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for History of Mathematics
Vol. 26 No. 4 (Aug. 2013), 259–275

Two Presentation Ways of Complex Numbers
Consulting History and Intellectual Interest
수학사와 지적 흥미를 고려한 복소수의 두 가지 제시 방법

LEE Gi Don 이기돈 CHOI Younggi 최영기

It has been proposed since modern times that we need to consult the history of
mathematics in teaching mathematics, and some modifications of this principle
were made recently by Lakatos, Freudenthal, and Brousseau. It may be necessary
to have a direction which we consult when modifying the history of mathematics
for students. In this article, we analyse the elements of the cognitive interest in
Hamilton’s discovery of the quaternions and in the history of discovery of imag-
inary numbers, and we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se elements on attention of
the students of nowadays. These works may give a direction to the historic-genetic
principle in teaching mathe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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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수학 교수학습에서 유클리드 원론의 연역적인 전개 방법에 대한 대안으로 수학사를 참

고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16세기 Ramus 이래로 꾸준히 제기되었다. 역사 발생적 원리

를 주장한 근대의 이론은 수학사와 개인의 연속적이고 평행적인 인지 발달을 가정하고

수학사에서 드러나는 개념 발생 과정을 개인의 수학 학습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수학사가 연속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학사와 개인의 인지발달 사이에 완전한 평행

성을 가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18, p. 410–412; 3; 7].

현대에 역사 발생적 원리를 새롭게 해석한 Lakatos, Freudenthal, Brousseau 등은

수학사를 불연속적인 도약의 역사로 보고 학생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여 도입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들은 수학사를 보는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른 교수학적 대안을 내 놓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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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Lakatos는 수학사를 증명과 반박의 역사로 보았고, Freudenthal은 현상으로부터의

수학화에 주목했으며 Brousseau는 인식론적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교수학적 상황을

중시하여 역사 발생적 원리의 변용을 꾀하였다[18, p. 412–415].

이러한 이론에도 불구하고 역사 발생적 원리를 교수학습에 실제로 적용할 때 지도

단원을 구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19, p. 568–569]. 그것은 수학 개

념의 역사적 발생의 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파악했다고 하더라도

학생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변용이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단순한 수학사의 반복에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적절한 변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수학사를 수학 교육에 활용하자는 주장은 그것이 자연스러운 학습의 흐름이라는 생각

과 함께 학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포함한다. 그러나 근대의 역사

발생적 원리를 주장한 이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변용한 현대의 이론들도 역사 발생적

원리의 적용이 학생의 흥미를 어떻게 유발하며 그것이 자연스러운 수학 학습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 학습 내용에 대한 지적 흥미는 수학 학습의

강력한 내적 동기가 된다는 점에서 수학자들이 그 문제에 대해 갖고 있었던 지적 흥미를

분석하고 그것이 오늘날의 학생에게 작동할 수 있도록 수학사를 변용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Hamilton의 사원수의 발견 사례와 허수 발견의 역사를 통해 수학자와

수학사에 흐르는 사고에서 지적 흥미의 요소를 분석하고, 교수학습에서 그것을 고려하

여 복소수를 제시하는 두 가지 방법과 그 장단점을 논의하고 수업 내용이 비교적 손실

없이 전달되는 영재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수실험을 함으로써, 역사 발생적 원리를

적용하는 교수학습의 실제에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2 수학자의 사고에서 지적 흥미 —Hamilton의 사례—

2.1 지적 흥미 요소

Kintsch[8]는 독자가 텍스트에서 느끼는 흥미를 정서적 흥미 (emotional interest)와 인

지적 흥미 (cognitive interest)로 구분하였다. 정서적 흥미는 폭력이나 성과 같이 자극적

인 정서적 영향 때문에 관심을 환기하는 흥미 또는 영웅에 대한 이야기처럼 그것 자체가

문맥 속에서 또는 텍스트 바깥에서 정서적이기 때문에 얻어지는 흥미를 의미한다. 이에

비해 인지적 흥미는 이야기에서 묘사되는 사건들의 복잡한 패턴, 그때 발생하는 놀라움,

그것이 말해지는 방법 때문에 야기되는 매력적인 흥미를 뜻한다. Kintsch는 인지적 흥

미가 텍스트의 내용에 대한 독자의 사전 지식, 각 문단이 독자에게 일으키는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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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의 전체 텍스트에 대한 사후정합성 (postdictability) 등의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Bruner[5]는 패러다임적 사고와 내러티브적 사고를 구분하고 그 동안 교육이

지나치게 패러다임적 사고에 치중함으로써 세계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고를 소홀히 하

였음을 지적하면서 내러티브적 사고의 교육적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내러티브적 사고

는, 귀납적으로 추측하여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하거나 논리 수학적으로 그것을 정당

화하는 패러다임적 사고와는 달리, 반드시 참은 아니더라도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고

이해하는 사고이다. 그런데 Bruner [3, p. 12]에 따르면 Labov and Waletzsky [11]가

내러티브의 언어학적인 구조를 무엇이 발생했는지 (what happens)와 그것을 말할 만한

이유 (why it is worth telling), 즉 청자가 그것을 들을 만한 이유로 구성된다고 본 것

은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특히 후자에 대해 Bruner [2, 3]는 독자가 어떤 이야기를

