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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n Using the History of Mathematics
in Chinese Mathematics Textbooks

중국 수학 교과서의 수학사 활용 분석

Chang Hyewon 장혜원

This study aims to analyze how the history of mathematics is used in Chinese math-
ematics textbooks. As a framework for analysis, we categorized nine types of using
the history of mathematics in textbooks. We analyzed 18 mathematics textbooks
for Chinese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As a result, we found that various
types of using the history of mathematics were adopted in Chinese textbooks ex-
cept for explorations of mathematical errors in history. We also noticed three char-
acteristics: preference to using for motivation and reading matters in elementary
school levels, high frequencies of using problems from traditional mathematical
books and origins of mathematical concepts or symbols, and emphasis on ethnic
superiority through the Chinese traditional mathematics. Based on the results of
analysis, we discussed and induced some implications for using the history in our
mathematics text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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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수학사, 중국 수학 교과서, 교과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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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수학교육에서 수학사 활용의 중요성 및 가치 인식은 오늘날 수학교육의 주요 이슈 중 하

나이다. 수학 수업에서 수학사를 활용하는 의의에 대해 옹호한 다수의 연구 [1, 2, 23]에

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수학교육의 주요 이론인 Lakatos의 준경험주의, Freudenthal의

수학화 이론, Brousseau의 교수학적 상황론을 현대적인 역사발생적 원리로 간주한 [27]

의 견해에 의해 대변된다. 또한 다수의 연구에서 수학사를 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체계적인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3,28,30]. 이와 같은 수학교육의

경향은 교과서에도 반영되어 수학 교과서에서 수학사의 활용 사례는 증가하고 있으며,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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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가 큰 영향력을 미치는 수학 수업에서도 같은 추세일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는 ‘어떻게’라는 방법적 측면의 접근으로, 학교 수학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교과서

분석을 통해 수학사의 활용 실태를 조사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RISS를 통한 검색 [25]에서 논문 제목과 관련하여 ‘수학사’ and ‘교과서’를 키워드로 검

색한 결과, 학위논문 43편과 국내 학술지 논문 5편이 검색되었다. 논문 제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내용상 교과서에서의 수학사 관련 내용을 다룬 논문 등을 감안한다면 이와

같은 검색 결과는 수학 교과서에서의 수학사 활용을 파악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시행되어

왔음을 함의한다. 대부분 중고등학교 교과서 위주이며 주로 우리나라의 6차, 7차, 2007

개정, 2009 개정 교육과정기의 교과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본 연구에서 특히 관심을 두는 교과서 사례는 중국의 수학 교과서이다. 중국의 학교

수학에서 교과서의 지위는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더 절대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중국에서

교과서는 전통적으로 교사의 수업 준비 시 가장 주된 도구였고, 오늘날도 가장 중요한 자

원이자 도구로서 이용되며 특히 수많은 빈곤 지역에서는 거의 유일한 자원으로 이용되는

실정이다 [29]. 따라서 교과서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은 학교 교육의 수업 실제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중국의 수학 교과서에서 수학사의 활용이 적극적일 것으로 기대되는 근거 중

하나는 중국의 교육과정 표준 개정에 대한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교육과정 표준

개정 문제에서 개정의 가장 큰 변화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설명을 볼 수 있다.

수정 후의 의무교육 교과과정표준은 과목의 특징과 연령에 따른 학생의 특징을

결합하여 덕육을 한층 강화하였다. […] 중화민족의 우수한 문화적 전통에 대한

교육을 한층 부각시켰다. 예를 들어 어문 교과과정에는 서예과목을 특설하였

고, 수학에는《구장산술》을 교재의 내용에 끼워 넣도록 건의하였고, 역사에는

전통희곡 등 중국 전통문화를 반영하는 내용을 늘렸다 [26].

