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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앵카레(Poincaré)의 발명 심리학의 고찰1)

광주교육대학교 이대현
leedh@gnue.ac.kr

수학 분야에서 수학적 발명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관심을 갖는 연구가에게 푸앵

카레의 자서전적 일화와 그의 저서들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 수학 분야에서 능통한

학자였던 푸앵카레는 그의 수학을 연구하는 과정에 대한 자서전적 글에서 수학 분

야에서 발명의 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푸앵카레는 의식적 활동

뒤에 일어나는 무의식적 활동의 가치를 논의하고, 수학적 발명의 과정에서 의식적

활동과 무의식적 활동의 상보적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수학적 발견의 과정에서 직관과 논리의 상보적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 이것

은 유클리드 원론을 바탕으로 논리적 사고를 우선적으로 강조해 온 종전의 수학교

육과 학생들의 창의적인 수학 능력을 기르는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최

근의 학습 원리로 직관적 원리를 제시하는 것도 논리와 더불어 직관을 강조해야 한

다는 푸앵카레의 견해가 교육 현장에 뿌리내리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주제어 : 발명, 창의성, 무의식적 활동, 의식적 활동, 직관, 논리

0. 서론

창의적인 인간의 능력은 인류 문명의 발달뿐만이 아니라, 수학의 발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5천년 이상 계속된 수학의 역사를 살펴볼 때, 창의적인 인간의 수학적

활동을 통하여 수학적 지식은 생성ㆍ발전해 왔으며, 창의적인 인간의 수학적 활동은

수학 발전의 원동력이었다. 따라서 학교 수학교육은 다량의 단편적인 수학적 지식을

주입하기보다는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학생을 길러내는데 관심

을 가져야 한다. 특히 정보화와 지식기반 사회로 일컬어지는 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생

들에게는 창의적인 사고력을 기르는 교육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창의성이나 창의적 사고력에 대한 연구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ㆍ발전되고

있어, 창의성에 대한 정의나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란 쉽

지 않은 일이다([10], [11]). 그렇지만 수학자가 자신의 수학적 발명의 과정을 회상하여

1) 이 논문은 2009년도 광주교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푸앵카레(Poincaré)의 발명 심리학의 고찰
──────────────────────────────────────────

- 172 -

제시한 일화는 학생들이 사고실험을 통하여 그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시함

으로써 창의적인 사고력을 길러줄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학생들이 수학을 행하는 과정(문제해결 과정)과 수학자가 수학을 만드는 과정(수학

적 발명)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모든 학생들은 도전적인 수학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새롭고, 융통성 있고, 독창적이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해 낼 수 있는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수학자가 수학을 발명해 가는 과정을 분석하고 따름으로

써 학생들이 창의적인 수학적 활동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수학의 역사를 통하여 위대한 수학자이며, 자신의 창의적인 수학 발명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학생들이 창의적인 문제해결을 경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준 수학자로 푸앵카레를 들 수 있다. 푸앵카레는 후대의 연구가들이 창의적 사고의

과정을 몇 단계로 나누고, 각각의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분

석하는 단계 이론의 배경을 제공하였다. 푸앵카레는 창의적인 수학적 발명과 관련된

사고의 과정을 무의식적 활동과 의식적 활동의 가치의 측면, 직관과 논리의 역할의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를 푸앵카레의 ‘발명의 심리학’이라고 칭하기로

한다. 이 글에서는 푸앵카레의 발명의 심리학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푸앵

카레의 이론이 수학 교실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수학자 푸앵카레와 의식적ㆍ무의식적 활동의 가치

푸앵카레는 1854년 프랑스에서 태어났으며, 1879년에 파리대학교에서 이학박사 학

위를 받았다. 그는 카엥대학교에서 강사로 2년간 재직한 것을 제외하고는 파리대학교

에서 교수로 재직하였다. 푸앵카레는 수학과 과학을 대중에게 보급하는데 기여를 했

으며, 30여 권의 책과 500여 편의 논문을 쓴 다작의 학자였다([13]).

푸앵카레는 수학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능통한 학자였는데, 그의 박사학위 논문인

미분방정식 분야와 확률론, 위상수학, 응용수학 등 수학의 여러 영역을 넘나들어 다양

한 수학 분야에 기여했다. 그의 수학을 연구하는 과정에 대한 자서전적 글을 보면, 푸

앵카레는 안정하지 못하고 서성거릴 때 수학을 머릿속에서 연구하고, 생각이 완성되

면 새로 쓰거나 삭제 없이 재빨리 논문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는 수론의 문제를 연구하였지만, 그럴싸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또 이것이 내 연구와 깊

은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것도 전혀 느끼지 못했었다. 속이 상하여 바닷가에 가서 며칠 지내

기로 하였다. 그리고 아주 딴 짓을 생각하고 있었다. 어느 날 벼랑 위를 거닐고 있을 때 부정

3차 2원 형식의 수론적 변환은 비유클리드기하학의 변환과 같다는 생각이 돌연히 간결하고도

직접적이고 확실성 있게 머리에 떠올랐다([20], p. 34).

