的으궐 된 行動이다"

Piaget의 操作的 構成主義(Piaget， 1961)는 ‘發生 없는 構造主義’도 아니요 ‘構造 없는 發

生論’도 아니다. 그것은 發生論과 關係的 構造主義의 辦證法的 統合을 시도한 理論이다.

關係的 構造主義의 立場에서는 全體는 關係體系라고 해석된다. 즉 變換體系를 第-次的 實

體로 보고， 몇素를 그러한 關係에 從屬시켜 全體를 그 形成的 相互作用의 塵物로 보는 것

이 다. 이 러한 立場에서 Piaget는 操作은 全體性을 갖는 操作體系률 이 룸우로써 비로소 操作

이 된다고 본다. “操作이란 內面化된 行動으로 可혈的이 되 고 「操作的 構造」라고 하는 形

態로 相互調整되어 그 構造에 관하여 全體性의 法則을 나타내는 것 이 다. "(Piaget, 1961, p.

169) 한 펀， Piaget는 發生的 立場에서 思考의 行動的 測面을 彈調하여 思考의 發達이 感

覺-遭動的 活動， 前操作的 思考， 具體的 操作， 形式的 操作의 4段階를 거쳐 얼어난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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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形式的인 思考는 ‘덤然的’ 思考의 繼續이며 兒童의 3行動에 그 起源을 「가지고 漸進的

o 로 再構成되 어 가는 高次의 操作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 Piaget의 ‘操作主義’

(operationalism) 는 思考의 本質로써 操作的 測面을 重視하는 立場이나 思考의 形象的 때面

즉 이미지를 否定하는 것은 아니다. 經驗主義 心理學 및 敎授理論에 의하면 思考의 基本的

흉흥素는 이 미 지 이 며 , 이는 外的인 事物로부터 知覺과 抽象化 過程에 의 해 直騙的으로 刻印

되는 것우후 생각되고 있는데， Piaget는 그러한 形象的 測面을 副次的인 것무로 看做하고

있을 뿐이다.

Piaget의 ‘知的 構造의 質的 發達’ 에 대한 全體的인 理論의 中心된 觀-念의 하나가 scheme

이 다. scheme이 란 認識 活動의 本質을 이 루고 있는 行動과 操作을 反復 可能하게 하고 그

것을 -般化할 수 있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行動과 操作의 -般的 構造를 가리키는 말이

며， 認쩌發達이란 이의 變化블 의미하는 것이다. Piaget (l974 , pp.9-10) 에 의하면 論理-代

數的 操作은 純牌한 操11'的 schemes이 며 幾f可學的 操11'은 이 미 지 를 동반하는 操作的

schemes이 고 困數 操作은 因果律과의 관련성이 강한 操作的 schemes이 다. 어느 것이건 數

學의 本質은 sch강mes이 다. 즉 數學的 構造， 擺念， 證明， 알고리즘， 命題， 定理 등은 모두

操作的 schemesOl 며 , 결국 數學的 活動이 란 操作的 schemes을 構成하고 適用하는 것 이 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立場은 數學을 많成의 完成련 知識體系로 보는 立場에 反對하는 것

무로써 數學을 生成過程의 活動우로 보는 活動的이 며 相對的인 數學觀， 發生的이 며 構造的

인 操作的 數學觀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서 數學敎育은 彈力한 後援者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 다. 왜 냐하면 知能은 操作의 體系이고 數學은 本質的우로 操作的인 것 이 라고 하면 數

學敎育은 數學을 넘어서 精神 關治材로써 學習者의 知能 開發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것이

기 때문이다.

그러 띤 數學的 思考의 發達 곧 數學的언 操作的 schemes의 變化는 어 떻게 일어 나는가.