이와 같은 기준을 따른 교과서에서는 중국 전통 문화의 민족적 우수성을 강조할 것이

기대되며, 더욱이 수학에서《구장산술》을 구체적 사례로 제시한 것은 수학 교과서에서

중국 전통 수학을 강조할 것이라는 기대를 부추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통 사상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의 개정 취지를 읽을 수 있는 중국의

교육 상황에서 수학 교과와 관련하여 수학 교과서에서 수학사를 어떤 방식으로 다루고 있

는지, 특히 중국 전통 수학에 대한 취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수학사 활용 방법을 구조화한 분석틀을 설정한 다음, 중국의 의무교육

기간인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9년간의 수학 교과서 18권을 대상으로 교과서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교과서에서 수학사의 활용과 관련한 교수학적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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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2.1 분석 대상

중국의 교과서는 오랫동안 국가가 집필하고 편집한 통일화된 교재를 제공하는 국정 체제를

유지하다가 제7차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혁기인 1986〜1996년부터 검정 체제로 전환하여

집필되고 있다. 2011년 현재 80개 정도의 출판사가 교과서 개발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전

국정 당시 전국의 통일화된 교과서 연구 및 제작을 전문적으로 담당하였던 인민교육출판사

의 교과서가 교과서 시장의 50% 이상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29], 본 연구에서는 인민교

육출판사의 수학교과서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학년은 의무교육기간인 초등학교 1

〜6학년과 중학교 7〜9학년이다. 수학 교과서는 각 학년당 상·하로 구성되므로 총 18권인

데, 2001년 교육과정 개정인 ‘의무교육과정설치실험방안’에 맞춰 집필된 교과서 [9–22]가

주를 이루고, 2011년 ‘의무교육 수학과정 표준’의 발표에 따라 교과서가 개정 진행 중에

있다. 이에 초등 1, 2학년의 4권은 개정본 [5–8]을 대상으로 한다.

우리나라와 교육과정 내용의 체계와 범위가 상이하므로 분석 결과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교과서의 단원명을 Table 1과 같이 제시한다.

2.2 분석틀 및 분석 방법

수학교육에서 수학사의 활용 방안은 학자마다 다소간 차이가 있으나, 매우 구체적으로

세분화한 사례로서 [23]은 수학 수업에서 역사를 활용하는 12가지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과거 수학자들의 일화 소개

• 학생들에게 새로운 개념에 역사적 도입 제공

• 학습 내용이 답이 되는 역사적 문제를 이해하도록 격려

• 수학사 강의

• 과거로부터 수학적 문맥을 이용한 연습 문제 고안

• 수학적 상호작용을 반영한 연극 활동 지도

• 역사적 주제로 포스터 만들기나 다른 프로젝트 격려

• 과거 국소적 수학 활동에 대한 프로젝트 수립

• 기술이나 방법을 예시하기 위해 과거로부터의 중요한 예를 활용

• 오늘날 학습자의 이해나 어려움 극복을 돕기 위해 과거의 오개념, 오류, 대안적 견해를

탐구

• 어떤 주제에 그 역사적 발달에 따른 교육적 접근

• 교수요목 내의 주제들을 역사적 근거에서 계열화하고 구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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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단원별 내용

1
상

예비수업, 위치, 1〜5의 수와 덧셈/뺄셈, 도형, 6〜10의 수와 덧셈/뺄셈, 11〜20
의 수, 수학낙원, 시계, 20까지에서의 받아올림 있는 덧셈, 총복습

하
도형, 20까지에서의 받아내림 있는 뺄셈, 분류와 정리, 100까지의 수, 인민화폐,
100까지에서의 덧셈/뺄셈, 규칙 찾기, 총복습

2
상

길이단위, 100까지에서의 덧셈/뺄셈, 각, 구구표에 의한 곱셈, 물체 관찰, 시간,
수학 응용-조합, 총복습

하
자료의 수집과 정리, 구구표에 의한 나눗셈, 도형의 변환, 혼합계산, 나머지 있는
나눗셈, 10000까지의 수, 그램과 킬로그램, 수학응용-추리, 총복습

3
상

측량, 10000까지에서의 덧셈/뺄셈, 사각형, 나머지 있는 나눗셈, 시/분/초, 여러
자리 수에 한 자리 수 곱하기, 분수의 기초, 가능성, 수학광장, 총복습

하
위치와 방향, 한 자리 수로 나누기, 통계, 년/월/일, 두 자리 수의 곱셈, 넓이, 소
수의 기초, 문제해결, 수학광장, 총복습

4
상

큰 수, 각의 측정, 세 자리 수에 두 자리 수 곱하기, 평행사변형과 사다리꼴, 두
자리 수로 나누기, 통계, 수학광장, 총복습

하
사칙계산, 위치와 방향, 계산법칙과 간편한 계산, 소수의 의미와 성질, 삼각형, 소
수의 덧셈과 뺄셈, 통계, 수학광장, 총복습

5
상

소수의 곱셈과 나눗셈, 물체 관찰, 간단한 방정식, 다각형의 넓이, 통계와 가능성,
수학광장, 총복습

하
도형의 변환, 인수와 배수, 직육면체와 정육면체, 분수의 의미와 성질, 분수의 덧셈
과 뺄셈, 통계, 수학광장, 총복습

6 상 위치,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 원, 백분율, 통계, 수학광장, 총복습