이와 같은 푸앵카레의 일화는 수학을 통한 발명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관심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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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구가에게 시사점을 준다. 그는 수학의 발명이란 유용한 조합을 만드는 것으로

물리학 법칙을 발견해 내는 것과 같이, 전부터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서로 관계가 지

어지지 못했던 사실들을 연결시키는 등의 새로운 사실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이것은 형식적 수학 이론이 개념들의 정의와 정의된 개념들의 관계로 구성된 체계라

는 의견과 유사하다([2]).

관계란 <그림 1>에서 연역적인 구조로부터 출현하는 매우 특수한 것으로, 개념들

은 연결망의 연결 고리이고, 관계는 연결 고리들을 연결하는 유향선분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연결은 논리적으로 기본적인 연결 고리로부터 더 복잡한 고리들로 순서

있게 진행된다.

개념 개념 개념 개념 개념 …

관계 관계 관계 관계 관계

<그림 1> 형식적인 수학의 이론([2], p. 33)

여기서 수학적 창의성이란 유용한 새로운 개념을 창안하고, 두 연결 고리간의 이

전에 알려지지 않은 관계를 필요한 순서대로 발견하여 유용한 순서를 구성하는 것이

다. 예를 들면 군론과 같이 이전에는 무관했던 사실들을 관계 지어 새로운 공리로 설

정하고, 그를 바탕으로 하나의 법칙을 만들어 새로운 수학의 영역을 발견해 가는 것

이다([20]). 결국 수학적 발명은 과거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던 사실들이 일정한 관계를

맺어 그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실과 관련을 맺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

해 각 부분 간 조화가 이루어지고 질서와 통일감을 주어 전체를 구성해 가는 것이다.

그런데 유용한 조합을 산출하는 정신적인 힘은 어떻게 얻어지는가? 많은 지식을

소유한다면 수학을 발견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인가? Schoenfeld([21])는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하여 인지적 자원뿐만이 아니라, 발견술, 제어, 신념체계 등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단지 인지적 능력을 겸비하는 것이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한 충분조건은 아

닌 것이다. 이것은 수학적 발명을 위해 필요한 능력에도 적용된다. 푸앵카레([20])는

수학적 발명을 위해 무의식적 활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갑자기 하늘의 계시가 내리는 것과 같이 사고의 영역이 활짝 열리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사실 사고가 오랫동안 무의식 속에서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다. 이

무의식적 활동이 수학 상의 발견에 크게 공헌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나는 생각한

다(p. 35).

문제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 해결 방안이 떠오르지 않을 때 문제에서 잠시 손을

떼고 휴식을 취하는 것은 정신에 새로운 힘을 주어 의식적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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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아무런 사고의 과정도 없이 단지 무의식적 활동만으로 수학적

발명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무의식적 활동은 의식적 활동과 더불어 진행되거나, 의

식적 활동의 뒤를 따를 때 효과가 있는 것이다. 또한 무의식적 활동을 통해 영감을

얻고 난 후에는 의식적 활동을 통해 결과를 정선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20]).

푸앵카레의 발명의 심리학은 창의적인 문제해결 과정에 관심이 있는 학자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다. Wallas([23])는 창의적 사고의 과정을 몇 개의 단계로 나누어 창

의성을 이해하려고 시도했는데, 준비(preparation), 부화(incubation), 발현(inspiration),

검증(verification)의 4단계로 창의적인 사고 과정을 제시하였다.

준비단계는 의식적 사고 활동의 과정으로 주어진 문제의 배경 정보를 흡수하고, 문

제에 대하여 생각하여 가능한 최선의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단계이다. 부화단계에서는

무의식적 사고 활동의 과정으로 문제해결의 미완성 상태에서 휴식하는 동안에 문제

해결에 관한 기발한 해결책이 떠오르기 쉽다는 것이다. 발현단계는 지금까지 찾고 있

던 문제해결책이 번쩍 떠오르는 단계이고, 이 과정에서 떠오른 해결책을 의식적인 사

고 과정을 통해 검증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월러스(Wallas)는 ‘부화와 발현’에 대한 생각을 형식화하는데 있어 헬름홀쯔

(Helmholtz)와 푸앵카레의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헬름홀쯔는 새로운 사고 형성에서

준비-부화-조명으로 이어지는 3단계설을 주장하였다([11]). 이와 같이 연구가의 견해

를 살펴볼 때, 창의적인 사고 과정에서 무의식적 사고 활동의 가치가 강조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창의적인 사고 과정을 분석하는 방법은 듀이(Dewey)의 문제해

결 모델에서도 발견된다([22], p. 23재인용).