들을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그것이 ‘통념의 위반 (breach of canonicity)’ 을
포함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더욱이, 거의 언제나 이야기는 우리가 직면하는 예외들이 어떤 가능한

세계 속에서 말이 되거나 “의미”를 가지는 그러한 가능한 세계에 대한 이야

기일 것이다. 만일 누군가가 우체국에 들어와서 성조기를 펼쳐 흔들기 시작

한다면, 당황스러워 하는 당신의 의문에 대해 일상심리학적인 대화 상대자는

당신에게, 오늘이 자신이 잊고 있었던 국경일이거나 지역 재향군인지부가

모금행사를 하는 것이거나 또는 단순히 깃발을 든 사람이 오늘 아침 타블

로이드 신문의 어떤 기사 때문에 상상력이 자극된 애국주의자일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2, p. 49].

위 인용과 같이 통념에서 벗어나는 사태에 접한 사람은 여러 가지 가능한 이야기를

만들어 통념의 위반을 해소하고자 한다. 그리고 통념의 위반을 포함한 이야기는 청자의

흥미를 유발하여 사안의 의외성이 어떻게 해결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한다. 이야

기를 말하는 것은 사건을 나열하여 그 불균형을 해명하고 이야기된 사건들을 평가하는

것이다[4].

통념의 위반이 이야기에 말하고 들을 만한 가치를 주는 요소라는 Bruner의 지적은

사건들의 복잡한 패턴과 놀라움 등 말하는 방법에 따라 텍스트에 대한 인지적 흥미가

발생한다는 Kintsch의 생각에 구체성을 부여한다. 즉, 통념의 위반이 부각되는 방식으

로 말해진 이야기가 인지적 흥미를 유발한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그런데 통념의 위반은

비단 일상적인 이야기에만 흥미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Peirce는 대표적인 논리적 추론 방법인 연역법과 귀납법 외에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가추법 (abduction)도 일종의 추론 방법임을 지적하였다. 예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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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놀라운 사실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예측으로부터 필연적이거나

개연적으로 그 사실에 이르러야 하는데, 가추법은 이러한 예측의 단계로서 가설을 채

택하는 추론과정이다[9, p. 153]. 이것은 기존의 규칙들에 형식논리를 적용하여 결론을

추론하는 연역법과 여러 가지 사례를 관찰하여 일반적인 원리를 도출하는 귀납법과는

다른 것으로서, 예기치 못한 사태에 직면하여 기존의 규칙을 바탕으로 그 사태를 설명

해주는 적절한 가설을 세우는 사고이다[7, p. 374; Table 1]. 가추법은 추론 방법 중에

하나이지만 가추적 사고는 예기치 못한 사태, 즉 통념의 위반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Bruner의 설명과 상통하는 면이 있다. 요컨대, 통념의 위반은 지적 흥미를 유발하는데

그것이 논리 과학적인 사고를 자극하면 가추에 의한 가설이 생성되고 내러티브적인 사

고를 자극하면 그럴듯한 이야기가 생성된다고 할 수 있다.

통념의 위반이 말해진 다음에는 그 위반에 대한 적절한 해소가 인지적 흥미를 유지시

킬 수 있다[10, p. 410]. 통념의 위반을 한 번의 설명으로 완전히 해소하지 않고 여전히

미해결된 의문을 남김으로써 서스펜스가 형성된다. Kintsch가 인지적 흥미를 결정하는

요소로 지적한 각 문단이 독자에게 일으키는 불확실성도 서스펜스에 의한 흥미의 유발

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적절한 틈을 두고 진행되는 이야기와 설명은 통념의

위반에 의해 발생한 인지적 흥미를 지속시키는 역할을 하며, 따라서 최종적인 해소로서

결말의 내용도 주요 관심의 대상이 된다.

사고
순서

연역법 귀납법 가추법

1 규칙
이 가방 안의 모든
콩들은 흰색이다

사례
이 콩들은 이

가방에서 꺼냈다
규칙

이 가방 안의 모든
콩들은 흰색이다

2 사례
이 콩들은 이

가방에서 꺼냈다
결과 이 콩들은 흰색이다

(예기치
못한)
결과

이 콩들은 흰색이다

3 결과 이 콩들은 흰색이다 규칙
이 가방 안의 모든
콩들은 흰색이다

사례
(가설)

이 콩들은 이
가방에서 꺼냈다

Table 1. Peirce’ s abduction; Peirce의 가추법

2.2 Hamilton의 사고에서 지적 흥미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지적 흥미 요소의 측면에서 역사 발생적 원리를 적용하기 위해

서 수학사에 흐르는 발견의 사고 과정을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수학적

발견의 과정은 여러 수학자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 집합적인

사고 과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데 비해 수학자 개인의 사고 과정은 보다 용

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Hamilton은 편지와 일기 등으로 자신의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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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서 수학자가 어떤 사실에 지적 흥미를 느꼈는지를 파악하

기에 알맞다. 또 그의 사원수 이론의 착상은 3장에서 분석할 복소수의 역사 발생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Hamilton의 사원수 발견 과정을 지적 흥

미 요소의 측면에서 분석한다.