Piaget (l971 , p.320)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論理-數學的 抽象化의 경우， 주어져 있는 것

은 王體 자신의 以前에 행한 行動이나 操作 및 그 結果의 集積이다. 이 경우 抽象化는 젓

째 이들 行動이나 操作 가운데의 하나의 存左를 認識하는 것， 즉 그 때까지 퉁한히 해온

것에 대해 그 播在的 重몇性에 注目하는 것이다. 例블 들면， 對應의 知覺은 兒童에거]서 發

見되지만 Cantor 以前까지는 數學的무로는 注目되지 뭇하였다. 둘째로 注目된 行動은 다른

面--例즐 을면， 寶1聚的인 行動面과 對立되는 思考面， 혹은 具體的인 思考面에 對立되는

抽象的안 組織化의 面(말하자먼， 算術 對 代數)에 射影되어 (物理的인 意、味에서) “反映”되

지 않오면 안된다. 셋째로 그것은 새로운 構造로 統合되지 않드면 안원다· ‘.，새로운 構造

는 以前 構造의 再構成이 아니면 안된다. …그러나 그것은 以前의 構造블C、 새 로운 思考面

特有의 흉§素와 結合함ξζ로써 以前 構造의 範圍블 擺張하지 않으면 얀된다"

論理-數學的 짜H識은 결국은 言語的 社會的 敎育的 몇因에 의해 洗練되어 學習者의 웃口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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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眼目무로 統合되게 되지만， 그 發生은 行動과 操作의 一般的 調整으로부터의 抽象化 곧

‘反映的 抽象化’ (abstraction reflechissante)에 의해 內的드로 構成된다는 것이 Piaget의 생각

이다. Piaget(1977, p.5-7)는 反映的 抽象化 가운데 特히 反省이 思考의 對象이 되어 있는

上位 水準에서의 意識的인 構成의 메 카니즘을 ‘反映된 抽象化’ (abstraction reflechie) 흑은

‘反省的 思考’라고 부른다. 그리고 具體的 操作 水準에 있는 兒童은 自身이 確認할 수 있

는 構成 結果에 根據하지 않고는 操作的 schemes을 構成할 수 없는 바， 이 때 그 結果의 確

認이 具體的 對象에 대해 행해진다고 하는 點에서는 具體的 對象오로부터의 抽象化 곧 ‘經

驗的 抽象化’ (abstraction empirique)와 類似한 듯 하지 만， 거 기 서 確認된 性質은 主體의 活

動의 調整에 의해서 그 對象에 導入된 것 이 며 Piaget는 이 를 ‘擬-經驗的 抽象化’ (abstraction

pseudo-empirique)라고 부르고 있다.

이 러 한 數學的연 操作的 schemes의 發生의 메카니즘은 처음부터 內容과 形式의 交代， 곧

漸進的인 形式化의 경향을 內包하는 것이다. 질제로 內容과 形式의 區分은 相對的인 것이

며 總對的인 것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Piaget (l977, p.306)는 이에 대해 다읍과 같이 말

한다. “우리는 觀旅的인 過理을 主張하고 있다. (觀察할 수 있는) 內容의 모든 反射는 어

떤 形式(反省)의 介tEe를 前提로 하며 , 또한 移轉된 內容은 反省에 의한 새로운 形式의 構

成을 必然化한다. 따라서 反射→反省→反射， 그리고 內容→形式→보다 洗練된 內容→새로

운 形式等의 끝없는 交代가 행하여진다" 이러한 Piaget의 主張은 R.L. Wilder(1970, p.19)

가 제 시하고 있는 代數學의 歷史的 짧達의 樣狀과도 일치하는 것이 다. Wilder는 代數學의

發達水準을 原始的인 形態의 수 세기→數 및 算術→古典 代數學→群， 環， 體， 모율→

categories , functors, 束等￡로 區分하면서 , 보다 上位 水準의 構造는 보다 下位 水準의 構

造 全體의 集合과 그 關係를 다루는 手段， 形式이 되고 있음을 指網하고 있다. Z.P. ,Dienes

는 이러한 數學的 思考의 짧達을 패턴化(構造化)와 對象化의 끊임없는 反復￡로 파악하고，

이를 文法의 用語로써 述語의 主語化， 새로운 述語의 發明과 그 主語化의 連銀로 說明하고

있다. 이러한 數學的 思考의 操作的 特性과 그 發生의 메차니즘은 數學化를 동안 思考敎育

을 指向하는 數學敎育의 方法論的 基鍵가 되어야 할 것이다.