창의적인 문제해결 과정이나 수학적 발견의 과정에서 의식적 활동과 무의식적 활

동이 모두 중요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지만 수학의 발명에서 의식적 활동

을 주관하는 의식적 자아보다 무의식적 활동을 주관하는 무의식적 자아가 가치가 있

음을 푸앵카레의 일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의식적인 문제해결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무의식적 활동을 통한 영감의 획득으로 해결 가능한 사례를 통

해 알 수 있다. 즉 의식적인 노력 뒤에 따르는 오랜 시간 동안의 무의식적 활동에 의

해 돌연히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수학적 발명에 유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무의식적 활동에서 떠오르는 유용한 조합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

인가에 대하여 푸앵카레([20])는 두 가지로 그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처음의

선택이 실마리가 되어 잠재적 자아는 미묘한 직관에 따라 이를 조합의 유용한 것을

통찰하여 불필요한 것들을 만들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잠재적 자아

가 스스로 활동함으로써 모든 조합을 만들 수는 있지만, 단지 유용한 조합만이 의식

의 영역 속에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푸앵카레([20])는 두 가지의 가능성에 대하여 후자의 경우에 대하여 좀 더 가능성

을 두고 있다. 그는 잠재적 자아가 맹목적으로 만든 많은 조합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

으며, 유용한 조합에 관심을 갖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수학적 감수성을 자극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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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라고 한다([20]). 그리고 우리의 감수성을 자극하는 수학적 대상은 조화 있게 배

열된 원소들로 구성된 것으로, 전체를 한 눈에 조감하여 질서 있게 배열함으로써 수

학적 법칙을 예감하게 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수학적 감수성은 심미적인 감정이며,

진실한 감수성을 가진 자만이 느낄 수 있다고 한다.

잠재적 자아가 의미 없게 만든 수많은 조합들은 우리의 관심을 끌지 못하며, 따라

서 수학적 감수성을 자극하지도 못하게 된다. 우리의 심미적 감수성을 자극할 수 있

는 조합은 조화적이며, 유용하고 아름답기까지 한 것이다. 이러한 조합이 우리의 감수

성을 자극할 때 우리의 관심이 그 조합으로 향하게 되고, 마침내 의식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20]).

그렇지만 우리가 수학적 감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만으로 유용한 조

합을 아주 짧은 시간에 생산해 낼 수만은 없다. 유용한 조합을 산출해내기 위해서는

무의식적 활동에 선행되는 의식적 활동이 요구된다. 이러한 예비적인 의식적 활동은

유용한 조합의 부분이 될 원소를 자극하여 서로 충돌이 일어나고 서로 결합할 가능성

을 열어 놓게 된다. 따라서 유용한 조합을 구성하는 원소들 중에는 우리의 의지에 의

해 선택된 것들이 존재하게 되며, 막연한 무의식적 활동보다 의식적 활동의 상호보완

적 관계의 유지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나는 15일간 내가 function fuchsienne라고 명명한 함수와 유사한 함수는 없다는 것을 증

명하려고 했다. 매일 수많은 조합을 만들어 보았지만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했다. 어느 날 밤

나는 전에 없이 우유를 넣지 않은 커피를 마신 탓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많은 생각이

떠오르고 서로 충돌하는 가운데 그 중의 두 개가 서로 밀착하여 안정된 조합을 이루는 것 같

은 느낌이 들었다. 마침내 다음날 아침까지는 초기하급수로부터 유도되는 function fuchsienne

의 한 부류가 존재함을 증명하기에 이르렀고 나머지 결과는 단지 몇 시간 안에 서 내려갔을

뿐이다([20], pp. 33-34).

위의 푸앵카레의 일화는 무의식적 활동에 선행되는 의식적 활동의 가치와 발명의

심리학에서 의식적 활동과 무의식적 활동의 상보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푸앵카레

의 이러한 발명의 심리학은 영감 또는 통찰이라고 부르는 갑작스런 계시가 오로지 우

연에 의해서만 생길 수가 없다는 것을 암시한다([16]). 물론 우연이 어느 정도 개입될

수는 있지만, 발명은 다소 강도 높은 의식의 선행 활동에 필연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다. 따라서 의식적인 활동의 결과로 어느 산출물도 얻지 못했다할지라도 의식적 활동