Hamilton은 복소수 곱셈의 기하적 모델과 유사하게 삼차원 공간의 triple (a, b, c)들

사이의 곱셈을 정의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던 중 사원수를 발견하였다. 사

원수를 발견하기까지의 Hamilton의 사고 과정은 일기, 동료 수학자 Graves에게 쓴 편

지, Royal Irish Academy의 프로시딩에 소개된 논문, 사원수에 대한 강의 노트, 죽음

을 앞두고 아들에게 쓴 편지 등을 통해 알 수 있다[17]. Van der Waerden [17]은 이

기록을 바탕으로 Hamilton의 사원수 발견의 과정을 다섯 가지 시도로 정리하고 있다

(Table 2). Hamilton은 두 triple1)의곱 (a+ bi+cj)(x+yi+zj)에분배법칙,교환법칙,

i2 = j2 = −12)등을적용하여 (ax− by − cz) + (ay + bx)i+ (az + cx)j + (bz + cy)ij를

얻었는데이로부터미지의대상 ij의의미를밝히는문제가대두되었다.

ij의 의미를 밝히려는 첫 번째 시도로서 Hamilton은 i2j2 = 1이라는 데 착안하여 ij

를 1또는 −1로추측하였다. 그러나이추측은두 triple의절댓값3)의곱이곱의절댓값과

같지않아거부되었다. 두번째시도에서는 triple의더간단한곱인제곱 (a+ bi+ cj)2 =

a2−b2−c2+2abi+2acj+2bcij와등식 (a2+b2+c2)2 = (a2−b2−c2)2+(2ab)2+(2ac)2

으로부터 ij를 0으로추측하였다. 이 추측은절댓값의법칙 (the law of moduli)4)을만족

시킬뿐아니라편각의법칙 (the law of argument)5)까지만족시켰다.6)

그러나 ij = 0이라는 추측에서 이상하고 불편한 느낌7)을 받은 Hamilton은 세 번째

시도에서 ij = 0이라는 추측을 버리고 대신 참신한 상상력을 발휘한다. i와 j의 곱에

대한 교환법칙을 포기하고 ij = −ji라고 가정하면 (a + bi + cj)2의 전개식이 절댓값의

법칙과 편각의법칙을 만족시키는것을 발견한 것이다. 그러나 ij의 의미는 여전히 알 수

없었기때문에 Hamilton은 ij = −ji = k라고놓고탐구를계속하였다. 네 번째 시도는

ij = −ji = k라가정하고

(a+ bi+ cj)(x+ bi+ cj) = (ax− b2 − c2) + i(a+ x)b+ j(a+ x)c+ k(bc− bc) (1)

1) 해밀턴은 평면 위의 점 (a, b)를 복소수 a + bi꼴로 표현하듯이 공간 위의 점 (a, b, c)를 a + bi + cj꼴로

표현하였다.

2) Hamilton은 i2 = −1인 것과 마찬가지로 j2 = −1라고 생각했다.

3)
√
a2 + b2 + c2과

√
x2 + y2 + z2

4) 두 수의 절댓값의 곱은 두 수를 곱한 수의 절댓값과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5) 두 복소수의 편각의 합은 두 복소수를 곱한 복소수의 편각과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6) c
b
= 2ac

2ab
이므로 a+ bi+ cj와 a2 − b2 − c2 + 2abi+ 2acj는 실수축을 포함하는 한 평면 위에 있다.

7) |i| |j| = 1 · 1 = 1 ̸= 0 = |0| = |ij|에서 보듯이 ij = 0이라는 추측은 절댓값의 법칙을 만족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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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절댓값의법칙과편각의법칙이성립함을관찰한것이다. 이로써 Hamilton은 ij =

−ji라는확신을갖게되었다.

다섯번째시도는일반적인두 triple의곱

(a+ bi+ cj)(x+ yi+ zj) = (ax− by− cz) + i(ay+ bx) + j(az+ cx) + k(bz− cy) (2)

와등식

(a2+b2+c2)(x2+y2+z2) = (ax−by−cz)2+(ay+bx)2+(az+cx)2+(bz−cy)2 (3)

의관찰로부터얻어졌다. 그는다음과같이기록하였다.

그리고이때우리가 triple을계산하기위해서는어떤의미에서 4차원공간

을받아들여야한다는것이이해되기시작하였다 [15, p. 108; 20, p. 230에서

재인용].

즉, Hamilton은 3차원공간의 triple a+bi+cj가아니라 quadruple a+bi+cj+dk를

연산의대상으로해야한다는것을깨달았다. 이때 ik = iij = −j, kj = ijj = −i로설정

하고 ij = −ji와유사하게 ki = j, jk = i로놓았으며,이로부터 k2 = ijij = −iijj = −1

을얻었다.그리고두 quadruple의곱 (a+ bi+ cj+ dk)(a′ + b′i+ c′j+ d′k)를전개하여

그 결과가 quadruple이 되고 절댓값의 법칙을 만족시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사원수의

발견을완성하였다.

