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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고등학교 수학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수학사 내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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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istory of mathematics is an important part of Chinese highschool mathemat-
ics curriculum. The current 2003 revised curriculum in China refers directly to the
history of mathematics and presents it as one of the optional series. Moreover, they
publish separate history textbooks for mathematics according to the 2003 revised
curriculum. The importance of the history of mathematics in Chinese highschool
curriculum, which was revised in 2017, has increased. This study aims to ana-
lyze the contents of the highschool curriculum and mathematics history textbooks,
which were revised in 2003. Based on the results of analysis, we make suggestions
on the use of mathematics history for teaching mathematic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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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수학교육에서 수학사 활용의 교육적 가치는 다수의 연구를 통해 강조되어 왔다 [11, 12,
19]. 수학 수업에서 수학사의 활용에 대해 교사와 학생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는 여러 연구에도 불구하고, 수학사를 수학 교육과정과 현장에 실제로 적용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따르는 일이다 [19, 24]. 수학교육에서 수학사의 활용에 관하여 자주 제시되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크게 교사요인과 교과서에 제시된 수학사 자료의 문화적 편중을 들

수 있다. 첫째, 교사 요인으로는 수학사를 수학 수업에 활용하기에 교사의 수학사 지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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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다는 것인데, 이 문제는 수학사 수업을 준비할 때 교사가 교과서나 지도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교육 현장 상황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18, 19]. 이는 교육과정
이나 교과서 또는 교사용 지도서에 수학사에 관한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와 직결된

다 [6, 17, 22]. 둘째, 교과서나 지도서에서 제시하는 수학사 자료가 주로 그리스나 유럽을
중심으로 발달한 수학사를 소개하고 있으며, 주로 흥미 위주의 읽기자료 위주라는 점이다.
수학사에 관한 자료가 그다지 많지 않고, 고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고대 수학사
또는 동양 수학사가 잘 언급되지 않으며, 이마저도 별도로 읽기자료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
[18, 21, 24].
교과서 의존적인 수업 상황은 중국 또한 비슷한 실정으로 중국에서 교과서는 교육의 근

간이자 경전에 가까운 기능을 하고 있다 [4, 8]. 한국과 중국은 동양 문화권에 속한 국가로
오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있으며, 일찍이 황허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치수나 역법 등의
필요에 의해 수학이 발달하였다 [9]. 또한 《구장산술》등의 수학 서적은 중국뿐만 아니

라 우리나라에서도 전통 산학의 경전과 같은 책으로 신라부터 조선시대까지 활용되었다

[1, 7]. 한국 전통 수학사의 많은 부분이 중국에서 들여온 서적을 중심으로 중국의 영향을
받아 독자적으로 발달한 것이므로 [2], 중국의 수학 교육에서 수학사를 어떻게 제시하는

지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 수학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한국 전통 수학사를 적용하는 데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장혜원 [4]은 수학사를 ‘어떻게’라는 방법적 측면에서 중국의 초·중학교 교과서의 수학

사 활용 실태를 분석하였다.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는 흥미나 동기 유발을 위한 소극적 활
용이 우세한 반면, 중학교에서는 인지적 측면에서 수학적 이해를 돕기 위한 적극적 활용이
우세하였다. 중국의 초중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수학사를 학습내용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

로 활용하고 있으며, 전통 문화의 민족적 우수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에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중국의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수학사를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함이 자연스럽게 뒤따르며, 곧 후속 연구의 필요성으로 이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고등학교 수학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수학사의 어떤 내용을, 어

떻게 다루고 있는지, 특히 수학사를 독립적인 교과로 다루는 것이 매우 인상적인 중국의

경우, 고등학교 수학사 교과서에서 중국의 전통 수학을 실제로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지 구
체적인 사례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동양수학사 또는 한국 전통 수학사를 우리나라
수학교육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교수·학습 자료 개발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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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2.1 분석 대상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2003년 공표한 ‘보통고등학교 수학교육과정(실험본)’과 이에