이 아무런 유익한 일을 하지 못했다고 할 수는 없다. 의식적 활동은 무의식적 활동을

촉발하고 무의식이 일해야 할 일반적인 방향을 암시하며, 새로운 결합이 일어나도록

하는데 힘을 줄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푸앵카레의 발명의 심리학에 비추어 우리의 학교수학 교육은 학문적 지식을 지나

치게 강조하는 경향으로 인해 학생들이 수학적 사실을 발명할 기회를 충분히 가지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것은 교육의 대상인 학생보다 교육의 내용을 강조하며, 궁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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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사고를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11]). 학생들

이 충분히 사고하고 판단하여 결과를 산출하기 보다는 정해진 짧은 시간에 문제를 해

결하도록 강요하는 교육 환경은 수학에 대한 부정적 사고를 조장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문제해결 교육에서 강조되는 개방형 문제(open-ended problem)는 학생들의

다양한 사고를 보장하고, 충분히 생각하고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수학

적 발명의 기쁨을 누리도록 이끌어 주는 좋은 도구이다([12]).

한편, 무의식적 활동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합 중 유용한 조합을 사고의 영역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 수학적 심미안이다. 수학적 심미안은 유용한 선택을 가능하게 하

는 원동력이므로 수학 교실에서 학생들이 수학적 심미안을 갖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

푸앵카레가 말하는 수학적 심미안이 수학적 발명을 위해 중요하듯이, 학생들은 학교

교육을 통하여 수학적 소양(mathematical literacy)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17],

[18]). 학생들은 수학교실에서 부딪치는 수학 문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부딪치는 다

양한 문제에 접하여 상황과 맥락에 맞는 수학적 개념, 원리, 법칙을 발견하고, 이를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상황과 맥락에 맞는 수학적 사실을 찾아 현

상에 수학을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교육하는 것이 그 수준의 수

학적 능력과 발달 과정에 있는 학생들의 수학적 혜안을 길러주는 방법인 것이다.

2. 푸앵카레의 직관과 논리에 대한 견해

수학 학습의 주요 목적은 어떤 문제를 수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생각하는 힘,

즉 수학적 사고력을 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철학 사전에서는 사고를 “우리가 문

제해결이 요구되는 상황에 당면했을 때 그것을 습관적 수단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

에는 수단의 탐구가 행해지고 그 변형이 일어나며, 또는 수단 체계의 새로운 구성이

일어난다. 이와 같이 문제 상황에 대처하는 정신 기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1]에서

재인용). 특히 수학적 사고란 대상을 수학적으로 보고 생각하며 수학을 만들고 다듬어

가는데 근원이 되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수학적 사고는 수학교육의 목표 달성 면에서 생각되는 수학적 사고, 수학의 특성

이나 수학적 방법 면에서 생각되는 수학적 사고, 수학의 내용면에서 생각되는 수학적

사고 등과 같이 다양한 관점에서 분류하거나 구분할 수 있다([1], [9]). 이 중 수학의

특성 상 수학을 행하는데 중요한 사고이면서, 서로 상반되기보다 상보적 역할을 하는

‘직관(intuition)’과 ‘논리(logic)’의 위상과 역할 및 관계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직관과 논리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그 정의와 표현도 조금씩 다르다([1]). 일반

적으로 직관은 “사유의 작용 없이 대상을 직접 파악하는 작용([1]에서 재인용)”을 의

미하며, 직관적 사고는 “분석ㆍ비교ㆍ종합 등 논리적 수순을 밟지 않고, 결론을 이끌

어 내는 사고의 형태(p. 525)”라고 할 수 있다([3]). Fischbein([14])은 직관을 ‘직관적

인 지식’과 같은 인지 형태로 간주하였으며, 직관은 ‘직관적 사고’와 같은 의미로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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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도 한다([8]). 직관은 지식의 창조 과정에 참된 지식을 발명하는 도구이며, 문제

해결 과정에서 문제해결의 방향이나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여 통찰, 계시, 영감

과 같이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발현되는 것이다. Wittmann([24])은 직관적 사고가 구

체적인 도형이나 기호로 표현된 대상에 대하여 직접적인 방법으로 진행되며, 구체적

이고, 즉각적이며, 부분적으로는 무의식적이라고 하였다.