하 음수, 원기둥와 원뿔, 비례식, 통계, 수학광장, 정리 및 복습 (방정식)

7 상 유리수, 식의 덧셈과 뺄셈, 일원일차방정식, 기하도형기초

하
만나는 직선과 평행 직선, 실수, 평면직각좌표계, 이원일차연립방정식, 부등식과
연립부등식, 자료의 수입과 정리 및 기술

8 상 삼각형의 합동, 선대칭, 실수, 일차함수, 식의 곱셈/나눗셈과 인수분해

하 분수식, 반비례함수, 구고정리, 사변형, 자료의 분석

9 상 제곱근식, 일원이차방정식, 회전, 점대칭, 원, 확률 기초

하 이차함수, 닮음, 삼각함수, 투영도

Table 1. Lessons in chinese mathematics textbooks; 중국 초·중학교 수학 교과서 단원명

한편 [4]는 수학교육에서 수학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하였다.

수학 학습을 위한 부수적·소극적 접근과 본질적·적극적 접근이다. 전자에는 수학 학습 동

기 유발, 수학의 문화적 가치 전달, 역사 속 수학적 일화에 대한 흥미를 현재로 전이시키는

것이 해당하며, 후자에는 학습 내용의 이해에 초점을 맞추어 수학 자체의 이해를 돕기 위한

활용이 포함된다. 양자를 구분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유되는 부분이 있을 정도로

정확한 분리는 어렵지만, 목적상 후자에서 수학적 지식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인지적·

인식론적인 측면의 활용과 전자에서 배경 지식을 확장함으로써 동기유발을 통한 흥미를

격려하는 부차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을 기초로 하여 수학사가 수학교육에 활용되는 유형을 교과서라는 특정 매체에 국

한시켜 재범주화함으로써 Table 2와 같은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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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범주 유형 예 코드

도입을 위한 역사적 맥락 분수의 필요성, 수의 발달과 확장 A1

적극적 활용

오늘날에 대응하는 수학사 속의 지식 산대로 표시한 숫자 A2
미지수의 옛날 표시법

(개념, 문제상황, 수학사 속의 방법 비교 및 대안적 방법 격자곱셈 A3
정당화) 헤론공식과 진구소공식의 동치

수학사 속의 문제 활용
구장산술, 해도산경, 손자산경의

문제
A4

수학사 속의 정당화 사례 구고정리의 증명 A5
수학사 속의 오개념, 오류 탐구 · A6

소극적 활용

관련 수학자의 업적, 일화 가우스의 자연수 합 P1
수학책 소개 데카르트의 직각좌표계

(동기유발, 흥미, 수학적 개념 및 기호의 역사 방정식의 역사, 연산 기호의 유래 P2
읽을거리) 곱셈구구

수학사 속의 사실, 문제, 추측, 도구
등의 소개

칠교판, 물시계, 넓이 단위인 무 P3

Table 2. Framework for analysis; 분석틀

활용 범주에 있어 개념, 문제 상황, 정당화의 맥락으로서 수학적 이해를 위한 수학사의

활용이라는 적극적 활용과 읽을거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는 소극

적 활용의 두 가지를 구분한다. 적극적 활용은 다시 6가지로 구분하여, 도입을 위한 역사적

맥락, 오늘날에 대응하는 수학사 속의 지식, 수학사 속의 방법 비교 및 대안적 방법, 수학사

속의 문제 활용, 수학사 속의 정당화 사례, 수학사 속의 오개념 및 오류 탐구로 범주화하였

다. 한편 소극적 활용은 관련 수학자의 업적 및 일화, 수학적 개념 및 기호의 역사, 수학사

속의 사실, 문제, 추측, 도구 소개의 3가지이다.

2개 이상의 유형으로 중복 사용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적극적 활용의 범주를 우선시하

며, 그 가운데서도 좀 더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으로 포함시켜 분석하였음을 밝힌다.

예를 들어 격자곱셈법인 포지금을 소개하면서 그 출처로《산법통종》을 소개한 경우, 곱

셈의 대안적 방법의 소개라는 점에 주목하여 A3에만 포함시켰다. 특히 개념이나 기호의

유래를 소개하면서 수학자나 수학책이 동시에 언급되기 쉬운데, 이때도 수학자나 수학책을

중복하여 세지 않았다. 이에 비해 P1은 수학자나 수학책이 중심으로 소개된 경우에 한한다.