따른 ‘인민교육출판사 수학사 교재 A’이다 [5, 15].
수학교육과정에 있어, 중국 교육부는 2003년 ‘보통고등학교 수학교육과정(실험본)’을

발표하였고(이하 2003 교육과정) 2013년에 이르러서야 개정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2017년 ‘보통고등학교 수학교육과정(2017년)’을 제정하였다(이하 2017 교육과정)
[16]. 그러나 2017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는 연구 진행 중인 2018년 현 시점에서 아직

출판되지 않았으므로, 내용 분석에 앞서 2003 교육과정과 2017 교육과정의 수학사 관련

내용을 비교하여 교육과정을 통해 중국 수학교육에서 수학사를 어떻게 활용하고자 하는지

그 흐름을 알아보고자 한다.
한편, 수학사 교과서와 관련하여, 중국은 현행 교육과정인 2003 교육과정에 제시된 선택

계열 ‘3-1 수학사 선택’에 따른 수학사 교과서를 발행하고 있다. 중국의 고등학교 수학 교
과서는 심정(审定)체제를 거쳐 인민교육출판사A판, 인민교육출판사B판, 북경사범대학출
판사, 호남사범대학출판사, 강소교육출판사, 호북교육출판사 등 6종의 교과서를 발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출판사의 교과서 중, 대표성이 높고 그림과 수학사의 내용이 풍
부하게 실린 ‘인민교육출판사 수학사 교재 A’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23]. 2017 교육과정
에 따른 교과서는 아직 출판되지 않았으나, 수학사에 관한 내용은 2003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사 교재에 있는 내용을 참고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연구하는 가치가 있다.

2.2 분석 방법

2003 수학과 교육과정의 선택 3-1(Figure 1 참조)은 총 11개의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각 주제는 대주제와 소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주제는 번호를 붙여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소주제는 ◆를 사용하여 표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교육과정에서 1주제는

1. 초기산술 및 기하 – 수 세기(計數) 및 측정

◆ 파피루스에 기록된 수학(고대 이집트)
◆ 점토판에 기록된 수학(메소포타미아 유역)
◆ 중국<주비산경>, 구고(勾股)정리(조상(趙爽)의 그림)
◆ 십진법의 발전

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교과서와의 내용 비교를 위하여 교육과정 코드를 대주제는 ‘1-0’
과 같은 형태로, 소주제는 ‘1-1’, ‘1-2’등으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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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교육출판사 수학사 교재 A’는 총 9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단원은 ‘제1강
초기산술 및 기하’와 같이, 소단원은 중문 숫자표기를 이용하여 ‘一 고대이집트의 수학’,
‘二 메소포타미아 유역의 수학’과 같이 표시하고 있다. 편의를 위하여 대단원은 ‘1. 초기
산술 및 기하’와 같이, 소단원은 ‘(1) 고대이집트의 수학’로 표기하였다. 따라서 교육과정
코드는 ‘m-n’과 같은 형태로, 수학사 교과서의 단원을 언급할 때는 ‘i-(j)’와 같은 형태로
표기하였다.
이상과 같은 코딩 방법을 이용하여 중국 고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수학사

내용을 비교 분석하고, 구체적인 활용 사례를 파악할 수 있는 수학사 교과서를 분석할 것
이다. 전체 구성 내용은 교육과정과의 비교에서 이미 파악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구체적인
사례 파악을 위해 중국의 고대 수학사로 이루어진 제3강을 중심으로 내용 전개 특징을 사
례와 함께 제시할 것이다.

3 중국 고등학교 수학 교육과정에서 수학사의 위상

2003 교육과정에서는 수학사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교육과정의 기본 이념에서 ‘8.
수학의 문화적 가치 구현’과 관련하여 ‘고등학교 수학교육과정을 수학의 문화적 가치를 구

현하고, 수학문화의 학습요구에 대응하는 적절한 내용을 제시하여, 수학사 선택 이수 등의
전문적인 주제를 신설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15]. 이를 통해 교육과정에서 수학사를

