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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Mathematics Education via
Intuition

직관을 통한 수학교육에 관한 고찰

Lee Daehyun 이대현

As intuition is more unreliable than logic or reason, its studies in mathematics and
mathematics education have not been done that much. But it has played an im-
portant role in the invention and development of mathematics with logic. So,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and explore the value of intuition in mathematics educa-
tion. In this paper, I investigate the function and role of intuition in terms of math-
ematical learning and problem solving. Especially, I discuss the positive and neg-
ative aspects of intuition with its characters. The intuitive acceptance is decided by
self-evidence and confidence. In relation to the intuitive acceptance, it is discussed
about the pedagogical problems and the role of intuitive thinking in terms of cre-
ative problem solving perspectives. Intuition is recognized as an innate ability that
all people have. So, we have to concentrate on the mathematics education via in-
tuition and the complementary between intuition and logic. For further research, I
suggest the studies for the mathematics education via intuition for students’ math-
ematic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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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랜 역사를 통해 수학자들은 다양한 사고 양식과 추론을 통해 수학을 발견하고 발전시

켜 왔으며, 이 경우에 공리는 수학적 개념과 원리를 설명하고 전개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은 몇 개의 공리에서 출발하여 새로운 수학

을 만들어 왔다고 생각하고, ‘논리’가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여기면서

논리의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 그런데 수학의 세계에서 형식적으로 수학을 제시할 때에는

공리가 먼저 나타나지만, 수학을 발견하는 과정에서는 ‘실례와 문제’가 먼저 나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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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이론이 근거할 수 있는 공리집합이 나타나게 된다 [13]. 이것은 수학이 본질적으로

공리로부터 유도된다는 견해에 반하는 것으로, 수학자들에게 증명의 과정에서 옳은 정리를

제시하고 증명의 길을 이끌어 주는 것은 바로 직관인 것이다 [30, 31]. 즉, 많은 사람들이

수학에서 논리를 바탕으로 수학을 전개해 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이를 가능하게

이끄는 것은 직관의 힘에 의한 것이다.

수학적 발견의 일화에서 직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많은 사례를 통해서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물이 넘치는 현상으로부터 부력을 발견한 아르키메데스의 일화나 자연수

합을 구하는 과정에서 문제 구조에 대한 통찰을 통해 문제해결에 이른 어린 가우스의 일

화는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예들이다. 이것은 문제해결의 실마리에 대한 즉각적인 발현을

통해 성공적인 문제해결에 이르게 된 예들로, 많은 수학자들이 새로운 문제해결 과정에서

경험했음직한 사고 과정이다. 그렇지만 수학자들은 이러한 과정에 대한 기록보다는 논리적

사고 과정을 통해 얻은 결과를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31]. 이것은 직관적

사고의 근간이 되는 직관이 때때로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여 개인적 편견에 사로잡힐 수

있어 인과적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그 자체의 신비스러운 힘들의 작용으로 인해 과학적인

설명이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며, 상식 (commonsense)과 같이 근거나 이유가 없이 받아들

여지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직관은 수학 문제해결 과정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리만 가설의

발견 과정 예시나, 푹스함수를 발견하는 과정에 대한 푸앵카레의 일화는 문제해결에서 신의

계시와 같이, 수학적 발견 과정에 나타난 직관의 힘에 의한 예화이다. 이것은 학교 수학에

서 문제를 해결하는 학생들에게서도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디오판투스의

나이 문제’에 대한 해결에서도 알고리즘을 활용한 전형적인 논리적 해결과 더불어,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서 얻은 통찰을 통해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는 것이다 [6].

직관의 가치를 인식하고 직관적으로 사고하는 수학 학습 방법에 대한 탐구는 수학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논리적 사고 위주의 문제해결에 치중한 종전의 수학교육에 비추어,

다양한 수학 학습 방안의 탐구라는 면에서 필요하다. 또한 심리학적 관점에서 다루어 온

직관에 대한 탐구는 수학 문제해결과 수학 학습에서 직관과 직관적 사고의 가치와 역할에

대해 고찰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학교 수학에서 논리적 사고 교육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직관, 통찰, 이해, 사고의

원천을 열어 놓으면서 점진적인 형식화가 이루어지도록 수학화를 강조하고 있는 배경에는

[14], 직관을 강조함으로써 균형 있는 수학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키

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조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도

직관을 통한 수학 학습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25]. 수학학습에서 직관과 직관적 사고의

가치를 논할 수 있는 것은 직관을 통한 교육을 강조한 학자들의 공통점이 직관은 특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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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만 부여되는 천부적인 기능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과 적절한

교수 방법에 의해 신장 가능한 보편적인 능력이라는 것에 근거를 둔다 [8, 12, 4, 36]. 이런

면에서 직관과 직관적 사고를 통한 수학 학습 방안을 위하여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대해 탐구의 필요성이 우선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 수학과 수학 문제해결에 바탕을 두고, 직관과 직관적 사고를 통한

수학교육 방안에 대해 탐구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근본적으로 직관과 직관적 사고 및

직관과 논리의 상보성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직관적 사고를 통한 수학 문제해결 교육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학교 수학에 대한 요구가 높은 창의적인 수학 문제해결과

직관적 사고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탐구하고자 한다.