사고
순서

사고 내용 통념의 위반 A 통념의 위반 B와 해소

1 i2j2 = 1로부터 ij를 1 또는
−1로 추측

2 절댓값의법칙으로부터 ij를 0
으로 추측

3
(a + bi + cj)2 의 전개식과
절댓값의 법칙으로부터 ij =
−ji(= k)으로 추측

통념 (교환법칙)에서
벗어나는 사고의 시작 통념의 위반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k가 절댓값의 법칙과
정합적임)

4
(a+ bi+ cj)(x+ bi+ cj)의
전개식과 절댓값의 법칙으로
부터 ij = −ji(= k)를 확신

통념 (교환법칙)의 위반

5

(a+bi+cj)(x+yi+zj)의전
개식과절댓값의법칙으로부터
k(= ij = −ji)를 quadruple
(0, 0, 0, 1)로 추측

k에의미를부여함8)으로써통
념의 위반이 해소됨

Table 2. The process of Hamilton’s thought and relieving breach of canonicity;
Hamilton의사고과정및통념의위반과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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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은다섯가지시도에서두가지통념의위반을발견할수있다.

〈통념의위반 A : 의미가분명한대상의성질이기존의수학적통념과다름〉
Hamilton에게 i와 j는각각 3차원공간의두 triple (0, 1, 0)와 (0, 0, 1)을의미하는것

이었지만 ij의 성질을 알지 못하다가 세 번째 시도와 네 번째 시도를 통해서 ij = −ji를

추측하고확신하게됐다. 그런데 ij = −ji는연산은교환법칙이성립해야한다는기존의

수학적통념을결정적으로위반하는성질이다. Hamilton은교환법칙이라는수학적통념

에서벗어나는 i와 j의곱의성질을발견함으로써분배법칙과절댓값의법칙에정합적인

곱연산을정의하였다.

〈통념의위반 B : 의미가분명하지않은대상이기존의수학적법칙과정합적임〉
Hamilton은 네 번째 시도에서도 k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다. 그러나 k = ij = −ji

라는 k에관한성질의적용은 (a + bi + cj)2과 (a + bi + cj)(x + bi + cj)의전개식에서

모두절댓값의법칙을만족시켰다. 즉, 의미도 분명하지않은대상 k의성질을적용한결

과가기존에인정되어온절댓값의법칙에정합적이었던것이다. 이것은정체가불분명한

대상은합법칙적으로행동하기어렵다는상식적인통념에대한위반으로볼수있다. 다섯

번째시도에서 k의정체가 quadruple (0, 0, 0, 1)로밝혀지면서이통념의위반은해소된다.

Bruner의견해에따르면 Hamilton과수학자들은이두가지통념의위반에지적흥미를

느꼈을 개연성이 크다. 실제로 Boyer and Merzbach[1, p. 947–948]는 교환법칙이 성립

하지않는수체계의발견 (〈통념의위반 A〉)을수학에엄청난자유를부여한것으로평가하

였고, Hamilton은 k의의미를알지못하는상황에서도 k의성질 k = ij = −ji가기존의

수학과정합적이라는점에서그성질을확신할정도로〈통념의위반 B〉에주목하였다.

3 허수의역사발생에서지적흥미

Cardano는 더해서 10이 되고 곱해서 40이 되는 두 수를 5 ±
√
−15으로 표현함으로써

수학사에서처음으로음수의제곱근을상상했지만, 그것을쓸모도없고괴변적인수라고

하면서 즉시 거부했다. 판별식이 0보다 작은 이차방정식이 실근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한사실이었고,존재하지않는것의형식적표현은수학자들의관심을끌지못했다[13,

p. 55].

8) k에 quadruple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두 수 i, j의 곱이 3차원 공간에 닫혀있다는 통념에 대한

위반이다. 이 통념의 위반이 수단이 되어 통념의 위반 B가 해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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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가수학자들의관심을끈것은그것이존재하지않는수임에도불구하고기존의수학

적사실들과정합적이면서도유용한결과들을산출해냈기때문이다. Cardano의삼차방정

식의근의공식을 x3 = 15x+4에적용한것에대한 Bombelli의해석이그대표적인사례이

다. Cardano의근의공식에의하면위방정식의근은 x = 3
√
2 +

√
−121+ 3

√
2−

√
−121

인데, Bombelli는실수의연산법칙을그대로적용하여 (2±
√
−1)3 = 2± 11

√
−1을얻고

따라서 Cardano의공식이 x = (2 +
√
−1) + (2 −

√
−1) = 4로서시행착오를통해얻은

방정식의 해9)와 일치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오일러는 정수방정식 x2 + 2 = y3의 좌

변을 (x+
√
−2)(x−

√
−2)로인수분해하고소인수분해의유일성10)에의해 x±

√
−2 =

(a ± b
√
−2)3이라고추측함으로써자연수해가 x = 5, y = 3 뿐임을증명하는데허수를

사용하였다[13, p. 55–57].