한편 5-1의 ‘닭과 토끼에 관한 문제’와 ‘직각삼각형의 세 변을 각각 변의 길이로 하는

세 정사각형의 넓이 관계 발견’, 7-1의 ‘마방진’은 각각 수학사의 주요 소재인 계토산과

피타고라스 정리, 마방진을 다루지만, 수학사와 관련한 명시적인 설명이 없기 때문에 분석

대상에서 배제하였다. 또한 위치 단원에서 바둑판의 위치 명명과 관련하여 다루어진 바

둑운동의 역사와 같이 수학의 역사가 아닌 소재의 역사를 다룬 경우 역시 제외하였다. 즉

학생들이 교과서를 다루면서 수학사와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는 부분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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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의 편의를 위해 교과서 활용 사례를 네 개의 숫자로써 코딩하였다. 각각 학년-권수

(학기)-단원-일련번호를 나타내며, 예를 들어 Figure 1-A2의 고대 중국의 산대 수 표현에

부여된 1-1-5-1은 1학년 1학기 (상) 5단원의 첫 번째 사례를 의미한다.

3 분석 결과

3.1 수학사 활용 유형의 사례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의 수학사 활용 유형을 9개로 범주화하였다. 수학사 속의 오류 탐구인

A6을 제외한 모든 경우가 발견되었으며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먼저 수학적 개념 및 절차의 지도를 돕기 위한 인지적 측면에서의 활용으로 분류된 적

극적 활용에 대한 것이다. A1은 5-2의 분수의 의미를 도입하는 역사적 상황의 재현 장면

(Figure 1-A1)과 같이 수학적 개념을 도입하기 위한 상황으로 역사적 맥락을 이용하는 것

이다. A2는 오늘날의 수학적 지식에 대응하는 수학사 속의 지식을 제시함으로써 그 지식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중국의 산대를 이용한 수 표현 (Figure 1-A2)

이나 방정식 표기에서 미지수를 나타내는 전통적 방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A3은 수학사

속의 지역적으로 차이나는 방법의 비교나 오늘날과 달리 접근하는 대안적 방법 등을 활

용한 경우로, 격자곱셈에 해당하는 포지금 곱셈법의 소개 (Figure 1-A3)나 삼각형의 넓이

공식인 헤론-진구소 공식의 소개 등이다. A4는 옛 수학책에 나오는 수학 문제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특히 중국 수학책의 문제를 즐겨 인용하며 앞서 살펴본 중국의 ‘교육과정 표준

개정에 대한 설명 [26]’에 근거할 때《구장산술》의 문제가 자주 인용되는 것은 자연스

럽다. Figure 1-A4는 6-1에 인용된《손자산경》의 계토산 문제이다. A5는 증명이 학습

내용으로 다루어지는 8학년 이후에 등장하며, 구고술, 즉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대한 증명

(Figure 1-A5)과
√
2가 무리수임을 보이는 증명이 있다.

한편 동기유발이나 흥미를 위한 읽을거리 차원에서의 소극적 활용으로서 P1, P2, P3의

세 가지 유형을 볼 수 있다. P1은 수학자의 업적 및 일화나 수학책에 대한 소개이다. 가

우스의 덧셈법 (Figure 1-P1), 데카르트의 직각좌표계에 대한 업적이 이에 해당한다. P2는

연산 기호의 유래나 방정식의 긴 역사 설명을 포함시켰고, 예컨대 Figure 1-P2는 중국의

죽간에 적힌 곱셈 구구를 소개하며, 오늘날과 같이 1단부터가 아니라 9단부터 쓰여 있어

‘구구가 (九九歌)’라 불렀음을 설명하고 있다. P3는 그 외의 것들을 망라하여 수학사에

등장하는 단편적 사실, 문제, 추측, 도구 등을 포함시켰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에서 자주

활용된 칠교판의 소개 (Figure 1-P3)가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들 방법 중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어디까지로 잡느냐에 따라 적극적 활용에 포함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교과서의 의도가 흥미와 동기유발로 국한되는 경우는 모두 소극적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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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Counting rods for numerals; 숫자의 산대
표현 (1-1, p. 60)

A1. Meaning of fractions; 분수의 의미 (5-2, p.
60)