2 수학교육에서 직관과 상보성 문제

2.1 직관, 그리고 직관적 사고

직관 (intuition)의 영어 표현은 라틴어 intueri(look; 본다)에서 유래되었으며, 미국심리

학회가 발간한 사전에서는 ‘의식적인 추론이나 숙고와 대비되는 것으로, 즉각적인 통찰이나

인식 (immediate insight or perception)’으로 직관을 정의하고 있다 [1, p. 561]. 철학적

관점에서는 확실한 지식의 근원으로 직관을 받아들인 플라톤이나, 증명 없이 존재하는 지식

을 직관적 추론이라고 부르며 진리의 확실한 보장책이라고 직관을 생각한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 확실하고 보편타당한 진리를 얻는 방법으로 직관을 수용하였다 [27]. 데카르트와

스피노자, 그리고 칸트로부터 19세기 후반의 베르그송에 이르기까지 직관은 오랜 역사

속에서 참된 지식의 근원으로 그 위상을 유지해 오고 있다 [20].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관은 그 의미에 대하여 명확한 합의도 없이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으며,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상반된 견해가 제시되기도 한다. 이를테면 어떤 사람은

직관을 참된 지식의 근원으로 수용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은 직관이 오류 발생의 근원

이라고도 칭하기도 한다 [8, 11, 4]. 직관에 대한 상반된 견해와 현상은 수학의 발견 과정

에서 각기 다른 직관의 기능과 역할을 관찰했기 때문이며, 그러한 이유로 수학적 진리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학자들은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이용하고 고수했던 것이다.

직관의 속성을 한 가지로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직관의 속성

으로 직관은 참된 지식을 발견하는 도구이며, 일반적인 사고 절차를 벗어나 매우 신속하고

즉시적인 판단과 관련된 추론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직관은 또한 통찰 (insight)과 같은

의미이거나,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28]. 일반적으로 통찰은 ‘아하’를 경험하는

것과 같이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발현되는 질적 변화의 순간을 나타내며, 미국심리학회가

발간한 사전에서는 ‘문제 해결책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에 대한 의식적인 노력 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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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지 않고 그럴듯해 보이지도 않던 방법에 의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명료하고 갑작

스러운 깨달음 (the clear and often sudden discernment)’으로 통찰을 정의하고 있다

[1, p. 544]. 직관과 통찰에 대한 미국심리학회의 정의와 직관이 추리나 판단 등을 거치지

않고 대상을 직접 파악하는 인지 작용 또는 인지 유형으로 간주되며, 직관을 통해 인지된

사실을 직관적 지식으로 수용하는 맥락을 고려할 때 [8, 11], 통찰은 직관적 인지 과정의

일부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 이것은 통찰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갑작스러운 깨달음과

같이 일순간에 일어나는 사고 활동인 반면에 [4], 직관은 통찰의 경험을 포함하여 어떤

상황에서 확실하고 자명한 느낌으로 인식되는 인지 과정 전체를 의미한다는 면에서 구분의

타당성을 갖는 것이다.

한편, 많은 문헌에서 직관과 직관적 사고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만, 특히 수학

문제해결의 과정에서 논리적 추론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문제에 주어진 단서나 실마리를

이용하여 즉각적으로 문제해결에 이르도록 이끄는 직관의 속성을 ‘직관적 사고’로 규정할

수 있다 [21]. 이것은 철학적인 면에서 직관적인 지식과 같이 즉각적인 인지, 인식 형태의

측면에서는 ‘직관’이라는 용어를 선호하지만, Wertheimer [35]가 ‘옳음’에 대한 직관적

감각이 성공적인 문제 해결 전략을 이끈다고 제시하며, 그것을 ‘productive thinking(생

산적 사고)’으로 명명하고 있거나, Bruner [3]나 Wittmann [37] 등에 의해 문제해결이나

수학적 탐구 과정에서 일어나는 수학적 사고 활동과 관련하여 직관적 사고로 일컫는 경우

에서 ‘직관적 사고’로 명명하는 근거를 얻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학교수학에서도 직관과 직관적 사고는 유사한 용어로 이용될 수 있지만,

수학적 사실의 직관적 인지나 인식에 관한 사고 작용으로는 ‘직관’을, 수학적 문제해결

과정이나 수학적 탐구 과정에서 일어나는 수학적 사고 활동과 관련해서는 ‘직관적 사고’

로 명명하는 것이 적절하다. 예를 들어 ‘두 직선이 만날 때 만들어지는 맞꼭지각이 같다.’