N. 操作的 學핍原理와 그 據張

以上의 考察에 따르면 數學的유로 思考한다는 것은 操作하는 것이다. 어떤 것을 理解한

다는 것은 어떤 操作的 scheme을 構成하는 것이다. 따라서 敎師는 指導 內容을 操作부로

解釋하여 學習者가 그러한 操作을 構成할 수 있는 心理學的으로 쭉當한 狀況을 創案하도록

훨求된다. H. Aeb1i(1951, P.80)는 Piaget의 操作的 構成主義블 바탕으로， “思考의 形成은

곧 操作의 形成이며 操作의 形成은 곧 操作의 構成이다. 操作의 構成은 探究를 통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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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며 모든 探究는 問題로부터 시작된다"고 主張하띤서， 問題解決 過뚫， 探究 過程을

통해， 行動오로부터 操作우로의 內面化， 操作의 構造的 構成， 操作의 可動{生， 操作의 透明

性， 操作의 適用可能性을 指向하는 敎授學的 原理를 이끌어 내었다. 이 原理는 그 後 西獨

에서 ‘操作的 敎授學’ (Operative Didaktik) 이 라고 불리우는 敎授原理로 發展되 었다. 여 기 서

注目할만 한 것은 行動의 內面化라는 아이 디 어와 操作의 構造化 • 可動化를 위한 소위 ‘操f얻

的 演習’ (Operative Ubungen) 이 다. Aebli는 行動의 內面化를 通해 操作의 漸進的 構成을

設發시키기 위 해 , 처음에는 具體的인 學習具블 다루는 寶際的인 行動으로， 다음에는 그렴

￡로， 마지 막에는 純牌한 表象的 水準에서 問題를 다루었다. 이 러한 생 각은 20世紀 初의

J. Dewey를 中心우로 한 活動主義 學派의 敎授學을 능가하는 基本的인 原理이 나， 여 기 서

注目해야 할 것은 數學的 思考의 짧達은 反映的 抽象化에 의한 水準의 飛鍵을 통해 이루어

진다고 하는 點이 며 그것 이 과연 이 루어 졌느냐 하는 것 이 다.. Freudenthal(1973, pp.127

130)은 Bruner(1968, pp.59-64)가 Dienes와 共同우로 %究한 發見的 敎授法의 例示흘 批判

하면서， 8歲 兒童에게 2次式의 完全제곱型의 因數分解에 대한 學習을 ‘EIS理論’에 따라 시

켰다 하여도 兒童은 前數學的인 基魔水準에 머 물러 있는데 不過하며 그것을 調整 • 反省하

여 數學이 시작되는 水準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다고 主張하고 있다. 또한 Aebli는 操fp的

schemes의 特徵的인 性質인 可動性， 특히 可혈性과 結合性質을 考慮하여 , 操作을 그 遍操

作과 關連시키기 위해 주어진 資料와 未知인 資料를 바꾸어 問題를 거꾸로 만든다든가， 問

題에 주어진 資料블 여러가지로 바꾸어 提示하고 問題 자체를 다양하게 變形하여 提示하는

동시에， 여러가지 解決方法을 %究하게 하도록 하는 操作的 演習段階를 彈調하고 있다. 이

는 操作의 構造化와 可動性을 촉진한다는 點에서 뿐만 아니라， 思考過程의 柔軟性과 可遊

性이 數學的 能力의 重흉용한 構成 훨素를 이룬다는 V.A. Krutetskii (1976)의 ￡다究 結果에 비

추어 볼 혜 數學的 能力의 開發이란 測面에서도 敎育的 意、味가 큰 것으로 생각된다.

A. Fricke (l970)는 Aebli의 陽究를 -層 明確히 具體化하여 그것을 ‘操作的 學習原理’ 라

고 부르고 그에 따른 國民學校 數學敎科書 (A. Fricke , etal. , 1967，-...，1969) 를 開짧하여 提示

하고 있다. 그가 말하고 있는 操作的 學習原理란 目標로 하고 있는 操作과 同型인 活動을

통해서 그 操作을 構成시킨다는 것으로， 操作的인 全體的 取폈， 導入으로부터 演習에 이르

기까지의 微底한 操作的 %究， 發見的 ·探究的인 學習， 一般的인 것￡로부터 特珠한 것우

로， 活動을 통한 職念 形成， 操作的 演習等의 諸原理로 되어 있다. 특히 그는 이러한 操作

的 學習原理에 따른 ‘操作的 計算’ (Operatives Rechnen)의 寶現을 위한 敎具로서 Cuisenaire

色막대블 사용하고 있는데， 이 敎具는 Piaget(1971, p.49, 73)도 指觸하고 있드시， 兒童 自

身에 의한 活動的 方法오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數學的안 操f얻을 構成시키는데 매우 有用한

敎具인 것￡로 생각된다. Cuisenaire 色막대에는 눈금이 없기 때문에 各 色막돼에 特定한

數를 固定的부로 對應시키는 直觀의 形成을 期待할 수 없￡며， 하나의 色막대를 다른 色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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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와 比較하는 活動에 의해서 演算子 곧 操作으로써의 數가 構成될 수 있는 것이다.