����

A3. Gelosia multiplication; 격자곱셈 (4-1, p.
57)

A4. A problem form Sunzi suanjing;
손자산경의 문제 (6-1, p. 112)

P1. Anecdote of Gauss; 가우스의 일화 (4-2, p.
32)

A5. A justification for Gou Gu theory;
구고술의 정당화 (8-2, p. 65–66)

P2. Multiplication facts of zhujan; 죽간의
곱셈구구 (2-1, p. 86) P3. Tangram; 칠교판 (1-2, p. 4)

Figure 1. Frequency by grades and types; 학년별 유형별 빈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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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Figure 1-P1은 가우스의 덧셈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이 단지 재빨리 구하는 방법을 알았다는 일화만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P1으로 분류한

반면, 5-1의 유휘의 등적변형에 의한 도형의 넓이 계산에 대한 소개는 단순한 수학자의

일화를 넘어 삼각형과 사다리꼴에 있어 구체적인 대안적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 수학적

이해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A3로 분류하였다.

또한 형식적인 면에서 소극적 활용은 적극적 활용에 비해 본문의 일부로 전개되기보다는

내용 전개 중에 박스나 단원 말미에 별도의 코너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3.2 학년별 활용 내용 및 유형

학년별로 활용 내용 및 유형을 정리하면 Table 3〜11과 같다.

코드 내용 유형 비고

1-1-5-1 고대 중국의 산대 수 표현 A2
1-1-5-2 고대 이집트의 상형숫자 표현 A2
1-1-7-1 고대 중국의 시간 측정 도구 P3

1-2-1-1 칠교판 소개 P3

Table 3. Cases of the 1st grade; 1학년 교과서의 수학사 활용 내용 및 유형

코드 내용 유형 비고

2-1-1-1 고대의 신체를 이용한 길이 단위 A1
2-1-4-1 곱셈 기호의 유래 P2
2-1-6-1 죽간의 곱셈구구 P2

2-2-2-1 나눗셈 기호의 유래 P2

2-2-7-1 수판의 유래 P2

Table 4. Cases of the 2nd grade; 2학년 교과서의 수학사 활용 내용 및 유형

코드 내용 유형 비고

3-1-2-1 덧셈과 뺄셈 기호의 유래 P2
3-1-3-1 칠교판의 소개 P3

3-1-5-1 고대의 시간 계산 도구 P3

3-1-6-1 곱셈 기호의 유래 P2

3-1-7-1 고대 중국 및 인도의 분수 표현 (3/4) A3

3-2-1-1 고대 중국의 방향 판단 계기 P3

3-2-2-1 나눗셈 기호의 유래 P2
3-2-6-1 고대의 넓이 단위 ‘무’ P3

3-2-7-1 고대 중국의 소수 표현 (3.12) A2

Table 5. Cases of the 3rd grade; 3학년 교과서의 수학사 활용 내용 및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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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내용 유형 비고

4-1-1-1 아라비아 숫자의 유래 P2

4-1-1-2 고대인들의 수 표현 방법 P3

4-1-1-3 고대의 숫자 (바빌로니아, 중국, 로마) A3

4-1-1-4 14세기 중국의 수판 발명 P3

4-1-1-5 계산도구의 발명 P3

4-1-1-6 고대 중국의 산대 표현에서 0 표기의 유래 P2
4-1-3-1 이탈리아의 격자승법, 중국의 포지금 A3 출처‘산법통종’

4-1-4-1 뫼비우스의 띠 P1

4-2-1-1 가우스의 1부터 100까지의 합 일화 P1

Table 6. Cases of the 4th grade; 4학년 교과서의 수학사 활용 내용 및 유형

코드 내용 유형 비고

5-1-4-1 방정식의 역사 (이집트-중국-프랑스) P2

5-1-5-1 구장산술의 직사각형과 삼각형의 넓이 A2 출처 ‘구장산술’

5-1-5-2 유휘의 등적변형에 의한 넓이 계산 A3
5-2-2-1 골드바흐의 추측 P3

5-2-3-1 기하학과 유클리드 P1 수학책 ‘기하원본’

5-2-3-2 구장산술의 정사각기둥의 부피 A2 출처 ‘구장산술’

5-2-4-1 분수의 발생 A1

5-2-4-2 고대 이집트, 중국, 인도 및 12세기 아라비아의 분수
표현

A3

5-2-4-3 구장산술의 약분 방법 A2 출처 ‘구장산술’