Fischbein([14])은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 직관에 관한 많은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직관의 특성으로 자명성, 내재적 확실성, 전체성 등을 들고 있다. 또한 그는 직관을

역할에 의해 단정 직관, 추측 직관, 예측 직관, 결정 직관으로, 기원에 의해 개인의

경험에 바탕을 두고 발전하는 제1직관과 본래의 근원이 없는 새로운 직관을 계발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제시되며, 학교 교육을 통하여 직관을 계발할 수 있는 가능성

을 제시하는 제2직관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한편, 논리는 “오류를 범하지 않는 사고의 형식과 규칙”을 의미하며([7]), 논리적

사고는 “전제에서 결론을 이끌어 내는 과정이 분석적이고 단계적이며, 후속의 명제는

선행하는 명제로부터 정당하게 이끌어진 사고 작용([3], p. 135)”이라고 할 수 있다. 여

기서 ‘분석적이고 단계적’이란 의미는 ‘가설-증명-음미’의 단계에서 있을 수 있는 비

교, 변별, 분석, 종합과 같은 사고ㆍ행동 양식을 뜻한다. 그리고 ‘후속의 명제는 선행하

는 명제로부터 정당하게 이끌어진 사고 작용’이라는 의미는 수학의 전개 방식으로 이

론의 근거를 분명히 하는 공리론적 방법이나 그 밖의 연역적 추론방법에 근거를 둔

것으로 바른 사고, 또는 어느 집단에서나 인정받을 수 있는 사고를 뜻한다. 따라서 직관

은 수학의 학습과정에서 “왜 그렇게 되는가?”의 왜(why)에 초점이 맞추어지며, 이론의

근거를 분명히 하여 어느 집단에서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고이다([1], p. 118).

Wittmann([24])은 논리에 해당되는 사고로 반영적 사고(reflective thinking)를 들

고 있는데, 반영적 사고는 일반적인 관계나 절차의 명확한 형식화를 목표로 한다고

한다. 그는 반영적 사고에서 개념에 대한 수학적 언어와 기호는 필수적이지만, 반영

적 사고는 직관적 사고에 비해 메타 수준이며, 사고의 주체는 자신의 활동에 대하여

반성해야 한다고 한다.

푸앵카레([19])는 수학분야에서 많은 연구 결과를 산출한 수학자들의 예를 제시

하며, 수학적 발명의 과정에 직관과 논리의 역할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그는 직관에

대하여 수학에서 직관 없이는 진정한 창의적인 활동이 불가능하며, 직관은 논리적으

로 타당한 길을 선택하는 힘을 부여한다고 보았다. 그는 직관이 탐구자가 길을 선택

하는데 필요한 것이며, 또한 탐구자의 뒤를 이어 그가 발견한 것을 공부하려는 사람

이 탐구자가 왜 그 길을 택하였는가를 알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직관이 필요하다

고 하였다(p. 70).

그렇지만 직관은 우리에게 엄밀성을 주지 못하며, 완전한 확실성조차 줄 수도 없

기 때문에 수학의 발명 과정에서 지식의 확실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직관에서 논리로

의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19]). 수학의 발명 과정에서 논리도 직관과 마찬가지로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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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논리는 수학의 발명에 확실성을 부여해 주는 유일한 것

으로 증명의 도구이다. 수학에서는 논리를 해석이라고 부르는데, 해석이란 분석, 분해

를 의미한다. 이것은 현미경으로 동물의 세포를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과 같이 논리가

수학적 사실의 확실성을 확인하거나 기각하는데 이용된다는 것이다.

수학자들의 논문을 살펴보고 푸앵카레([19])는 두 종류의 수학자로 구분하여 기

하학적 학파와 해석학적 학파로 제시하고 있다. 기하학적 학파는 연구에 직관의 힘

을 이용하며, 이 부류의 학자를 전장에서 확실한 승리의 전략도 없이 일거에 급속히

쳐들어가는 최전방의 용사와 같다고 비유하고 있다.

반면에 푸앵카레는 수학자의 논문이나 저서가 매우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어느 한 부분도 우연에 의해 만들어진 점이 없는 수학자를 해석적인 학파로 구분하고

있다([19]). 그는 이 부류의 학자를 마치 포위작전을 하면서 적의 성곽을 한발씩 진격

해 가며 점차로 조여 가는 용병술을 구사하는 전문가에 비유하고 있다.

그렇지만 기하학적 학파와 해석학적 학파의 구분은 내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

니라, 수행을 행하는 정신적 소질에 의해서 구분되며, 천성에 따른다고 한다. 예를 들

면 해석적 학파에 속하는 학자는 기하학의 연구를 할 때에도 해석적이라는 것과 같이

수학자가 새로운 문제를 접할 때 그 소질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19]).

푸앵카레는 수학자를 실례로 제시하며, 수학자들을 두 부류로 구분하고 있다. 예

를 들면 19세기의 독일의 수학자인 바이어스트라스(Weierstrass)와 리만(Riemann)을

들고 있는데, 바이어스트라스는 해석학적 학자로 그의 논문에는 도형을 찾아볼 수

없으며, 리만은 기하학적 학파로 그는 연구에 기하학의 도움을 받는데 모든 관념을

도형을 표현하곤 했다고 한다([19]). 이러한 경향은 다른 여러 수학자의 일례를 통해

서도 알 수 있는데, 학생들에게서도 이러한 경향은 나타난다.