操作的 sch효mes무로써 의 數學的 知識의 構成을 念頭에 둔 全體的인 數學의 學習-指導를

構想하려고 하면， 먼저 學習者의 數學的 知識이 繼續的언 構造의 發展的 變化로써 그 어떤

形態로 形式化되어 把握될 必횟가 있다. 곧 數學的인 知力의 構造의 數學化가 몇求되는 것

이다. Piaget (I943) 에 따르면 具體的 操作은 ‘群性體’ (groupement) 라고 하는 構造블 이루

고 있다. 形式的 操作 段階의 命題的 操作은 그의 分析에 의하면 群이나 束의 構造를 이루

고 있오며 그 前段階의 具體的 操作은 不完全한 群과 束의 二重構造 곧 群性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Piaget는 群性體블 여러가지 觀點에서 分類하여 그 例를 들고 있지만， 群性

體는 具體的 操作期 初의， 數操作이 構成되기 以前의， 分類와 系列化 操作의 構造를 나타

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Piaget (1943, p.96) 자신이 指觸하고 있드시 群性體는 數學的으로

보띤 予居體系이며 “行動의 質的인 論理”의 構造플 나타내는 前數學的인 것이다. 그러한

基本的인 操ff 體系가 分化， 調整되어 反映的 抽象化플 통해 具體的인 數學的 操作으로，

다시 形式的인 數學的 操作오로 發達되어 가는 것이다. 따라서 群뾰體의 보다 數學的o로

적절한 形式化를 시도한 E. Wittmann (1973, 1975), H.G. Steiner (1974) 等의 昭究結果는

Piaget理論에 대한 充分한 理解의 섰如에서 비 릇된 誤쩔이 며 , 그들이 提示한 形式體系는 具

體的안 數學的 操作의 構造를 나타내는 것ξ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觀點에서 보

면， 특히 Wittmann (1975) 이 操作的 schemes을 category로써 形式化한 點과， 論理 블록，

Cuisenaire 色막대， Papy-gram 等의 여러가지 敎具블 이용하여 途行할 수 있는 行動오로부

터 構成되는 操作 體系블 例示한 것은 操作的 學習 原理의 進一步로 評價될 수 있을 것

이다.

H. B. Griffiths와 A.G. Howson (1974, pp.210-212)에 의 하면 數學的 活動은 그것이 初步的

인 것이건 發達된 形態의 것이건 category로써 說明될 수 있으며， 그것은 具體的인 對象에

대 한 操作， 具體的인 對象의 이 름과 記號에 대 한 操作， 記號 體系에 대 한 操1'1， 體系 사이

의 寫像에 대한 操作等 4水準의 categories로써 把握될 수 있다. 이러한 觀點은 P.M. van

Hiele (1958)의 學習71<準 理論과 함께 操作的 原理의 據張 可能性을 示浚해 주는 重要한 意

味를 갖는 것오로 생각펀다. 數學化를 통한 數學的 思考敎育은 무엇보다도 數學的 活動에

대한 操作的 解釋을 바탕우로 한 發展的언 學習 指導이어야 한다면， 操作의 再構成의 메카

나즘인 反映的 抽象化의 本質에 根據하지 않으연 안될 것이며， 그것은 思考水準의 飛降과

學習過種의 不連續性을 前提하게 된다. 여기서 특히 反映的 抽象化는 行動이나 보다 낮은

水準의 操作體系가 調整되어 새로운 面에 反射되면서 再構成됨과 동시에 前段階의 操作의

意、識을 可能하게 한다는 點에 注目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考察한 바와 강이 數學의 歷史

的 發達史는 數學的 操作의 意識化 過程이 요， 操作의 構造의 ;효識化 過程이 라고 볼 수 있

다. 反映的 抽象化에 의한 繼續的인 自己 客顧化의 可能性은 人間이 數學을 創造 • 再創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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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내는 가장 根源的인 作用이라는 點을 생각할 때 그 敎育的 意義는 매우 크다고 생각된