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어떤 이유나 논리적인 설명도 요구하지 않는 자명하게 수용되는

사실이고, 이는 ‘직관’에 의해 직관적으로 수용되는 사실인 것이다. 그렇지만, ‘1에서 100

까지의 수중에서 짝수의 합에서 홀수의 합을 뺀 값을 구하는 문제’의 경우에 두 수의 차가

1이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즉각적으로 50이라는 값을 산출할 수 있는 것은 문제의 구조에

대한 이해로부터 얻어지는 ‘직관적 사고’의 힘인 것이다.

2.2 직관과 논리의 상보성 문제

직관적으로 자명해 보이는 공리와 공준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기술된 유

클리드의 원론 (Elements)에 영향을 받아온 수학의 역사는 논리 중심의 형식적인 수학을

오랫동안 강조해 왔다. 그렇지만 직관적으로 자명하게 인식되지 않는 수학적 사실에 대해

서는 끊임없는 논란의 과정이 뒤따랐다. 예를 들어 그리스 시대의 수학자들은 직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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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가능한 사실로 ‘평행선 공리’를 수용하였지만, 이후의 수학자들은 이 공리에 대해

제기되는 직관적 의심에 대해 끊임없는 분석을 계속해 왔다. 이것은 평행선 공리 자체가

직관적으로 수용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이것을 유클리드의 다른 공리로부터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러한 신념과 확신이 없었더라면 비유클

리드 기학학의 출현은 더 늦어졌을 것이다 [36]. 이와 같이 수학자들은 직관적으로 자명해

보이지 않는 사실을 새로운 탐구의 대상으로 삼아 끊임없는 탐구를 계속해 왔다.

마찬가지로 직관적으로 자명하게 수용되어 온 수학적 사실에 반하여 나타난 새로운 수

학적 개념에 대해서는 이를 수용하기를 완강히 거부해 온 역사를 실 무한 (actual infinity)

개념의 출현 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평행선 공준에 대한 자명성 결여의 문제로부터

촉발되어 비유클리드 기하라는 새로운 기하학의 체계를 구축한 사실이나, 직관적 인식에

부합하지 않는 실 무한 개념의 대두로부터 야기된 수학의 확실성 추구를 위한 노력은 논리

를 강조하는 측면과 직관을 강조하는 측면으로 구분되어진다.

논리를 강조하는 논리주의자들은 모든 수학이 논리로부터 유도될 수 있으며, 그 진리는

‘무모순’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논리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논리 위에 수학의 기초를

세우려고 하였고, 수학은 논리학의 법칙과 주제를 확장한 공적을 가지고 있다[15].

이에 반해 직관주의자들은 수학적 직관을 근간으로 수학의 세계를 건설하려고 노력한다.

직관은 감각적이거나 경험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개념에 대한 즉각적인 확신이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무한에 대하여 잠재적 무한 (potential infinity)을

따른 것이고, 칸토르에 의한 실 무한을 의도적으로 거부한 것이다.

넓은 의미의 직관주의자는 데카르트와 칸트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파스칼은 큰

결과를 예상하고 훌륭한 추측을 하는 데 직관을 활용하였다 [12]. 칸트도 공간과 시간의

직관을 통해 경험과는 독립적으로 정신이 지각을 구성한다고 한다. 칸트의 주요 관심사는

선험적 지식이었고, 그는 선험적 지식을 ‘분석 선험적 지식’과 ‘종합 선험적 지식’으로 구별

하였는데, 시간과 공간에 대한 우리의 직관은 종합 선험적 지식이 된다. 여기서 시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연속에 대한 직관에 기초를 둔 산술에서 체계화되고, 공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기하학에서 체계화되었다 [5]. 칸트가 수학을 종합적이라고 하는 것도 지식은 실제

경험이 아니라 정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예를 들어 ‘직선은 두 점사이의 최단거리이다.’

라는 명제는 종합적인 것이다 [15]. 이러한 칸트의 철학은 이후의 수리철학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었고, 대표적으로 직관주의는 직관할 수 있는 것만을 확신하고 인식하였다.

수학의 절대적 진리를 구축하고자 하는 직관주의자와 논리주의자의 노력은 어느 쪽의

승리로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결국 이러한 결과는 직관만으로도 논리만으로도 구축하기

어려운 수학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과 수학에서 직관과 논리의 상보성 문제를 제기한다.

또한 직관과 논리의 상보성 문제는 수학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적용이 된다. 전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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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이 공리로부터 추론 규칙이라는 공식적인 견해로 유지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컴퓨터와

같은 도구를 활용하여 경험적이고 실험적인 수학이 수학 연구에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데 수학계도 수용하는 자세이다 [13]. 수학 연구에서 논리를 강조한 배경은 엄밀성을 추구

하고자 하는 오랜 수학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하고 있지만, 새로운 수학의 출현에 경험적인

실험적인 수학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수학의 역사를 통해 수학자들의 수학 문제해결 과정에서 직관과 논리의 상호보완적

역할과 가능의 발견 과정에 대한 기록은 수학교육에서도 직관과 논리의 상보성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Poincaré [30]는 그의 수학적 발견의 과정을 상기하며 수학에서 직관 없