그렇지만, 수학의 역사를 살펴볼 때 온전히 직관만으로, 또는 논리만으로 수학을

발명하기란 쉽지 않다. 발명의 과정에서 직관적으로 옳게 보이는 현상에도 오류가

내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직관적으로 판단할 때 우리는 연속함수

에 대응하는 그래프에 부착하는 암묵적 그림 모델 때문에 연속함수는 모든 점에서

미분계수를 가져야 한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14]). 우리는 선이 폭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폭이 없는 직선이나 곡선을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직선과

곡선의 띠를 서로 관통하지 않게 접촉하는 위치에 놓는 상황을 상상을 하게 된다.

따라서 곡선은 언제나 접선을 갖게 되며, 연속함수는 반드시 도함수를 갖는다는 잘

못된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19]).

한(Hann)은 <그림 2>와 같은 구체적 모델을 이용하여 직관적으로 연속함수가

미분계수를 갖지 않을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14]에서 재인용). <그림 2>와 같이

오르막과 내리막 선분을 꺾은선으로 대치하고, 그 선분을 더 작은 선으로 이루어진

꺾은선으로 다시 그리면 선분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어떤 점에서도 정확한 기울기

를 갖지 않는 특정 곡선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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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2> 미분계수 모델([14], p. 137)

그러나 이 과정이 끝없이 계속된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지만, 그 과정의

극한인 곡선 그 자체를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는 없다. 이러한 곡선은 존재하지 않으

며, 곡선은 우리의 상상 속에서 여전히 가느다란 잉크 자취정도로 남아 있게 된다.

그런데 미분계수가 없는 곡선은 아무리 작더라도 잉크 반점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

니라, 순수하게 개념적이고 차원이 없는 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14]).

그림 모델이 곡선을 표현하고 곡선으로 표현된 함수의 성질을 많이 보여 주어

직관의 영역으로 그 연구의 대상을 끌어들이지만, 한계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즉

그림 모델이 직관적 판단의 유용한 도구이지만, 그림 모델에 의한 직관적 판단에 의

존할 때 오류가 야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예는 푸앵카레가 주장하듯이 직

관과 논리의 상호보완적 관계가 수학 학습에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다음의 예

를 보자.

길이가 다른 두 선분 위의 점의 수는 같은가? 다른가? 라는 문제에 학생들은 당

황해 한다. 분명히 선분 CD에는 선분 AB보다 많은 점들이 있다. 이러한 판단은 점

이 물리적 반점이라고 생각하는 직관적 판단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선분이 더 길수

록 더 많은 점을 포함한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A B

C D

<그림 3> 두 선분 위의 점의 비교

위의 예에서와 같이 직관에 의존한 방법으로는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따라서 직관에 의한 판단은 논리의 힘을 빌려 개념적으로 확인ㆍ검증받는 과정을

겪어야 한다. 우리는 사실의 확실성과 타당성을 얻기 위하여 논리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순수한 논리는 언제나 우리를 반복에로 이끌 뿐이어서 새로운 것을 만

들어내는 힘이 없다. 따라서 순수 논리 외에 그 무엇이 필요한데 바로 직관인 것이

다([19]). 우리가 직관적으로 인식하는 사실은 감각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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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몇 가지 종류의 직관을 갖는데, 감각 및 상상에 따른 직관, 귀납적 개괄에 의한

직관, 순수한 수의 직관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감각 및 상상에 따른 직관과 귀납

적 개괄에 의한 직관에 의해서는 확실성을 얻을 수 없다. 순수한 수의 직관에 의해

우리는 엄밀함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19]). 순수한 수의 직관과 같이 직관에 의존

하여 새로운 사실을 발명해 내지만, 직관적 인식의 이면에는 엄밀한 수학적 논리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논리에 의해 엄밀하게 만들어진 수학은 결점은 없으나, 엄밀성을 추구해감에 따

라 그 발생의 과정을 망각하게 된다. 논리에만 의존할 때 수학적 사실들은 현상과의

관계를 끊고, 오로지 추상적인 체계로서 수학만이 존재하게 되며, 수학은 그 자체로

무의미한 공허한 변론에 지나지 않게 된다([19]). 따라서 직관에 의해 수학적 사실의

의미를 파악하고 느껴야만 진정한 수학을 경험하게 된다.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할 때 논리에만 치중하면 문제를 오직 해결할 수 있는가에

만 관심을 가지게 되고, 최초의 사고자가 이 문제와 관련된 수학적 개념의 형성과정

에서 어떤 과정으로 그 사실을 발명하게 되었는가를 고려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이