다. C. Gattegno (1973, p. vii)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意識性’ (awareness) 만이 敎育

可能하다는 것을 알게 렌 지금 나는 많은 分野의 敎育的 努力에 들어 맞는 根源的인 答에

겨우 다다랐다고 생각하고 있다" D. wheeleJ: C1975, p，6) 가 指觸하고 있드시 담身의 意識

을 意識하는 것은 아마도 A間의 가장 特徵的인 A間다운 狀態의 하나일 것이다. 오늘 우

리 數學 敎育界가 안고 있는 主몇한 問題는 學生의 意識에서 벗어난 數學을 反짧하면서 제

시하는 용困 속에서 빠져나오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가. 이러한 立場에서 볼 때 操作的안

觀點에서의 數學化를 통한 數學的 思考敎育은 數學敎育을 ‘A、間化’ 하는 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結局， 操fir的 學習原理는 이려한 點을 考慮하여 反映的 抽象化플 통한 거듭된 學習水準

의 飛羅을 위한 原理로 深化， 據張되어야 한다. 먼저 各 指導 領域에 대해서 操作的으로

解釋펀 學習水準을 確認하는 것이 必要하며， 다음에는 學生의 어떤 學習이， 따라서 敎師의

어떠한 指導가 그러한 水準의 飛鍵을 일 o키는가에 대한 考察이 펄요하게 된다.

P.M. van Hiele(1958)는 數學的 思考의 特質은 考察의 手段이었던 操f험을 새로이 考察

의 對象으로 해 나아가는 것， 곧 手段의 對象化에 있다고 보고 그 典型的인 例블 幾何의

學習올 素材로 하여 다음과 같이 提示하고 있다. 基健水準; 주변의 것을 形에 의해서 區分

하는 段階로， 여기서 認識 對象은 주변의 것이며 形은 그것의 認識 手짧 휴은 分類 基準￡

로 이용된다. 圖形을 그 全體的인 모양에 의해 認、識하며 그 構成部分이나 그 사이의 關係

를 知覺하지는 못한다. 第一水準; 주변 對象의 整理 手段오로 이용되어 오던 各 圖形이 船

究의 對象이 된다. 그리고 그 圖形의 性質이 圖形의 認識 手段， 分類 手段우로 이용된다.

圖形을 分析하여 그 構成 要素와 그 사이의 關係플 認識한다. 第二水準; 各 圖形의 性質과

圖形 사이의 關係가 없究의 對象아 되고， 性質 사이의 關係 곧 命題가 이들 性質을 整理하

는 手段이 된다. 第三水準; 命題가 짧究의 對象이 되며 命題 사이의 關係흘 整理하는 手段

으로서 論理가 비로소 등장한다. 公理， 定義， 定理， 證明의 意味와 彼劉을 理解하며 幾何

全體의 演繹的 構成을 把握한다. 第四水準; 論理-演繹的 體系 그 自體가 짧究의 對象이 된

다. 現代的인 ‘嚴密한’ 公理體系로써의 幾何를 理解한다.

또한 H. Freudenthal C1973, p.313)은 操作的 觀點에서 數가 서서 히 抽象化되 어 최종적으

로 實數의 順序體로써 演繹的..2..로 整理되는 過程을 學習水準으로 把握하여 다음과 같이 提

示하고 있다. 數을 操作하는 水準--數의 操作 法則에 注담하고 그것을 文字를 사용하여

定式化하는 水準--論理的 關連性에 따라 그러한 法則을 局所的으로 組織化하는 水準-

演繹的 體系로의 大域的 組織化 水準.