Girard와 Descartes는 허수를 사용하여 모든 방정식을 일차식으로 분해할 수 있다고

가정함으로써대수학의기본정리와유사한생각을품게되었는데,이것은대수이론전체에

통합성, 일관성, 간결성을부여해주었다. Girard는이러한생각을 x4 = 4x− 3을만족하

는 x에 대하여 (x + 1)2 + 2의 모든 양수의 값을 구하는 문제 등에 적용함으로써 허수를

유용하게사용할수있었다.또,데카르트는이러한생각을바탕으로근과계수의관계등을

포함하는방정식이론을전개해나갔다[13, p. 59–61].

이와같이수학자들은허수가수학적인정합성과유용성을주는경험을쌓아가면서존재

하지않는수의형식적사용을용인하게되었다. 수학자들은의미가분명하지않은허수가

정합적이고 유용한 결과를 주는 것에 대해〈통념의 위반 B〉를 느꼈을 개연성이 크다. 이

통념의위반은허수의의미가밝혀짐으로써해소될수있는것으로서, 실제로수학자들은

Wessel, Argand, Warren, Gauss 등에 의해 복소수의 기하적 모델이 발견11)된 후에야

비로소허수를완전히받아들일수있었다[12].

이상에서간단히살펴본허수의역사를통해서허수는인간상상력의창조적힘과유용

성을단적으로보여주는사례임을알수있다. 허수 (虛數, imaginary number)는헛되고

공허 (空虛)한수라기보다는아직알지못하는세계에존재할지모르는상상 (imagination)

의수이면서도동시에유용한수였다. 미지의수였지만그것의사용이정합적이고유용하

다는 점에서 수학자들은 그 수의 사용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웠음은 물론 그 수의

의미를상상하면서흥분과고뇌를동시에느꼈을것이다. 이러한점에서‘虛數’라는용어

는‘imaginary number’라는용어가가지고있는허수의긍정적모습을충분히드러내지

못하는측면이있다고생각된다.

9) 1, 2, 3, · · · 등을 x에 차례로 대입하여 x = 4가 x3 = 15x+ 4의 근임을 알 수 있다.

10) 오일러는 a+ b
√
−2 (a, b는 정수)가 유일인수분해정역 (UFD)임을 증명하지는 않았다.

11) Hamilton도 1833년 아일랜드 학술원에 제출한 논문에서 복소수를 실수의 순서쌍으로 나타내고 곱을 회전

으로 해석하였다[13, p. 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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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허수의 역사에서 수학자들이 느꼈을〈통념의 위반 B〉는 허수의 기하적 모델의

발견과 함께 비로소 해소된 것으로서 통념의 위반 못지않게 기하적 모델도 지적 흥미의

중요요소였음을알수있다.그러나 7차및 2007 개정수학과교육과정은복소수의기하적

모델을삭제함으로써통념의위반이주는주의환기의효과를감소시킬수있다고생각된

다. 2009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심화과목인 고급수학 II의‘복소수와 극좌표’에서

이러한내용이다루어지지만심화과목을선택하지않는대다수의학생들은여전히그러한

문제에노출될것으로보인다.

4 복소수의두가지제시방법과지적흥미

이상의논의를바탕으로수학교수학습에서복소수를제시하는두가지방법을제안하고

그장단점을지적흥미와관련하여논의한후실제로영재학급을대상으로교수실험하여

확인하였다.

〈제시방법 1 : 발생적접근 (genetic approach)〉
(1) 허수에실수의연산법칙을적용할때의수학적정합성과유용성제시

(2) 기하적해석제시

〈제시방법 1〉은허수개념의역사적발생순서와동형으로복소수를제시하는방법이다.

이것은허수의기하적해석을모르는상태에서연산법칙만을적용하여복소수를형식적으

로다룰때에얻어지는정합성과유용성을경험시킴으로써 Hamilton의사례에서보았던

〈통념의위반 B〉를통해지적흥미를유발한후, 복소수의기하적해석을제시하여그것을

해소하는내용전개방법이다. 보다구체적인교수단원의내용전개는 Table 3과같다.

제시
순서

교수학습내용 통념의위반과 해소

1 시행착오방법으로 x3 = 15x+ 4의근 구하기

통념의위반 B : 의미가
분명하지않은대상이
정합적이고유용한결과를
산출함

2 Cardano의삼차방정식의근의공식제시

3 x3 = 15x+ 4에삼차방정식의 근의공식적용

4 근의 공식의 적용 결과에대한 Bombelli의 해석

5 정수방정식 x2 + 2 = y3에대한 오일러의 풀이소개

6 의미가분명하지않은허수의 유용성에 대한토의

7 복소수의기하적 해석제시 통념의위반의 해소

Table 3. The first way of presenting complex number; 복소수의제시방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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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 개념 발생의 역사에서 수학자들은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의 존재성이 아니라

의미가분명하지않은대상이정합적이고유용한결과를주는것에통념의위반을느꼈다.

그러나허수의형식적사용의정합성및유용성뿐만아니라복소수의기하적모델을파악

하고 있는 현대 수학의 입장에서는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가 확실히 존재하고, 이것은

실수의 성질에 익숙한 학생에게는 통념의 위반12)이다.〈제시 방법 2〉는 알려진 수학적

사실들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이러한통념의위반을부각시키기위한것이다.