이는 진정한 창의적인 활동이 불가능하며, 직관은 논리적으로 타당한 길을 선택하는 힘을

부여한다고 보았다. 그렇지만 직관은 우리에게 엄밀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수학의 발명

과정에서 지식의 확실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직관에서 논리로의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고

한다. Hadamard [12]도 아이디어가 결합하는 수준이 깊을 때를 직관적인 정신과 의식과

충분히 가까운 곳에 있을 때를 논리적인 정신과 관련지으며, 발견의 과정은 아이디어의

분출이 일어나는 무의식적 과정의 개입에 의한 직관적 과정과 분출된 아이디어를 정련할

의식적인 작업을 필요로 하는 논리적 과정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사고에 관련된 연구와 문헌에서도 직관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의 상보성을 제기하고

있다. Bruner [3]도 지적하듯이, 직관적 사고와 분석적 (논리적) 사고가 상호 보완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Wittmann [37]은 수학적 지식의 생성 과정에서 직관적 사고와 반영적

사고의 상보성을 제시하였는데, 반영적 사고는 직관적 사고에 의존하여 수학의 성장에

필수라고 하였다. 박성택 등 [29]도 직관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의 관계를 상보적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직관과 논리는 서로 상반된 듯한 인식이면서 상보적인 역할 관계에 있으며,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수학적으로 사고하는 경우 거기에는 긴밀한

연대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직관으로 예상을 세워서 논리로 정리하고 확인하게

되며, 또한 논리적으로 정리된 결과야말로 거기서부터 새로운 직관이 낳아지

는 것이다. (중략) 논리적 사고는 직관적인 판단에 대하여 의문이나 불안감이

생길 때에 일어나는 것이고, 이 직관적 판단은 논리적 사고를 거쳐야 비로소

그 확실성을 보장받게 된다 [29, 29–30].

수학적 발견의 과정에서 직관과 논리의 상호 보완적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을 알 수 있듯이,

직관과 논리의 상보성 문제는 수학 학습에서도 양자를 활용할 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32, 12], 이를 위해 직관에 의한 교육 방안에 더 많은 관심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이것은

종전의 교육이 논리에 치중해 있다는 점, 그런 결과로 직관적 사고에 의한 학생들의 문제해

결력이 낮다는 점 [19, 22],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직관에 의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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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는 교육과정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25].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직관적 원리에

의한 교육 방안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적합한 학습 내용의 개발과 교육 방안1), 논리적으로

뿐만이아니라직관적으로해결가능한문제의개발을통한다양한문제해결경험의제공등에

관심을 두어야할것이다.

3 직관과수학문제해결교육

3.1 직관의특성과직관적문제해결

직관은 본질적으로 자명하고 내재적으로 확실하게 인식되는 특성 외에도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있다. 이에 Fischbein [8]은즉시성 (immediacy)외에도자명함 (self-evidence), 내재

적확신성 (intrinsic certainty), 고집성 (perseverance), 강압성 (coerciveness), 이론적상태

(theory status), 외삽성 (extrapolativeness), 전체성 (globality), 암묵성 (implicitness)을

직관의 특성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직관의 특성들은 수학을 하는 데 서로 다른 역할을

발휘하며, 심지어 한 특성조차도 문제 상황에 따라 다른 효과를 보이기도 한다. 즉 직관의 한

가지 특성조차도 어느 문제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역할로 작용하기도 하고, 다른 문제 상황

에서는 부정적인 역할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직관적 문제해결과 관련지어, 직관의 각

특성을긍정적으로, 또는부정적으로한정하여다루는것은적절하지못하다. 한예로, 직관의

‘자명함’은직관적으로인식되는사실에대하여의심의여지가없이수용하는특성을의미한다.

Beth & Piaget [2]는자명함을인식하는기준으로공통불변성을제시하였는데, 어떤사실을

직관적으로인식하기위해서는불변의성질을지각하여적용할수있어야한다는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전체는부분보다크다.’는 것을인식할수있다. 이것은유한의세계에서부분과

부분의 합으로 전체가 구성된다는 불변량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무한의 세계에서

공통 불변성의 지각은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한의 세계에서

적용된공통불변성으로 인식된 자명함을무한으로적용하려하기때문에무한의세계에서는

부분과 전체가같을 수있다는 것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자명하게 인식된 사실은 매우 강압적 (coercive)하기도 하다. 그러기에 직관적으로 인식된

사실은 오랜 동안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는 데에는 수용을 거

부하려는 영향을 강하게 끼쳐 왔다. 예를 들어 천동설과 지동설 사이에서 많은 논쟁이 있기

전에천동설은상식 (commonsense)과같이자명한사실로인식하도록강압하였고, 지동설이

제기된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되었다. 또, 집합론의 발견의 과정에서도 기존의 상식과 반하는

것으로 많은 논란이 멈추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직관과 반하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는

1) 직관적 이해를 지원할 수 있는 모델의 개발, Nelsen [26]이 제시하는 수학 정리의 시각적 표현이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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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는 기존의상식을 뛰어넘는 과학자들의 용기가필요했던것이다 [7].