이 러한 立場에 서 보면 數學敎育의 全領域에 서 보다 詳細化된 學習水準을 操作的 觀點에

서 設定하여 , 앞 水準의 整理 手段이 되는 操f힘을 學習의 對象오로 다루어 水準의 質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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飛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敎授學的 配慮가 몇求되는 것이다. 重훨한 것은 數學的 思考는

끊임없이 質的안 飛鍵을 反復하면서 進展된다고 하는 認識이다. 같은 內容을 생각하드라도

思考水準이 다르면 두 사람은 서로를 理解할 수 없다. 이는 흔히 數學敎師와 學生 사이에

얼어나는 現狀이다. 數學敎師는 자신의 水準에서 說明하고 學生들에게 質問에 答하도록 흉흉

求하며 自身의 思考水準에 속하지 않는 對答은 모두 分別 없는 것이거나 훌點을 벗어난 것

으로 看做하기 쉬운 것 이 다. 敎師는 學生들의 思考水準을 理解하도록 努力해 야 하며 願하

는 水準￡로의 飛鍵이 일어나도록 效果的인 도움을 주는 方法을 班究해야 할 것이다. 學習

水準이 란 측면에서 보면 數學的 嚴密性에도 여 러 水準이 있우며 한 水準에서 嚴密한 關係

가 水準의 飛鍵後 嚴密하지 않은 것우로 드러날 수 있는 바， 學習者는 여러 水準의 數學的

嚴密뾰을 통과하띤서 自身의 嚴密性을 再構成해 가야 한다.

여기서 提起되는 問題는 어떠한 學習-指導를 통하여 學習水準의 飛鍵을 가져오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는 많은 船究를 必몇로 하는 操作的 프로그램의 中心問題이며 공극

적a로 敎師의 敎育的인 經驗에 의 해 서 對答될 수 있는 問題라고 생 각된다. P.M. van Hiele

(1976)는 자신의 學習-指導 經驗을 바탕우로 다음과 같은 5段階를 거 치는 學習-指導 過程을

提示하고 있다. 第-段階; 案內 (Information) , 資料를 提示받고 必要한 論議을 통해 探究

分野흘 認識한다. 第二段階; 制限된 探究 (gebundene Orientierung oder Exploration) , 주어

진 資料를 통해 探究 分野블 昭究하면서 그 進行 方向을 感뻐하고 探究 分野의 構造가 漸

進的￡로 認識된다. 第三段階 ; 顯現 (Explizitierung) , 敎師의 指導 아래 學生은 發見한 規則

性을 表現하여 前段階에서 實行한 行動을 明確히 한다. 專門的안 用語를 學習한다. 探究分

野의 構造가 대략적우로 把握된다. 第四段階 ; 自由로운 探究(freie Orientierung) , 敎師의

指示로 여러가지 解決 方法을 찾아봄우로써 探究分野의 構造에 정통하게 된다. 第五段階 ;

統合(Integration) , 全體를 擺觀하여 學習된 것이 우엇이며 알아 두어야 할만 한 것이 무엇

인지블 확실히 한다. 問題意識을 갖고 주어진 狀況 가운데에서 關係를 把握하여 그것을 表

現하는 專門 用語를 獲得하였우며 주어진 狀況을 자유롭게 探索할 수 있는 狀態가 되고 이

제 全體흘 跳望할 수 있게 되면서 思考水準 飛鍵의 ~步前에 이르게 된다. 例를 들어， 二

次方程式의 學習에서， 위에서 記述한 5段階를 거쳐 因數分解나 完全平方에 의한 풀이가 全

體的부로 跳望되 면 -般的인 二次方程式의 解法을 찾는 새로운 水準의 學習이 意味있게 進

行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方法의 對象化란 學習水準의 上昇이 일어난 것우로 볼 수 았

는것이다.

G. Polya(1965 , pp.102-106) 가 提示한， 探求段階， 形式化 段階， 同化 段階블 빠짐없이

거 쳐 야 한다는 소위 ‘飛鍵없는’ 段階 (consecutive phases)의 原理， E. Wittmann (1981. pp.

389-397) 이 言及한， 다양한 보기와 모댈에 대한 操作的 探究를 통한 直觀的 活動 段階， 直

觀的인 活動의 反省을 통한 패턴의 發見 段階， 패턴의 分析을 통한 局所的 數學化의 段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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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Z.P. Dienes (I959) 가 제시한 ‘開閒連續體’ (open-closed continuum) 擺念等도 學習水

準의 上昇을 위한 敎授學的 處方우로 解釋될 수 있다. 각 領域別록 學習水準을 明確히 把握

하고 學習水準의 上昇을 위한 指導段階를 구체적우로 構想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學習者에