유로 수학 학습에서 논리만을 강조하거나, 직관만을 강조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

사실로 푸앵카레([19])는 “논리만으로 불충분하다는 것, 논리 과학만이 유일한 과학

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직관은 논리에 보충, 혹은 보정 해독의 역할을 한다(p. 68)”

라고 하고, 직관과 논리의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푸앵카레([19])가 해석학적 학자로 제시한 바이어스트라스에 대하여 Hadamard([16])

는 해석학적 학자인 바이어스트라스도 최초의 직관 다음에 논리가 개입한다는 사실

을 들어, 직관과 논리의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는 단 하나의 도형을 그리는데, 그 다음에는 의심할 수 없는 그의 특징인 극

도의 논리적인 방식으로 모든 것이 연역된다. 그래서 수학의 방법론을 충분히 아는 사람이

라면 누구나 이 도형을 한 번 보고 모든 추론을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최초의 직

관이 있었으니, 바로 이 도형을 만든 직관이다(p. 111).

이 예는 수학적 발명의 과정에서 논리는 수학적 진리의 완전함을 보장하지만, 직

관은 많은 길 중에서 논리적으로 타당한 길을 선택하도록 힘을 부여한다는 것을 말

해준다. 수학에서 순전히 직관적이거나 논리적인 발명은 찾기 어렵다. 그래서 무의

식의 개입이 필요한데, 무의식의 개입은 논리적 작업을 위한 출발점인 것이다.

직관과 논리의 상호 보완적 관계에 대하여 Hadamard([16])는 무의식 속에는 여러

층이 있으며, 아이디어가 만나고 결합하는 수준이 의식과 멀리 떨어질 수도 있고 가

까워 질 수도 있다고 한다. 그는 아이디어가 결합하는 수준이 깊을 때에는 보다 직

관적인 정신이라 하고, 이 수준이 의식과 충분히 가까운 곳에 있을 때 논리적 정신

이라고 한다. 아다마르의 관점에서 푸앵카레의 수학적 발명의 일화들은 무의식의 심

연에서 개발된 아이디어를 그대로 의식에 옮겨 놓는 경우이다. 푸앵카레의 착상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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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 의해 계시를 받았지만, 그 발견을 발표할 때에는 논리적인 과정을 따른 것이다.

푸앵카레([19])는 수학자 정신을 논리적인 것과 직관적인 것으로 나눈 것이 단지

나타내어지는 현상에 대한 것이고, 실제로 수학자의 정신은 한 가지라고 말하고 있

다. 그러한 예로는 지극히 논리적인 해석학자의 경우에도 대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

지 않았을 뿐이지, 직관에 의해 개념들이 내적 통일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 해석학적 학자는 감각의 도움을 받는 직관과 순수 직관 중 바

로 순수한 논리적 형식의 직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직관과 논리는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논리와 직관의 상보적인 관계에 대한 언급은 다른 학자들의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Wittmann([24])은 수학적 지식의 생성 과정에서 직관적 사고와 반영적 사고의 상보성

을 제시하였다. 그는 직관적 사고가 증명을 검증하고 오류를 찾아내는데 필수적이며,

직관적 사고에 의존한 반영적 사고는 수학의 성장에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박성택 등([5])은 수학적 사고를 직관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로 구분하고, 이들 관계

를 상보적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직관과 논리는 서로 상반된 듯한 인식이면서 상보적인 역할 관계에 있으며, 동시에 일어나

는 것은 아니지만, 수학적으로 사고하는 경우 거기에는 긴밀한 연대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직

관으로 예상을 세워서 논리로 정리하고 확인하게 되며, 또한 논리적으로 정리된 결과야말로

거기서부터 새로운 직관이 낳아지는 것이다. (중략) 논리적 사고는 직관적인 판단에 대하여

의문이나 불안감이 생길 때에 일어나는 것이고, 이 직관적 판단은 논리적 사고를 거쳐야 비로

소 그 확실성을 보장받게 된다(pp. 29-30).

