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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보고 전체를 알기

<문제21> 다음은 명제 ‘ 3m 2 -n 2=1을 만족하는 <가> ’에 대한 증명에서 중간 부분을 적은 것이

다. 

<증명>

…(생략)…

m, n이 정수이고 3m 2 =n 2+1이므로, n2 +1은 3의 배수이다. 

한편, 정수 n이 어떤 정수 k에 대하여, 

n = 3k이면 

   n2 =(3k)2=9k2=3(3k2), 
n = 3k+1이면 

   n 2 =(3k+1) 2= 9k 2 +6k+1=3(3k 2 +2k)+1, 

n = 3k+2이면 

   n 2 =(3k+2) 2= 9k 2 +12k+4= 3(3k 2 +4k+1)+1
이므로, n2을 3으로 나눈 나머지는 0 또는 1이다. 

따라서 n2 +1을 3으로 나눈 나머지는 1 또는 2이다. 

…(생략)…

다음 중 위의 <가> 에 가장 알맞은 것은?

① m, n 중 적어도 하나는 정수이다. 

② m, n 중 어느 것도 정수가 아니다. 

③ m, n이 모두 정수인 해가 적어도 하나 있다. 

④ m, n이 모두 정수인 해가 오직 하나 있다. 

⑤ m, n이 모두 정수인 해는 없다.

이 문제는 98년 수능시험에서 출제된 문제이다.
(문제의 특징) 
이 문제는 증명의 전체 과정을 제시하고 문제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증명의 일부분만을 제시하고 무엇을 증

명하는 것인지를 묻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보면 학생들은 더욱 어려움을 느낄 것이다. 증명 전체를 보고서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많은

데 그 일부분만을 보고 답을 찾으라니… 하지만 조금만 차분하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렵기만 한 것은 아니다. 앞에서 
본 문제들처럼 전체 증명의 부분을 채워 넣는 문제는 각 단계단계를 모두 정확하게 알아야만 풀 수 있지만 <문제21>
과 같은 문제는 전체의 대강만을 알아도 풀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더 쉬울 수 있다. 

이 문제는 마치 스무고개와 비슷하다. 덩치가 크고 귀도 크며 회색을 띠고 있고 물을 좋아하고 긴 이빨을 
두 개 가진, 비교적 온순한 동물이라는 설명을 들으면 (코가 길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없더라도) 대체로 
코끼리를 생각해낼 수 있듯이 이 문제도 중요한 맥락을 이해하고 찾아내면 답이 될 수 있는 단서는 쉽게 찾을 
수 있다. 

먼저 증명의 중요한 흐름을 파악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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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

…(생략)…

m, n이 정수이고 3m 2 =n 2+1이므로, n 2 +1은 3의 배수이다. 

한편, 정수 n이 어떤 정수 k에 대하여, 

n = 3k이면 

   n2 =(3k)2=9k2=3(3k2), 
n = 3k+1이면 

   n 2 =(3k+1) 2= 9k 2 +6k+1=3(3k 2 +2k)+1, 

n = 3k+2이면 

   n 2 =(3k+2) 2= 9k 2 +12k+4= 3(3k 2 +4k+1)+1
이므로, n2을 3으로 나눈 나머지는 0 또는 1이다. 

따라서 n 2 +1을 3으로 나눈 나머지는 1 또는 2이다. 

…(생략)…

전체적인 내용을 읽어보면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 이 증명 속에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 부분을 보면 n 2 +1은 3의 배수라고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다시 n 2 +1가 3의 배수가 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다. 

여기서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 또는 
2이다’라는 말이 ‘3의 배수가 아니다’라는 
말임을 빨리 이해하고 문제에 결부시켜야 
한다. 이것은 숙달의 문제, 즉 공부 양의 
문제이다. 

일단 이 내용을 곰곰히 생각해 보자. 

그러면 이 증명에서는 모순을 이끌어내

고 있고 모순을 이끌어내는 것은 귀류법의 

핵심적인 증명기법임을 이해한다면 이 증

명은 어떤 명제의 부정을 가정하고 거기서 

모순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이 증명에서 가정하

고 있는 명제를 찾아서 그것을 부정하면 

된다. 

이 증명에서는 무엇을 가정하고 있는가? 모순의 바로 앞에(즉 모순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므로 그 바로 

앞에) “ m, n이 정수이고 3m 2 =n 2+1이므로”라고 되어 있다. 여기에서 모순이 생겨났으므로 이 명

제를 부정한 것을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이것을 드 모르강의 법칙을 써서 부정하면, “ m, n이 둘 다 

정수가 아니거나 3m 2 =n 2+1이 아니다”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문제21>을 보면  ‘ 3m 2 -n 2=1을 만족하는 <가> ’ 를 증명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 명제를 

이 형태에 맞게 고치면 “ 3m 2 -n 2=1을 만족하는 m, n이 모두 정수인 해는 없다”가 된다. 

왜냐하면 증명하고자 하는 내용은 m, n이 모두 정수는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답은 5. 

이 문제의 특징은 학생들이 증명, 특히 귀류법에 들어있는 기본적인 논리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묻
는 데에 있다. 동시에 그 증명의 세세한 절차나 기법은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이다. 오히려 증명의 절차에만 
얽매여 증명을 외우고 있을 뿐 증명의 논리적인 얼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풀기 어려운 문제이다. 이런 문제에서 수학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면서 공부한 학생들이 더 빛을 발할 수 있다. 

다음의 <문제22>도 97년 수능 시험에서 출제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유형이다. 