게 意味가 있는 適切한 問題文服의 開發이 무엇보다도 重몇하며， 그러한 問題文服:로부터

探究를 통해 數學的 操作을 構成하고 行한 것을 反쩔하여 客觀化함a로써 數學的 操f'F을

抽象化하도록 해 야 한다는 것 이 重몇하다. “A間 精神의 많은 서 로 다른 機能 가운데 數學

者흘 만들어내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먼저 「關係」 그 자체의 意識이며， 다음에는

어떤 活動이건 마음이 그에 沒頭하고 있을 때의 「마음의 力動性」 그 자체의 意識이다. 이

것을 알면，J...間은 어떻게 하여 關係와 마음의 力動性을 意識하는가블 알고자 하는 慣重한

態度를 갖도록 學生을 이끌묘로써 數學敎師는 매우 흘륭한 指導를 할 수 있을 것이 다." (C.

Gattegno, 1973, p. 81)

前述한 H.B. Griffiths와 A. G. Howson의 主張대로 數學的 活動을 여 러 水準의 categories

로써 把握하고 水準의 飛鍵을 위한 學習過程을 functors어] 比R兪하여 解釋한다면， H. Aebli

와 A. Fricke가 發展시 킨 操作的 學習原理는 數學的 操作이 行動오로부터 內面化를 통해

操作的 構造로 構成되는 것을 目標로 한 것이었는 바， 이는 基隨水準 곧 具體的인 對象에

대한 category로부터 第-水準 곧 數와 그 演算에 대한 category로의 學習7，[(準의 上昇을 위

한 學習過程￡로써의 functor에 관한 것 이 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 나 數學的 思、考敎育은

n-1 水準의 操作的 schemes인 categry Cn- 1로부터 n 水準의 操作的 schemes인 category Cn

￡로 再構成되면서 ， n-1 水準의 操作이 n水準의 對象이 되는 소위 手段의 對象化 혹은 패

턴化와 對象化의 反復 過程이 되풀이 되어가도록 되어야 할、것이다. 위에서 言及한 P.M.

van Hiele흘 비롯한 諸學者가 제 시한 學習 水準 上昇을 위한 學習過程은 category Cn- 1후

부터 category Cn_으로의 functor에 관한 것￡로 比R兪될 수 있을 것이 다.

V. 結 論

數學은 그 言語的 特性， 즉 記號 言語와 形式的 言語가 갖는 特性 때문에 R.R. Skemp

(1976)가 말하는 ‘道具的 理解’ (instrumental understanding) 狀態에 머 물게 되 기 쉬 운 것

이다. 數學敎育이 당연한 진정한 問題는 學生自身에게 명확한 意味를 갖지 못하는 많成 數

學知識의 受容과 일정한 패턴의 計算 • 適用을 意味없이 반복시켜 온 데에서 비릇된 精神的

언 不毛 現狀에 있다. 그러면 學校數學이 學生들에게 진정한 意味를 갖고 數學的 思考樣式

이 學生들의 精神 가운레 生存 發達해 갈 수 있도록 數學을 數學당게 ‘쩌口的으로 正直한 方

式오로’ 가르치는 걸은 무엇인가. 이는 무엇보다도 數學 담體의 本性과 數學이 어떻게 發

達되고 學習되는가 하는 問題를 떠나서 생각하기 어려우며， 결국 數學의 學習-指導 問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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數學認識論을 바탕 o로 그 解決의 실마리블 찾지 않을 수 없다. 本鎬는 操作的 構成主義에’

입각하여 數學的 思考敎育에 關한 理論을 정리한 것이다.

歷史-發生的， 心理-發生的 立場에서 볼 때 , 그리고 現代數學의 發展j煩向을 생 각할 때 數

學的 思考 活動의 本質은 操作的 schemes이 며 ,‘ 이는 行動이 나 보다 낮은 次元의 操作的

schemes드로부터 反映的 抽象化를 통해 質的인 水準의 飛鍵을 反復하면서 再構成되 어 가는

것이다. 이러한 數學的 思考의 操作的·構造的 特性과 그 發生의 메카니즘은 數學化를 통

한 數學敎育의 敎材 構成과 學習-指導의 方法論的 基健가 되는 동시에 數學敎育을 ‘A間

化’ 하는 길을 提示해 준다고 생각된다.

操作的 數學敎育 표로그렘은 F. Klein의 幾何의 Erlanger Programm, S. Eilenberg와 S.