5-2-5-1 분수의 사칙계산 (구장산술, 이집트, 프랑스) A3 출처 ‘구장산술’

Table 7. Cases of the 5th grade; 5학년 교과서의 수학사 활용 내용 및 유형

코드 내용 유형 비고

6-1-4-1 주비산경과 조충지의 원주율 P1 출처 ‘주비산경’

6-1-7-1 손자산경의 계토산 문제 A4 출처 ‘손자산경’

6-1-7-2 옛 사람들의 계토산 해법 A3
6-1-7-3 빵과 큰 중, 작은 중 상황 문제 A4 고전 사진으로 암시

6-2-1-1 음수의 표기 방법 A2
6-2-3-1 피보나치 수열의 법칙 발견 A4 출처 ‘산판서’

6-2-6-1 쾨니히스베르그 다리와 오일러의 한붓그리기 P1

Table 8. Cases of the 6th grade; 6학년 교과서의 수학사 활용 내용 및 유형

3.3 학년별 활용유형별 비교

분석 결과 Table 3〜11로부터 학년별 유형 빈도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12와 같다.우선

전체적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빈도가 같다 (44회)는 결과는 6:3의 년 수를 감안할 때

중학교에서 수학사의 활용이 더 적극적임을 보여준다. 특히 7학년과 8학년이 수적으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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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내용 유형 비고

7-1-1-1 수의 발생 A1
7-1-1-2 양수와 음수에 대한 산대 표현 A2

7-1-1-3 정부술 (“중국인이 제일 먼저 음수를 사용하였다”) A2 출처 ‘구장산술’

7-1-2-1 산술과 대수의 역사 (숫자 1과 문자 x의 대화) P2

7-1-3-1 고대 중국 수학의 미지수 표시 (천원, 지원, 인원, 물원) A2

7-1-3-2 방정식의 역사 P2
7-1-3-3 알콰리즈미의 소거와 환원 A1 출처‘소거와 환원’

7-1-3-4 이집트 파피루스의 방정식 문제 A4

7-1-3-5 목동과 양 상황의 방정식 문제 A4 (고대문제)로 표시

7-1-3-6 보수와 결산 상황의 방정식 문제 A4 (고대문제)로 표시

7-1-3-7 디오판토스의 묘지에 적힌 방정식 문제 A4 (고대문제)로 표시

7-1-3-8 산학계몽의 말의 속력과 일 수 상황의 방정식 문제 A4 ‘중국고대문제’, 출처
(산학계몽)와 원문제

7-1-4-1 기하학의 기원 P2 수학책‘기하원본’

7-1-4-2 각도법의 기원 P2
7-2-6-1 데카르트의 직각좌표계 도입 P1

7-2-7-1 다각형의 삼각분할 A4

7-2-8-1 계토산 문제 A4 ‘중국고대문제’, 출처
(손자산경)와 원문제

7-2-8-2 일차연립방정식의 표시 및 해법의 고금 비교 A3
7-2-8-3 술통 상황의 연립방정식 문제 A4 ‘중국고대문제’표시

7-2-10-1 중국인 필즈상 수상자 (1982년) P1 필즈상 수상자의
연령데이터 활용장면임

Table 9. Cases of the 7th grade; 7학년 교과서의 수학사 활용 내용 및 유형

장 우세하고 (각각 20회, 14회) 활용 유형의 종류도 가장 다양한 것 (6가지)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에서는 3, 4, 5학년에서의 활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각 9, 9, 10회),

저학년인 1, 2학년에서 활용 빈도가 낮은 것은 학습 내용 자체가 심도나 다양성에 있어

수학사를 도입하기에 미흡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유형별로는 A4인 수학사의 문제 활용과 P2인 유래 및 역사 소개가 뛰어났고 (각각

18%), 수학적 지식에 대한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의 적극적 활용 (52%) 못지않게 동기유발

및 흥미를 위해서 수학사가 활용 (42%)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수학사 속에서의 오류 활

용인 A6는 나타나지 않았다.