<문제22> 다음은 명제 ‘ x 2 +y 2+z 2=1111을 만족하는 <가> ’에 대한 증명에서 중간 부분을 적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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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

… (생략) …

정수 x, y, z를 각각 8로 나누면 나

머지가 각각 0, 1, 2, 3, 4, 5, 6, 7 중 

하나이다. 따라서 x2, y2, z2을 각각 8

로 나누면 나머지가 0, 1, 4 중 하나이

다. 그러므로 x2 +y2+z 2을 8로 나누었

을 때 나머지는 0, 1, 2, 3, 4, 5, 6 중 

하나이다. 그런데 1111을 8로 나누면 나

머지가 7이다. 

… (생략) …

<증명>

… (생략) …

정수 x, y, z를 각각 8로 나누면 나머지가 각각 0, 1, 2, 3, 4, 5, 6, 7 중 하나이다. 따라서 x2, y2, 

z2을 각각 8로 나누면 나머지가 0, 1, 4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x2 +y2+z 2을 8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0, 

1, 2, 3, 4, 5, 6 중 하나이다. 그런데 1111을 8로 나누면 나머지가 7이다. 

… (생략) …

다음 중 위의 <가> 에 가장 알맞은 것은?

① x, y, z 중 적어도 하나는 정수이다. 

② x, y, z 중 어느 것도 정수가 아니다. 

③ x, y, z 가 모두 정수인 해가 적어도 하나 있다. 

④ x, y, z 가 모두정수인 해가 오직 하나 있다. 

⑤ x, y, z 가 모두 정수인 해는 없다. 

같은 방식으로 생각해 보자. 
이 증명의 전체 흐름을 읽으면 어떤 특징이 있는가? 금방 어

느 부분에서 모순이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하기 어려울지 모른

다. 하지만 증명의 이 부분에서는 모순이 완전히 드러나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문제에서 주어진 명제 “ x 2 +y 2+z 2=1111을 

만족하는 <가> ”를 생각한다면 모순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즉 x 2 +y 2+z 2=1111로서 x2 +y2+z 2과 1111이 같은데 

x2 +y2+z 2은 8로 나누면 나머지가 7이 나오지 않고 1111은 8로

나누면 나머지가 7이다. 즉 모순이 나타난다. 

이제 조금 전과 꼭같이 생각해 보자. 어디에서 모순이 나타났

는가? x, y, z가 모두 정수이고 x 2 +y 2+z 2=1111이라는 데에

서 모순이 시작되었다. 둘 중의 하나는 부정되어야 한다. 문제에서는 “ x 2 +y 2+z 2=1111을 만족하

는…”이라고 하였으므로 x 2 +y 2+z 2=1111을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x, y, z가 모두 정수라는 사

실이 부정되어야 한다. 즉 x, y, z가 모두 정수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답은 5. 

<어떻게 직접 증명법이 아니고 귀류법(간접 증명법)이라는 것을 아는가?>
직접 증명법과 귀류법의 논리적인 특징을 이해하고 있어야만 한다. 직접 증명법은 계속 식을 풀어나가서 처

음 출발한 명제와 나중에 도달하고자 하는 명제가 같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귀류법은 어떤 것을 가정해 
보고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증명에서 끊임없이 앞뒤를 맞춰나가는 노력이 있고 식을 변형해 나가기만 한다면 그것은 직접 증명법일 가
능성이 크다. 하지만 증명 속에 어떤 모순이 드러나 있으면 그것은 틀림없이 귀류법이다. 귀류법의 일부분에서
는, 즉 전체적인 모순을 이끌어내는 부분 과정에서는 식의 변형과 계산이 나타난다. 이 부분만 봐서는 결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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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증명이 직접 증명법인지 귀류법인지 알 수 없다. 
증명은 가장 체계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것이고 또한 가장 논리적이어야 한다. 전체를 생각하면서 논리적으

로 따질 수 있는 학생만이 증명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 어떤 특징만을 외워
서 증명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하려 한다면 반드시 틀릴 때가 있을 것이다. 

전체 정리

지금까지 명제와 조건에 대하여 비교적 많은 설명을 했지만 그 내용을 요약하면 

그리 많은 양이 아니다. 

명제와 조건

(1) 명제 : 참과 거짓을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한다. 

(2) 부정 : 명제 p에 대하여 ‘p가 아니다’를 명제 p의 부정이라 하고 이것을 ～p로 나타낸

   다.

(3) 조건 : 전체집합 U(단, U≠ф)를 정의역으로 하고, 변수 x를 포함하는 문장으로서 U에 속

하는 각 원을 x에 대입하면 명제가 되는 것을 집합 U에서의 조건이라 하고, 흔히 p(x),

 q(x),r(x),…등으로 나타낸다. 

(4) 조건의 만족 : 조건 p(x)의 변수 x에 전체집합의 원 a를 대입한 p(a)가 참인 명제일 때 

“a는 조건 p(x)를 만족한다”라고 말한다. 

조건문

(1) 명제 ‘p이면 q이다’를 “p→q"로 나타내고 p를 가정, q를 결론이라 한다. 

(2) 명제 ～q → ～p를 p → q의 대우명제라 하며 이 두 명제의 참거짓은 항상 같다. 

(3) 명제 p → q가 참일 때 p ⇒ q로 나타낸다. 

필요조건, 충분조건, 필요충분조건

(1) p ⇒ q일 때 p는 q이기 위한 충분조건, q는 p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라 한다. 

(2) p ⇒ q이고 q ⇒ p일 때 p ⇔ q로 나타내고 p는 q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