직관의 특성의 상반된 성격은 직관적인 수학 문제해결 과정에서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문제해결자의인지 안에형성된직관의특성들이문제해결에강하게영향을발휘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에 직관의 특성이 수학 문제해결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서 역할을 논할 수 있다. 먼저, 긍정적인 면에서는 대상을

즉각적으로 인식하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해결책이나 실마리를 즉각적으로

인식하여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각화 (visualization)’와 같은

특성은 직관적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면에서 Nelsen

[26]은그림을이용하여말이없는증명으로많은수학적원리를설명하고있다. 또디오판투스

문제 해결에서 Ervynck [6]이 제시한 정수론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분모의 최소공배수를

구해 답을 구하는 것은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즉각적으로 인식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직관의

힘인 것이다.

직관의 부정적인 면에서는 직관의 강건성과 강제성과 같은 특징으로 인해 개인의 추론

방식에 절대적이며 유일하게 작용하여 다른 아이디어의 수용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무한에서 잠재적 무한 개념은 실 무한의 개념의 수용을 방해하며, 짝수는 자연수의

부분이므로 짝수의 개수는 자연수의 개수보다 작다고 해석하도록 강요함으로써 문제해결에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직관의 특성이 학교수학과 수학 문제해결에 긍정적ㆍ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이를 활용한 교육에 앞서, 이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효과와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함을

제기하다. 학교수학에서다루는내용이직관적인식과수용정도와무관하게형식적인수학을

지도하는 데 치중하게 되면, 논리로부터 그 근거를 확보할 수는 있지만, 많은 연구 [22, 9, 10]

에서 제시하듯이 학생들은 여전히 수용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3.2 직관적수용 (acceptance)과문제해결

직관이다양한의미와특성을가지고있지만, 그중에서도공통적으로받아들여지는특성중

하나로 즉시성 (immediacy)을 들 수 있다 [8]. 이것은 어떤 상세한 설명이나 정당화 과정도

필요 없이 어떤 해법이나 사실을 즉각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한 점에서

다른점으로직선하나를그을수있다는사실은어떤설명이나정당화과정도필요없이즉시

받아들일수있는사실이다. 즉, 직관적으로수용가능한사실이다. 직관적으로수용가능하다는

것은 자명함 (self-evidence)과 확신 (confidence)의 정도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2) ‘전체는

2) Fischbein, Tirosh, Melamed [10]는 직관적 수용을 측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백함 (obviousness)과 확신
(confidence)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명백함의 유사 개념으로 자명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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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의부분보다크다. 모든자연수는그다음의수를가진다.’라는문장과같이자명함은어떤

설명이나 정당화 과정도 필요 없이 저절로 참이라고 느껴지는 특성으로, 형식적인 증명이나

경험적인 증명도 필요 없이 어떤 사실을 즉각적으로 수용 가능도록 이끄는 직관의 특성인

것이다 [8].

그런데 어떤 사실을 직관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확신이 필요하다. 확신은 어떤 사실을

믿는 정도에 따라 결정이 되며, 직관적 판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거나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상황에 대해 확신을 해야 한다. 이 경우에 확실성을 추

구하는 것은 개인적인 판단에 따르는 것이고, 개인적 판단의 근거는 경험, 지식, 신념, 인지

등의 다양한 근원에 바탕을 두고 있다. Fischbein [7]은 확신의 근거를 3가지로 들고 있는데,

첫째는형식적인논증에의해간접적으로부여된외재적확신을의미하며, 이경우는순수하게

형식적이고 때로는 기호적인 과정으로 획득된다. 예를 들어 수학의 많은 정리들은 증명에

기초하여 받아들여지고, 이를 내면화함으로써 확신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다양하고 실제적인 사실로부터 유도된 경험적이고 귀납적인 확인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확신이다. 교실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학생들의 수학 문제해결 과정을 고

찰하여 그 학생의 문제해결력에 대해 의사 결정을 하게 된다.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는 고도의

통찰력을 바탕으로 환자의 상태에서 의학적인 결정을 내리곤 한다. 두 경우 모두 공통점은

자신이 경험하고 얻은 정보에 기초하여 상황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상황의구조그자체에의해직접적으로부여된내재적인직관적신념 (belief)

에 의한 확신이다. 직관적 신념에 의한 확신은 인지적인 신념을 구성하며, 상황이나 실재에

대한지각이자동적으로그상황이나실재와일치해보일때이루어진다. 따라서이러한직관적

신념에 의한 확신은 거부감 없이 수용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분명히 우리는 외재적인

지원보다는 내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판단을 수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직관적 신념에 의해

우리는길을건너는상황에서즉각적인판단을하거나, 외재적인정당화과정이없이수학적인

사실을 즉각적으로 수용하게 된다.