3.4 내용영역별 비교

내용영역별 빈도 분석 결과 (Table 13)는 산술/대수, 도형/기하, 측정, 규칙/함수, 확률/

통계 순의 활용 비중을 보여준다. 수학의 오랜 역사에서 전통적 주제인 대수와 기하의 비

중이 가장 큰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 한편 9학년에서는 대수 영역에서 수학사의 활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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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내용 유형 비고

8-1-13-1 고대 이집트인의 제곱근 인식 P3

8-1-13-2 중국 수학자 화라경 (20세기)의 세제곱근 일화 P1

8-1-13-3
√
2의 무리수 증명 A5

8-1-15-1 양휘삼각형 A3 파스칼삼각형

8-2-17-1 반비례와 아르키메데스의 지렛대 원리 A1
8-2-18-1 직각삼각형의 구, 고, 현과 주비산경 P3 출처 ‘주비산경’

8-2-18-2 피타고라스의 일화 P1
8-2-18-3 조상의 구고정리 증명법 A5
8-2-18-4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는 명칭 소개 P3

8-2-18-5 구고정리를 활용한 구장산술의 문제 A4 출처 ‘구장산술’

8-2-18-6 구고정리의 증명 방법 3가지 A5
8-2-18-7 고대 이집트인의 직각 정하는 방법 A1 중국도 했음을 언급

8-2-18-8 플라톤의 구고수 A4
8-2-18-9 구고정리를 활용한 구장산술의 문제 A4 출처 ‘구장산술’

Table 10. Cases of the 8th grade; 8학년 교과서의 수학사 활용 내용 및 유형

코드 내용 유형 비고

9-1-21-1 삼각형의 넓이 관련 헤론-진구소 공식 A3

9-1-22-1 중국 수학자 화라경 (20세기)의 최량화방법 P1 황금비 관련

9-1-24-1 원에 대한 피타고라스의 견해 P3

9-1-24-2 묵경의 원 개념 P1
9-1-24-3 원주율 π의 아르키메데스와 유휘와 조충지 A3
9-1-25-1 확률론의 시조, 야콥 베르누이 P1
9-2-27-1 탈레스의 닮은 삼각형의 활용 A4
9-2-27-2 해도산경의 닮은 삼각형의 활용 A4 출처 ‘해도산경’

9-2-28-1 고대의 삼각함수표 P2
9-2-29-1 투영도와 화법기하학의 역사 P2

Table 11. Cases of the 9th grade; 9학년 교과서의 수학사 활용 내용 및 유형

없는 점, 증명을 다루는 8학년의 기하 영역에서 활용 빈도가 높은 점은 주목할 만하다.

3.5 중국 수학사의 강조 사례

제1장에서 언급한 중국의 교육과정 표준 개정 설명 [26]에 따라 수학교과서에서도 중국

전통 문화의 민족적 우수성을 강조할 것을 기대하였고,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 중 하나를

중국의 수학 교과서에서 중국 전통 수학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에

두었다.

실제로 연구 결과, 중국의 수학 교과서는 다수의 중국 수학사를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었으며,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부르는 호칭이 아닌 자국의 수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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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학년� 1 2 3 4 5 6 7 8 9 계

A1 1 1 2 2 6

46(52%)

A2 2 1 3 1 3 10
A3 1 2 3 1 1 1 2 11
A4 3 8 3 2 16
A5 3 3
A6 0
P1 2 1 2 2 2 3 12

42(48%)P2 4 3 2 1 4 2 16
P3 2 4 3 1 3 1 14

계 4 5 9 9 10 7 20 14 10 88
44(50%) 44(50%)

Table 12. Frequency by grades and types; 학년별 유형별 빈도 비교

영역
학년 1 2 3 4 5 6 7 8 9 계

산술대수 2 4 5 8 6 4 15 4 48(55%)

도형기하 1 2 1 1 1 3 9 5 23(26%)

측정 1 1 2 3 1 1 2 11(13%)

규칙함수 1 1 2 4(5%)

확률통계 1 1 2(2%)

Table 13. Frequency by contents domain; 내용영역별 빈도 비교

이름 및 고유 명칭으로 명명한 정리라든가, 다수의 수학책 및 문제 제시는 주목할 만하다.

중국 전통 수학 및 문화에 대한 강조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동일 개념 및 정리에 대해 중국 고유의 명명을 고집하며, 다만 서양식 이름과 비

교하여 제시함으로써 중국의 전통 산물임을 강조한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구고술에

관한 것이다.

명제 1은 직각삼각형의 변과 관계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구고정리라고

부른다. ‘조상의 현도형’은 고대 우리나라 사람들의 수학에 대한 탐구정신과

총명, 재질을 체현하였다. 이것은 우리나라 고대수학의 영광이다. / 서방에서

는 보편적으로 피타고라스가 이 정리를 발견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리를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부른다.1) [20]

대개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알려진 명제를 중국 고유의 이름인 구고술로부터 구고정리

라고 소개하며, 고대 중국 수학에 대한 찬사로 일관됨을 확인할 수 있다. 양휘삼각형과

파스칼삼각형, 진구소공식과 헤론공식도 같은 맥락에 있다.