MacLane의 ‘代數와 Erlanger Programm’ 곧 category 理論의 基本的언 精神을 反映하면서

Piaget의 操作的 構成主義에 의 해 뒷받첨퇴는 것 이 다. 이는 또한 ‘意識性’ 을 重視하는 데 에

서 ￥L子의 가료침 “學而不思則圍 思而不學則해”을 따르는 A間主義 敎育의 걸이기도 하다.

“敎育者는 高度의 精神을 가진 사람에 의 해 셔 행 해 지는 活動우로서의 數學의 像이 學生들

에게 굳어지는 것을 據防해야 한다 ... 知的인 天戰 가운데 數學만큼 實l緊的이고 調和 있

케 敎育에 關係되는 것이 없다. 그러나 거 71서 우리는 또한 敎育의 內容的인 것과 形式的

인 것에 끼워 넣는 것과 함께 被敎育者의 人格에 끼워 넣는 것을 彈調하여야 한다. "(H.

Freudenthal, 1963, p. 13)

일찍 이 1900年 D. Hilbert는 파리 에 서 개 최 된 第 2 回 國際數學者會議에서 행 한 “數學의

將來의 諸問題에 대하여”란 題下의 有名한 講演 가운데에서 당시 數學者들이 칙떤하고 있

먼 重흉흉한 未解決 問題 가운데 數學의 將來 짧展을 크게 刺載할 것오로 判斷되는 23가지 問/

題를 提示하였는 바， 이들 諸問題에 대한 昭究가 그 後 거의 一世紀 동안의 數學의 흐름에

深大한 影響을 끼쳐왔음은 잘 알려진 事實이다. 그러나 數學敎育의 問題는 數學的인 問題

와는 달리 ‘敎育의 過程’ 속에서만 解決될 수 있는 것임을 彈調한 Freudenthal의 前提를

想起하면서 그가 提起한 ‘數學敎育의 主몇 問題’에 대한 昭究가 持續되어 向後 數學敎育의

t&善에 아바지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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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onal Program of Mathematics Education

Chung Ho Woo

Abstract

Motivated by his educational philosophy of ‘activism’, H. Freudenthal pronounced the

use of mathematizing as one of the major problems of mathematics education. This, in

the plenary address delivered at the Fourth International Congress on Mathematical Educ

ation, held at Berkeley, U.S.A. , in August, 1980.

The present study was undertaken to discuss the major problem of mathematics education

indicated by Freudenthal and propose "the Operational Program of Mathematics Education"

as an answer to the problem from the viewpoint of “operationalism".

“Teaching to think mathematically" through the process of mathematization, interpreting

and analysing mathematics as an activity, is a means to embodyingacademicism, realism

and humanism in mathematics education.

The essence of mathematical activities are the “operational schemes" reconstructed by

reflective abstraction which start from the coordination of the subject’s activities, and

which take into account the historical and psychological development of mathematics,

together with its present trend. In this case, the operations as the means of organization

of the lower level become the subject matter on the higher Ieγel.

Adopting this interpretation of the development of mathematical thinking and its operati

onal nature gives orientation to the construction of curriculum and to teaching methods in

mathematics instruction, and suggests a ￦ay of humanising mathematical education.

In this vein H. Aebli and A. Fricke developed the operational learning principle, which

aims to construct operational schemes from the subject ’s actions which are isomorphic to

those through internalization.

According to H.B. Griffiths & A. G. Howson, if we interperete mathematical activities in

terms of categories of various levels the operational learning principle of Aebli and

Fricke may be thought of as concerning the learning phase of moving the student from

the category of concrete objects and its operations to the category of natural numbers. .Thus

it should be capable of being generalized to higher lovels. From this point of view, we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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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 that teaching to think mathematically should take the form of moving the student

from operational sch응me C，니 to Cm through reflective abstraction , in such a way that at

the higher level, operational schemes of the lower level become objects of analysis, and the

awareness of subject increases. Here the learning phases proposed by the van Hieles, G.

Polya, E. Wittmann, and Z.P. Di enes could be metaphorically interpreted to· form a functor

from category Cn - 1 to Cn •

This operational program of mathematics education is supported by the operational cons

tructivism of Jean Piaget and the spirits of the Erlanger Program of geometry by F. Klein

and the Erlanger Programm of algebra, that is, category by S. Eilenberg and S. MacLane

and could make a contribution to the huge task of humanising mathematical educatio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