확신의 정도와 관련하여 우리의 근본적인 인지는 직관적 신념에 의한 확신을 우선적으로

수용하는경향이있다. 예를들어, 짝수의개수와자연수의개수가같다는사실의증명과정을

눈으로 확인하고서도 직관적으로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7]. 따라서 즉각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형식적인 논증에 의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외재적 확신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확신이 직관적 신념으로 형성되어야 하고, 이것은 제2직관의 형성을

요구하게 된다.

그런데 직관적 수용을 위해서는 자명함과 확신이 병행되어야 한다. 자명함과 확신이 서로

밀접하게관련되어있지만, 서로에게영향을끼치거나함의하지는않는다. 자명하게느껴지는

사실이 확신하지 못하는 사례나, 역으로 참이기 때문에 확실해 보이지만 자명해 보이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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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수학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직관적 수용의 두 요소인 자명함과 확신을 고려할 때

수학 학습과 관련하여 세 가지 경우의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첫째는 확신하지만, 자명해 보이지 않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이다.’라는명제가증명과정을통해확실해보이지만, 직관적으로자명해보이지는

않는 것과 같이 [7], 학교에서 선생님이 증명한 사실이나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들은 수학적으

로 확실해 보이지만, 그 자체로 자명해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은 직관적으로

수용되어지진않는다. 그렇지만직관적인해석이학습된결과로서형성되어인지적신념으로

확립될 수 있다면 이것은 제2직관으로 형성이 되는 것이고 [8], 이 경우에 내재적으로 자명해

보이지 않던 사실이 자명하게 인식되기도 한다.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이다.’

라는 사실을 자명하게 받아들이지 않던 학생들이 다양한 탐구 방법을 통해 어떠한 삼각형에

대해서도 항상 일정한 값을 유지한다는 것을 수용하게 되는 경우에 교육과 경험을 통해 후천

적으로 만들어지는 제2직관이 형성된 것이다. 일례로 탐구형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활동에서

다양한모양의삼각형에대한탐구과정을통해 ‘삼각형의내각의크기의합은 180°이다.’라는

사실이 인지적 지식으로 형성될 수도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명백해 보이지만, 확신할 수 없는 경우이다. Mach 착시로 알려진 똑같은 길이를

가진 두 개의 수평선 길이를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경우에는 분명히 두 선분의 길이를 같게

그렸기 때문에 두 선분의 길이가 같다는 것은 명백해 보인다. 그렇지만 우리의 시각은 아래

그림에서 화살표 방향이 주는 인상에 의하여 직관적으로 위의 선분을 길게 느낀다. 따라서 두

선분의 길이가 같다는 것을 확신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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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Mach; 착시

마찬가지로수학문제해결에서도이러한현상은유사하게나타난다. 예를들어, ‘선분위에

임의의 점이 있다. 그리고 선분의 중점을 잡아 두 부분으로 나누고, 계속하여 각각의 선분에

중점을 잡아 갈 때, 이들 중 하나가 반드시 선분 위의 임의의 점에 도달하겠는가?’라는 문제에

고등학생인 피험자의 10.6%만이 옳게 대답을 하였다 [19]. 유사한 두 연구에서도 6.5%와

10,2%만이 정답을 하였고 [9, 10], 정답자들은 명백함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나타냈지만

답에 대한 확신에서는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10]. 이것은 자명하게 보이는 사실이지라도

문제의 복잡성 때문에 확실하다고 판단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와 같이, 자명하게

인식될지라도 확실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 상황을 과신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탐구해야

한다. 특히 수학 문제해결 과정에서는 메타인지가 개입되어야 한다 [8]. 즉, 우리 자신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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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과정을 분석하고 통제하는 과정을 통하여 판단의 과정과 결과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점검해야 한다.

직관적인 수용의 관점에서 볼 때 위의 두 가지 경우는 직관적 수용 정도가 비교적 낮은

경우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확신할 수 있으며, 자명하게 보이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두 직선이 만나서 이루는 맞꼭지각의 크기는 같다.’라는 사실은 증명의 필요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명백해 보이고 확실해 보인다. 이러한 경우에 수용되는 사실은 자명함과 확신의

정도에서도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유지한다 [10]. 일반적으로 우리는 증명이나 추론 과정과

같은 외적인 지원보다는 내재적으로 자명하고 확신할 수 있는 사실을 더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 유클리드의공리나공준과같이이러한사실들은내재적으로확실해보이는확신과함께

자명한 것으로 느껴지는 경우에 직관적으로 수용하는 정도가 높은 것이다.

수학문제해결에서주어진상황에대한직관적수용과거부는그사실의수학적수용여부에

따라 진위여부가 결정되어지며, 이 경우를 다음의 세 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먼저, 직관적으로 수용되는 사실이 수학적으로도 수용되는 사실인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교수학적으로 곤란한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는다. 유클리드 원론의 발생과정에서 ‘공리’와

‘공준’은자명한사실로서직관적으로수용된사실이그근간이되었고, 이를바탕으로형식ㆍ

논리적인수학이전개되었다. 또한수학문제해결과정에서도이경우에는높은정답률과강한

직관적 수용 정도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선분 AB = 1
2m가 주어져 있다. 여기에 다른 선분

BC = 1
4m를 붙인다. 같은 방법으로 CD = 1

8m, DE = 1
16m, · · · 를 계속하여 이어서 붙여

나가자. 선분을 계속해서 붙여가는 이 과정에서 끝이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 응답자들은

84.1%의 정답률과 높은 직관적 수용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10].