〈제시방법 2 : 종합적접근 (synthetic approach)〉
(1) 평면에서곱셈의의미에대한문제제기

(2) i2 = −1 < 0의논증제시

제시
순서

교수학습내용 통념의위반

1 수직선에서덧셈과 곱셈 (특히제곱)의의미제시 제곱한수는양수라는통념을 확인

2 평면에서덧셈의 의미제시

3 평면에서곱셈의의미에 대한 문제 제기

4 (a, b)(c, d) = (ac, bd)라는 정의의문제점13) 탐구

5 (a+ bi)(c+ di) = ac+ (ad+ bc)i+ bdi2에서 i2의
의미에대한문제제기

6 절댓값의 법칙을이용한 i2 = −1의논증14) 통념의 위반 A : 의미가분명한
대상의 성질이기존의 수학적
통념과 다름7 제곱해서 음수가되는수의존재에대한토의

Table 4. The second way of presenting complex number; 복소수의제시방법 2

〈제시 방법 2〉는 평면의 점이라는 구체적 대상에 대하여 특히 (0, 1)의 제곱이 논리 수

학적으로음수이어야함을보임으로써 Hamilton의사례에서보았던〈통념의위반 A〉를
통해 지적 흥미를 유발한다. 이것은 Hamilton이 3차원 공간의 두 점 i와 j에 대해 ij를

결정하는과정에서 ij = −ji를발견한것과유사한데, Table 4는이를참고하여구체화한

교수단원의내용전개방법이다.

〈제시 방법 1〉은 허수의 역사 발생 과정을 동형으로 제시함으로써〈통념의 위반 B〉를

12) 수의 제곱은 양수라는 수학적 통념에 대한 위반이다.

13) (1, 0), (0, 1)과 같은 영인자가 존재하여 나눗셈이 잘 정의되지 않는다.

14) (a+ bi)(c+ di) = ac+ (ad+ bc)i+ bdi2에서 i2 = e+ fi로 놓는다.

이 식이 모든 실수 a, b, c, d에 대해서 성립하도록 실수인 상수 e, f를 결정한다.

a = 0으로 놓으면, b2(c2 + d2) = b2d2e2 + (bc+ bdf)2에서 f = 0

따라서 i2 = e로 놓으면, (a2 + b2)(c2 + d2) = (ac+ bde)2 + (ad+ bc)2에서 e = −1

그러므로 i2 = −1 < 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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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각시키고자하였다.이것은고전적인역사발생적원리에보다충실함으로써수학자들의

사고과정을 따라가면서 그들의 고뇌와기쁨 등을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제시방법 1〉에서지적흥미를유발하는주요수단인〈통념의위반 B〉는수학사적

으로는의미가불분명한허수사용의정합적이고유용한결과가긴시간을두고쌓이면서

형성된것으로서이러한통념의위반을비교적짧은시간안에교수학습상황에서구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순서7〉에서 복소수의 기하적 해석을 제

시함으로써〈통념의위반 B〉가해소되면서스펜스가일단락되고지적흥미가마무리되기

때문에추가적인탐구문제나질문의발생을위축시키는단점이있을것으로보인다.

〈제시방법 2〉는종합적인접근으로〈통념의위반 A〉를부각시키고자하였다.〈통념의

위반 A〉는〈통념의위반 B〉와는달리구체적인대상의성질이기존의수학적통념에위반

되는 것으로서 보다 직접적인 놀라움을 환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순서6〉
와〈순서7〉에서 (0, 1)의제곱이음수가되어야함을논증하고토의함으로써교수단원을

마치지만, 그것이 통념의 위반이기 때문에 곱셈의 의미와 같은 새로운 관심을 자극하여

추가적인 탐구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허수 개념의 역사적 발생에서 드러났던

수학자들의창의적인아이디어를풍부하게다루지못하는단점이있을것으로보인다.

실제로 2013년 4월서울의한고등학교 1학년영재학급학생 20명을대상으로위두가지

수업을차례로교수실험을하였다.이영재학급은단위학교의학생들을대상으로선발하여

일주일에하루꼴로방과후에소집되어교육받는학급으로서전국단위로모집하는영재

학교나 시도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과학고등학교에 비해 영재성은 부족했지만 수학을

비롯한 주요 교과에 대해 높은 학습의욕을 가지고 있었다. 일반 학급은 다양한 학생들을

배려하는과정에서수업내용을손실없이효과적으로전달하는데어려움이있으므로높은

학습의욕을갖는영재학급을대상으로교수실험하였다.

같은날 1교시에는〈제시방법 1〉을, 2교시에는〈제시방법 2〉를수업하였다. 학생들은

학교수업에서아직복소수를공부하지않았지만사교육등의선행학습을통해서복소수에

대한학습경험이있었다.수업이끝난직후수업교사 (본연구자)는수업후기를작성하였

고학생들에게는 Table 5의문항으로구성된질문지를나누어주고 1주일후에총 19부를

수거하였다. 학생들의흥미가수업내용을기반으로한것인지를확인하기위한 1-1과 2-1

문항의응답은두학생을제외하고양호하였다.15)

질문지분석결과 1교시수업에대해서는〈통념의위반 B〉에대한흥미 (8명), 허수발견

과정의인간적측면에대한흥미 (6명), 삼차방정식의근의공식의존재에대한흥미 (2명)

등을확인하였고무응답또는타당하지않은응답 (3명)도있었다.