푸앵카레의 직관과 논리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논의와 이들의 상보적 관계의 중

요성은 우리의 수학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수학자들이 수학적 지식을 발명하는

과정에서 직관과 논리의 역할을 적절히 활용하듯이 수학 교수-학습은 직관과 논리의

조화로운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수학 문제해결교육을 예로 들면, 한정된 시간 안에 순차적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알

고리즘을 수행하는 문제해결에 관심을 두었던 교육 환경에서는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학생들은 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해결 방법을 모

색해 보고 충분히 숙고할 시간을 가짐으로써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스스로 발견해 내

는 직관의 힘을 느껴야 하며, 스스로 발견한 사실에 확실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논리

적으로 검증할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논리적 검증 과정에서는 직관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오류를 교정하기 위하여 자신의 사고를 체계적으로 모티터하는 메타

인지적 사고를 병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문제해결 과정에서도 직관과 논

리를 적절히 활용하는 체계적인 문제해결의 경험을 통하여 학생들은 수학적 문제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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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수학 학습 과정에서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안

에 대한 요구가 높다([4]).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다양하며 독

특한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이고, 그런 면에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한 학생들은 그 수준의 수학자라고 할 수 있다. 수학 분

야에서 자신의 수학적 발명 과정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수학적 발명에 대한 아이디어

를 제시한 수학자로 푸앵카레를 들 수 있다.

푸앵카레는 창의적인 문제해결 과정이나 수학적 발명의 과정에서 의식적 활동과

무의식적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무의식적 활동에 선행되는 의식적 활동

의 가치와 수학적 발명의 과정에서 의식적 활동과 무의식적 활동의 상보적 관계를 확

인하였는바, 수학적 발명은 발명의 실마리가 되는 갑작스런 계시가 오로지 우연에 의

해서만 생길 수가 없다고 한다([16]).

마찬가지로 푸앵카레([19])는 수학분야에서 많은 연구 결과를 산출한 수학자들의 예

를 제시하며, 수학적 발명의 과정에서 직관과 논리의 역할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는

수학적 발명의 과정에서 논리는 수학적 진리의 완전함을 보장하며, 직관은 많은 길 중

에서 논리적으로 타당한 길을 선택하도록 힘을 부여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수학에서 순

전히 직관이나 논리만으로는 온전한 발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제시한다.

푸앵카레와 여러 학자들의 공통적 견해는 수학적 발명의 과정에서 직관과 논리의

상보적 관계의 중요성을 제시한 것이다. 최근에 수학교육 이론의 발달과 학교 교육

현장에서 많은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수학 자체를 완성된 지식 체계로 간

주하고, 수학적 개념ㆍ원리ㆍ법칙을 형식적이고 논리적으로 지도하는 경향이 강하

며 학생들이 접하는 문제도 논리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수학 학습 문화에 의해 학생들을 대상을 실시한 직관적 사고력 검사 결과는 문제해

결 과정에서 직관에 의한 문제해결 능력이 낮으며, 자신의 답을 확신하기 위하여 주

로 계산이나 증명의 방법을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6], [8]).

한편 푸앵카레가 지적하듯이, 직관은 진정한 창의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논리

적으로 타당한 길을 선택하는 힘을 부여하며, 논리는 수학적 발명에 확실성을 부여해

주는 유일한 것으로 증명의 도구이다. 그런데 학생들이 수학 문제를 해결할 때 감각

및 상상에 따른 직관에 의존할 때 직관에 의해 오류가 발생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주어진 선분 위의 임의의 점을 선택하고 이 선분을 이등분한다. 새로 만들어진 선

분들을 다시 이등분한다.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선분들을 각각 이등분해 갈 때, 어떤

이등분점이 임의로 선택된 점에 도달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유리수와 무리수에 대

하여 학습한 응답자의 81.2%가 도달한다고 오답을 하였다([15]). 이것은 무한히 선분

을 나누어가게 되면 언젠가는 처음 선택한 점에 도달할 것이라는 상상에 따른 직관

에 의한 결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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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교육은 직관에 의한 오류를 교정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자신의 사고과정을

뒤돌아보는 메타인지적 사고를 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메타인지적 사고는 체계적인

교정의 과정을 통해 오류를 수정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직관에 의해 해결된

문제의 경우에 논리적인 입증과정을 거쳐 해결 방법의 확실성을 보장받는 기회를 제

공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논리에 의존하는 교육의 형태에서 문제에 대해 숙고하고 해

결의 실마리가 떠오르지 않을 때는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여유 있는 교육

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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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on the Poincaré's Psychology in Invention1)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Lee Dae Hyun

Poincaré is mathematician and the episodes in his mathematical invention process

give suggestions to scholars who have interest in how mathematical invention happens. He

emphasizes the value of unconscious activity. Furthermore, Poincaré points the

complementary relation between unconscious activity and conscious activity.

Also, Poincaré emphasizes the value of intuition and logic. In general, intuition is

tool of invention and gives the clue of mathematical problem solving. But logic gives

the certainty. Poincaré points the complementary relation between intuition and logic at

the same reasons.

In spite of the importance of relation between intuition and logic, school

mathematics emphasized the logic. So students don't reveal and use the intuitive

thinking in mathematical problem solving. So, we have to search the methods to use

the complementary relation between intuition and logic in mathematic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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