1) 이 번역은 동일책을 연변교육출판사에서 출판한 번역본을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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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7-1-1-3에서는 음수를 다루면서《구장산술》에 나오는 양수와 음수의 가감방법인

‘정부술’을 소개하는데, 그 제목을 ‘중국 사람들이 제일 먼저 부수를 사용하였다 [17]’로

정함으로써 민족적 자긍심을 드러내고 있다.

둘째, 수학 문제의 인용 출처로 제시된 중국의 수학책 소개이다. 수학사 활용 유형의

분석 결과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한 것이 수학사 속의 문제 활용으로 16회였다. 이 중

반에 해당하는 8회가 중국의 수학책에서 인용된 것이며 그 출처로《구장산술》,《해도산

경》,《손자산경》,《산학계몽》등이 언급된다. 또한 수학 문제의 출처는 아니지만, 기타

내용을 다루면서《주비산경》,《산법통종》이 언급되어 있다.

셋째, 학습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강조한 사례가

있다. 중국의 20세기 수학자 구성동 (丘成桐)과 화라경에 대한 소개이다. 구성동은 교과서

7-2-10-1에, 화라경은 교과서 8-1-13-2, 9-1-22-1에 두 번 소개된다. 화라경의 세제곱근을

빨리 구한 일화나 황금비를 소개하는 코너에서 이를 이용한 최량화방법의 소개는 단원

내용과 어색하나마 관련을 지을 수 있지만, 구성동의 필즈상 수여 소개는 자료의 정리를

위한 데이터로 필즈상 수상자의 연령을 제시하는 맥락에서 함께 주어진 설명이라는 점에서

민족적 우수성을 운운한 [26]의 구절을 연상시킨다.

4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수학사의 수학교육적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중국 수학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수학 교수·학습을 돕기 위해 수학사가 학년별 학습 내용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

로 활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몇 가지 특징을 정리하면, 초등학교에서는 흥미나 동기

유발을 위한 소극적 활용이 더 우세한 반면 중학교에서는 인지적 측면에서 수학적 이해를

돕기 위한 적극적 활용이 더 우세하다는 점이다. 이는 각 학교급에서 다루어지는 수학적

지식의 범위나 수준에서 기인하는 타당한 결과라 할 것이다. 한편 활용 유형별로 가장 빈

도가 높은 것은 수학사 속의 문제 활용과 수학 개념 및 기호의 유래와 역사에 관한 정보

제공이다. 특히 타문화권에 비해 중국 수학사의 의도적 활용 및 우수성에 대한 강조가 매우

두드러진다. 교육과정 개정 표준 설명과 같이《구장산술》을 비롯한 다수의 중국 수학책을

인용함으로써 중국 전통 수학에 기초한 민족적 우수성을 강조한다는 취지가 드러나며, 이에

따라 다수의 수학 내용이 중국 수학의 관점에서 구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부터 우리나라 수학 교과서에서 수학사 활용을 위한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중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수학사 활용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비교적 활용이 간편한 방법 중 하나는 옛 수학책에 나오는

문제들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수학 문제의 맥락으로 이용된 역사적 상황에 대한

탐구와 더불어 오늘날과 달리 표현되는 수학적 개념이나 절차들에 대한 탐구 활동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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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될 수 있다. 또한 개념 및 기호의 유래를 소개하는 역사적 맥락을 제시함으로써 수학적

지식이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형성된 인간적 산물임을 인식

시키고 학습 내용과 관련한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의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방향의 수학사 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 노력이 필요하다.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우리나라 수학책과 수학자를 포함한 우리 전통 수학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는 시

점에 있지만, 아직도 사회 전반적인 인식은 부족한 상태이다. 인식 변화를 위한 근본적인

접근 중 하나는 학교 교육에서의 변화이다. 수학 교과서에 우리의 전통 수학자와 수학책을

소재로 한 다양한 내용을 구성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 수학의 역사를 알리는 데

중요한 몫을 담당할 것이다. 넷째, 다양한 활용 유형 중 A6의 부재라는 결과를 고려하여

과거 수학적 활동의 오류를 기초로 한 탐구 학습 활동을 구성해보는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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