15) 한학생은 1-1에 “복소수의발명”이라고짧게답하고 2-1에는응답하지않았다. 다른 학생은 2-1에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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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항 조사 내용

1-1 1교시수업의 줄거리는 무엇인가요? 1교시수업의 내용

1-2 1교시 수업에서 흥미롭거나 놀라웠던 내용
을그이유와함께적어주세요

1교시수업에서흥미로운점

2-1 2교시수업의 줄거리는 무엇인가요? 2교시수업의 내용

2-2 2교시 수업에서 흥미롭거나 놀라웠던 내용
을그이유와함께적어주세요

2교시수업에서흥미로운점

3 두 가지 수업 중 더 마음에 드는 수업과 그
이유를 적어주세요

둘중 더흥미로운수업과그 이유

Table 5. The contents of questionnaire; 질문지의조사내용

예상과는달리짧은수업에서수학사의두가지사례만을살펴보았음에도위학생의응답

과같이〈통념의위반 B〉에대해흥미를느끼는학생을확인할수있었다.이것은수업에서

다룬삼차방정식의근의공식에대한 Bombelli의해석이그러한통념의위반을보여주는

전형적인사례라는점,그리고수업교사가그사례의의미를다음과같이강조하여설명한

점과무관하지않다고생각된다.

이때 Bombelli도
√
−1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음을 강조하여

언급했다.· · · 이러한특별한현상이라는것이무엇인지에대해서학생들에게

물었다.· · · 한 학생이 의미가 없는 대상이 기존의 결과와 잘 맞는 결과를 산

출하는것이라고하였다. 내가 그 학생의대답을보충하여 · · · 더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그리고그와유사한예가 200년에서 250년가량이어졌다는것을

말해주었다 [교사의수업후기].

또한 다음과 같은 학생의 응답은 학생 자신이 직접 수학 지식을 구성하지는 않았지만

수학사를통해인간노력의산물로서의수학의인간적측면에관심을가질수있다는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관심은 수학 내용 자체에 대한 것과는 거리가 있지만 수학교과일반에

대한긍정적정서를함양하는데효과적이라고생각된다.

2교시수업에대해서는복소수와그연산의기하적표현에대한흥미 (6명), i2 = −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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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에 대한 흥미 (6명), 이 두 가지 모두에 대한 흥미 (3명) 등을확인할수 있었다.16) 또,

(a, b)(c, d) = (ac, bd)라는정의의문제점에대한흥미 (1명)와무응답또는타당하지않은

응답 (3명)도있었다.

예상과는 달리 제곱해서 0보다 작은 대상이 존재한다는 의미에서〈통념의 위반 A〉에
흥미를보이는응답은찾기어려웠다. 이것은학생들이이미복소수의학습경험을가지고

있어서제곱해서음수가되는수에익숙하기때문으로해석된다. 그러나다음두학생들의

응답을통해복소수와그연산을구체적인의미없이형식적인규칙으로만다루었던학생에

게평면이라는복소수모델의존재와 i2 = −1의증명은적지않은놀라움이었음을확인할

수있다.

복소수의기하적표현은 1교시의후반부에제시된것으로 2교시의주요내용은아니었

지만, 2교시에 다룬 평면의 점에 대한 연산이 복소수의 연산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학생들이 1교시의후반부에느낀깊은흥미를 2교시문항에표현한것으로생각

된다. 이런관점에서보면복소수의기하적표현에대한흥미는 1교시에부각됐던〈통념의

위반 B〉의해소또는선행학습에서이루어졌을반복적인복소수의형식적계산에서오는

건조함의해소와관련되는것으로보인다.

한편, 학생들은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구체적인 대상을 알지 못하다가 그러한 대상이

평면위의점 (0, 1)(= i)로존재하고그제곱이논리수학적으로 –1이되어야한다는것에

놀라움을 느꼈다. 이러한 흥미는 제곱해서 –1이 되는 특별한 성질이 단지 약속이 아니라

16) 1교시수업에서복소수의기하적해석을다루었으므로, 2교시에서다룬평면의점에대한연산은자연스럽게

복소수의 연산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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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대상의 필연적인 성질이라는 것에 대한 놀라움으로서〈통념의 위반 A〉에 가깝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두수업중더흥미로운수업을묻는문항에대해서는 2교시가 11명, 1교시가

5명, 무응답또는타당하지않은응답이 3명이었다.

위응답과같이어떤학생들은수학사의이야기적측면을흥미로워하였다. 수학사관련

이야기에대한흥미는수학내용자체에대한것과는거리가있지만수학교과일반에대한

긍정적정서를향상시킨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고생각된다.

한편 다소어려운내용일지라도그것이통념의위반을부각시킨다면학생들의지적흥

미를자극할수있음을다음학생의응답에서확인할수있다.17)

이러한반응은쉬운것과흥미로운것또는어려운것과재미없는것이논리적인관계를

갖는것은아니라는것을보여준다는점에서교육부가최근표방한 ‘쉽고재미있게배우는

수학’ [14, pp. 16–20]에대해시사하는바가있다고생각된다.