다음으로, 직관적으로 수용되는 사실이 수학적으로는 수용되지 않는 사실인 경우이다. 이

경우에 직관적 사고에 의한 즉각적인 문제해결은 반-직관적인 수학적 사실로 인해 오류를

발생시키게된다. 수학의역사에서 ‘연속함수는모든점에서미분계수를갖는다.’라는진술은

연속함수그래프에부착된암묵적인시각적모델로인해직관적으로수용되어지는경향이있다

[8]. 그런데 어떤 점에서도 정확한 기울기를 갖지 않는 선이 존재한다는 것이 증명되었지만,

‘미분계수가 없는 연속함수’를 직관적으로 수용하는 데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직관적으로수용되지않는사실이수학적으로수용되는사실인경우이다. 무한

개념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우리는 ‘0.999… = 1’이라는 사실을 학교교육을 통해 알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잠재적 무한 개념에 의한 직관적 신념은 이를 수용하는 것을 거부한다

[33].

마지막두경우와같이, 직관적수용과수학적수용사이에양립이되는경우에는교수학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내재적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직관적 신념과 수학의 형식적 논리에

바탕을 둔 객관적 사실 사이의 상충된 상황은 새로운 교수학적 방안의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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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새로운 직관적 신념의 형성을 위해 기호 중심의 수학을 시각화하여 통찰을 경험하도록

하거나, 직관적모델이나직관적원리에의한교육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이에대한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의 주제로 제안을 덧붙인다.

4 창의적인수학문제해결과직관적사고

학생들의 수학적 창의성을 신장시키려는 방침은 수학과 교육과정 개정의 과정에서 오랫

동안 지속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적 창의성 자체에 대한 명확한 합의도 없는 것

이 사실이다 [24]. 수학적 창의성은 다양한 의미로 다루어지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수학적

창의성을 새로운 지식의 창출로 보는 관점과 유연한 수학적 문제해결력으로 나누기도 하고

[17], 창의적사고를강조하는관점과산출물을강조하는관점으로나누기도한다 [18]. 그리고

수학문제해결과관련해서는유창성과융통성, 그리고독창적인해결방법을산출하는수학적

문제해결에 주로 초점을 두기도 한다 [23].

창의적인수학문제해결에서직관적사고의역할에대한탐구는문제해결의과정을순차적

으로 제시한 정보처리 관점의 연구에서 도출할 수 있다. Wallas [34]는 창의적인 사고과정을

준비 (preparation), 부화 (incubation), 발현 (inspiration), 검증 (verification)의 4단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Wallas의 창의적 사고 과정의 단계에서 주목할 단계는 ‘발현’ 과정이

다. 이것은 부화 과정의 무의식적인 노력의 결과로 문제해결책이 번뜩이는 단계를 의미한다.

발현 과정에서 아이디어의 산출 과정에 대해 Hadamard [12]는 갑작스런 영감이 단지 무의

식적인 과정을 통하여 성취되는 결과만은 아니라, 고도의 의식적인 선행과정에 의존한다고

한다. Poincaré [31]도 수학의 발명이란 기존에 무관했던 요소들 사이에서 ‘유용한 조합’을

만들어내는것으로, 이를위해서는문제해결자가소유하고있는기존의지식과경험이바탕을

이루어야 한다고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창의적인 수학 문제해결이란 ‘기존의 지식을 바탕으로, 이전에는

무관하게 느껴졌던 요소들이 무의식적인 노력의 과정을 통해 유용한 조합으로 발현되어 새

롭고 가치 있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문제해결자가 기존의

지식을바탕으로새롭고가치있는방법으로유의미한해결책을즉각적으로산출해내는것으로

창의적인문제해결을이해할수있다. 따라서이경우에문제해결자가소유하고있는지식이나

경험은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이전에 무관하게 보였던 요소들 간의 유용한

조합을 통해 즉각적으로 해결책을 떠올리는 직관적 사고의 중요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Wilder [36]도 직관적 사고가 없다면 수학의 발견은 중단됐을 것이라고 제시하며, 수학의

발견 과정에서 직관적 사고의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Evynck [6]도 이해, 직관, 통찰, 일반화와 같은 요소의 상호작용에 의해

수학적 창의성은 발현된다고 보는바,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존 지식을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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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용한 조합에 의한 발현이 일어나는 직관적 사고를 통해 창의적인 문제해결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수학적 창의성이 발현된 예로 ‘디오판투스의 묘비’ 문제를 들고

있는데, 전형적인 방법인 연립방정식을 활용하는 것보다 문제에 제시된 여러 개의 분수와

그것이 의미하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의 발현을 통해 직관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다.