이상에서 허수의 역사 발생에 기초한〈통념의 위반 B〉, 발견의 인간적 측면, 이야기적

요소등이학생에게매력적일수있고, 한편으로복소수의기하적해석과종합적인접근에

기초한〈통념의위반 B〉의해소와〈통념의위반 A〉가형식적정의와기계적계산에지친

학생들에게 적지 않은지적 흥미를 유발할 수있음을살펴보았다. 그럼에도 그 동안의 교

육과정에서〈통념의위반 B〉와그해소가부각된적이없을뿐만아니라 2009 개정수학과

교육과정에서도 복소수의 기하적 해석에 대한 접근 기회가 고급수학 II를 선택하는 일부

학생들에게만주어지는것은안타까운일이라고생각된다.

17) 그러나 어떤 학생은 2교시의 계산이 너무 길어서 1교시가 더 마음에 들었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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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Branford는역사발생적원리를수학교육에도입할것을주장하면서도인류와개인의기하

적지식의발달사이에필연적인평행성을증명하려고하기보다이원리가교사의창조적인

작업속에내재되어야함을강조하였다[20, p. 416–417]. 이것은역사발생적원리를실제로

적용할때교사는수학사의시간적인순서에만집착하기보다는그것의유익함을수업에

녹여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수학자와 수학사에

흐르는 사고에서 드러나는 지적 흥미 요소에 주목하여, 그러한 측면에서 두 가지 복소수

제시 방법을 제안하고 장단점을 논의하는 한편, 수업 내용이 비교적 손실 없이 전달되는

영재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수실험하고 그 응답을 분석함으로써 역사발생적 원리의

실제적용에시사점을얻고자하였다.

Bruner와 Peirce의 견해를 종합하면 통념의 위반은 어떤 이야기에 들을 만한 가치를

주는 지적 흥미 요소로서 내러티브적 사고 또는 논리 과학적 사고를 유발하여 그럴듯한

이야기 또는 합리적인 가설을 생산한다. Hamilton의 사원수 발견의 사고 과정에서 구체

적인 의미를 갖는 대상의 성질이 기존의 수학적 통념에서 벗어나는〈통념의 위반 A〉와
의미가불분명한대상이기존의수학적사실들과정합적인〈통념의위반 B〉를발견할수

있었다. 허수 개념의 역사 발생은 수학자들이 200년 넘는 기간 동안〈통념의 위반 B〉를
경험하면서 쌓아온 허수의 의미에 대한 지적 흥미가 19세기 초 복소수의 기하적 해석을

통해 해소되는 역사였다. 이러한 역사발생적인 지적 흥미 요소를 고려한 복소수의〈제시

방법 1〉과 현대수학의 종합적인 관점에서〈통념의 위반 A〉를 부각시킨 복소수의〈제시

방법 2〉를교수실험하고영재학급학생의반응을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제시방법 1〉
과〈제시방법 2〉는각각〈통념의위반 B〉와그해소에대한흥미,그리고〈통념의위반 A〉
에대한흥미를유발하는데일정부분효과가있었으며, 영재학급학생들은수학사를통해

수학의인간적측면과이야기적측면에관심을가질수있고, 어려운내용이더라도통념의

위반이부각되면지적흥미를느낄수있다는것을확인하였다.18)이때수학의인간적측

면과이야기적측면은수학내용자체에대한흥미라기보다는수학사관련이야기에대한

흥미로서, 수학사를 기반으로 하는 수업은 수학 내용에 대한지적흥미 외에도 수학교과

일반에대한긍정적정서를함양시킬수있는것으로보인다.

이상의 결과는영재학급학생을대상으로한교수실험에의한것이므로일반학생들에

게도적용가능하다고결론짓는것은지나친일반화일것이다. 그러나본연구의영재학급

학생들은단위학교를대상으로모집된학생들로서탁월한영재성보다는높은학습의욕을

18) 그러나 통념의 위반과 같은 흥미 요소의 형식적 제시보다 더 소중한 것은 그것을 부각시키는 교사의 열정

이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한 학생은 두 가지 수업 중 더 흥미로운 수업을 묻는 문항에“선생님의 열정이 더

좋았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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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춘 학생들이다. 또, 교수실험에서 다루었던 수학 내용은 현재 또는 이전 교육과정에서

일반학생들을대상으로편성되었던내용이다.이러한점에서복소수의두가지제시방법이

일반 학생들에게도 지적 흥미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추가적인 확인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역사발생적원리를적용하려는주장들은개인에게자연스러운사고순서와방법을수학

사로부터얻고자하지만,수학자들의사고와탐구는그들의지적흥미로부터유발되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수학자와 수학사에서 드러나는 지적 흥미 요소인

두가지통념의위반을교수단원의핵심요소로변환하여제시함으로써그것이오늘날의

학생들에게도흥미요소로작동할수있는가능성을살펴보았다는점에서의의를갖는다.

본 연구는 통념의 위반이라는 지적 흥미 요소와 복소수라는 내용 영역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다양한지적흥미요소와내용영역에서수학사나수학을분석하여수학자체의

매력을드러내고교수학습의실제에시사점을제시하는더많은연구가이루어지기를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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