직관적사고를통한창의적인문제해결이가능하기위해서는문제해결자의문제에대한지

식과직관적인문제해결경험을필요로한다 [16]. 그리고직관적인문제해결경험을위해서는

직관적 해결 방법과 논리적 해결 방법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답형 문제를

활용하는 것이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 Leikin [24]은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있는 문제를

활용하여 수학적 창의성을 측정하였는데, 다음은 그가 활용한 문제이다.

갑과 을은 같은 시간에 집에서 출발하여 학교까지 걸어서 가기로 하였다. 그런데

갑은학교까지가는데걸린시간의반을 v1의속력으로걸어가고, 나머지반을 v2

의속력으로 걸어갔다. 그리고을은 집에서학교까지거리의반을 v1의속력으로

걸어가고, 나머지 거리의 반을 v2의 속력으로 걸어갔다. v1 > v2라고 할 때 누가

먼저 학교에 도착했을지 구하여라.

Leikin [24]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전형적인 알고리즘에 의존하여 해결한 것에서

부터 움직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해결, 움직임을 그래픽으로 표현한 해결, 시간-거리-

속도라는세요소에주목하여기울기 (거리/시간)와넓이 (속도×시간)를활용한해결등을제

시하고있다. 그리고그러한방법들은그가고안한유창성, 융통성, 독창성이라는창의성평가

준거에 비추어 창의적으로 우수한 문제해결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의 과정들은

종전의알고리즘위주의논리적해결방안이아닌, 문제의요소에비추어새로운수학적개념을

바탕으로 산출한 것이기에 더욱 가치가 있다. 우리나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직관적 해결과 논리적 해결이 가능한 문제의 경우에 학생들의 해결 방법은 논리적 해결법에

치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기지의 지식을 바탕으로 논리적 해결 방법뿐만이 아니라, 직관적

사고를 통해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 경험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2].

앞선진술에서창의적인문제해결에서새롭고가치있는해결책을산출하기위하여기지의

지식과경험이요구되며, 문제해결에대한의식적인노력이수반되어야한다는것을제시하였

다. 그렇지만 기지의 지식과 경험 및 의식적인 문제해결 노력이 창의적인 문제해결의 필요조

건이지충분조건일수는없다. 또한몇몇수학자들의자서전적문헌에서알수있듯이, 직관적

문제해결 과정에 대한 예시에서 직관적 사고의 발현 과정을 엿볼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수학에서직관적사고의발현에대한귀납적분석연구를통하여수학문제해결과정에서

직관적 사고의 발현과 이에 필요한 교수 방안에 대한 추후 연구를 제언으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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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일상생활에서해결해야할문제에부딪쳤을때우리는의식적으로문제해결을위해몰두하

지만, 그해결책을쉽게얻지못하는경우가있다. 그렇지만문제를해결하기위해의식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상황에서도 불현듯 해결 방안이 떠오르기도 한다. 이것은 직관의 힘에

의한 것으로, 수학 문제해결 과정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Poincaré[31]

는그의자서전적인글에서문제해결에대한그럴듯한결과를얻지못하여서성이며고민하던

중, 그 해결책에 대한 생각이 돌연히 간결하고도 직접적이고 확실성 있게 머리에 떠올랐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수학 문제해결에서 직관 발현에 대한 한 가지 예시가 되고 있다.

직관은 오랫동안 수학의 발견과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논리 위주의

수학의 역사는 직관을 수학을 하는 데 중요한 한 축으로 다루어 오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수학에서 직관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직관과 논리의 상호 보완적인 역할과 기능은

직관을통한교육의필요성을제기하며, 이는교육과정의개정과정에서도꾸준히화두가되어

왔다.

수학교육에서 직관을 통한 교육의 가치를 고려하기 위한 본 논문에서는 서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직관과 직관적 사고를 구별하고, 수학교육에서 직관과 관련된

상보성문제를다루었다. 또한수학문제해결과정에서직관의특성의긍정적ㆍ부정적측면의

영향과 수학에서 수용되는 사실과 직관적으로 수용되는 사실과의 관계 및 교수학적인 문제를

다루었다. 수학의발견과발전과정뿐만이아니라, 창의적인수학문제해결에서직관적사고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새롭고 가치 있는 해를 산출하는 창의적인 문제해결의 과정에서

직관적 사고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직관이자명하고확신을주는특성을가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 그발현과정을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문제는 직관에 대한 연구를 소홀히 하게 한 원인이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직관은 모든 인간이 소유한 기본 속성이고, 이는 교육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많은 연구가들이 제시하는 직관에 대한 공통된 견해 [8, 12, 4, 36]는 학교교육에서 직관의

개발을위한노력의필요성을제기한다. 따라서직관이가지는기능의장점을충분히활용하여

학교교육에활용할수있는직관적원리에의한교수방안에대한연구가지속적으로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직관적 사고의 발현 과정을 체계적으로 모니터하는 과정을 통해 직관적

사고 발현을 위한 환경과 여건 조성 및 교육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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