수학문화의 학습을 위한 것으로, 독자적인 전문 주제로 구성하도록 규정함을 확인할 수

있다.
2003 고등학교 수학 교육과정 체계는 Figure 1과 같이 모든 학생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할 5개의 필수교육과정, 그리고 흥미와 진로에 따라 선택 가능한 4가지 계열의 선택교육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택 1,2계열은 여러 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모듈은 2
학점(36시간)이다. 선택 3,4계열은 전문주제(专题)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전문주제가 1
학점(18시간)에 해당하여 2개의 전문 주제로 하나의 모듈을 구성할 수 있다. 그 중 수학사
는 선택 계열 3-1에 해당한다. 다만, 내용 특성상 선택계열 3의 내용은 입시에서 제외하며,
각 학교에서 평가를 진행하되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15].
선택 계열 3-1 ‘수학사 선택’에서는 ‘수학 발전 과정에서의 중요한 사건, 주요 인물 및

성과, 수학의 탄생 및 발전 과정의 기초를 이해하고, 수학이 인류 문명의 발전에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체험하며, 수학 학습에 대한 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제고하고, 수학자의
신중하고 끊임없이 연구하는 태도를 체험한다’고 학습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학습을 마친
후, 학생들은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종합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수학사 선택 내
에는 다시 총 11개의 하위 선택 주제를 제시함으로써, 수업 내용으로 각기 다른 시대별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6개 이상의 주제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수학사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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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적 사상 및 방법을 소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15].

  

Figure 1. System of chinese highschool mathematics 

curriculum(2003)[15, p5]  

   

Figure 2. System of chinese highschool 

mathematics curriculum( 2017)[16, p10]  

  

 

비록 수학사가 교육과정에서 직접 언급되고 있고 선택 계열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으나, 

그에 비해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그 활용도가 매우 낮다 이는 입시에 치중하는 중국의 교. 

육 현실을 감안할 때 수학사가 입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의 네 개 지역의 교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5]. 256

교사들은 수학사강좌를 개설하고 싶어 하였으나 실제 개설하였다고 응답한 교사(78.52%), 

는 에 불과하였다13.28% [13].         

교육과정에서 수학 문화의 학습 요구에 따라 별도로 수학사를 전문 주제로 신설했2003 

던 것과는 달리 교육과정에서는 수학사 에 관한 내용을 교육과정에서 명시하고 있지 , 2017 ‘ ’

않다. Figure 와 같이 2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체계 전반에서 수학 문화 를 융합하 2017 ‘ ’

고자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수학사 또한 수학 문화의 일부로서 교과 내용 안으로 흡수하고, 

자 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 교육과정 부록에 제시된 수업 사례를 보

면 수학사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수업사례 의 , 2, 10, 18, 29

함수의 개념‘ 복소수의 도입 양휘삼각형 지구 둘레의 어림 에서 수학사 내용을 구체적’, ‘ ’, ‘ ’, ‘ ’

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수학사를 전 교육과정에 수용하여 교육 현장에서 적극 활용[16]. 

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수학사의 비중이 더욱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중국 , . , 

내에서도 교육과정에서 수학문화에 관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는바 실제2017 [25],  

교육현장에서의 수학사 활용도는 개정 교과서에서 수학문화나 수학사를 얼마나 어떻게 다, 

룰 것인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 고등학교 수학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수학사 내용 분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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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ystem of chinese highschool 

mathematics curriculum( 2017)[16, p10]  

  

 

비록 수학사가 교육과정에서 직접 언급되고 있고 선택 계열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으나, 

그에 비해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그 활용도가 매우 낮다 이는 입시에 치중하는 중국의 교. 

육 현실을 감안할 때 수학사가 입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의 네 개 지역의 교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5]. 256

교사들은 수학사강좌를 개설하고 싶어 하였으나 실제 개설하였다고 응답한 교사(78.52%), 

는 에 불과하였다13.28% [13].         

교육과정에서 수학 문화의 학습 요구에 따라 별도로 수학사를 전문 주제로 신설했2003 

던 것과는 달리 교육과정에서는 수학사 에 관한 내용을 교육과정에서 명시하고 있지 , 2017 ‘ ’

않다. Figure 와 같이 2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체계 전반에서 수학 문화 를 융합하 2017 ‘ ’

고자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수학사 또한 수학 문화의 일부로서 교과 내용 안으로 흡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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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의 개념‘ 복소수의 도입 양휘삼각형 지구 둘레의 어림 에서 수학사 내용을 구체적’, ‘ ’, ‘ ’, ‘ ’

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수학사를 전 교육과정에 수용하여 교육 현장에서 적극 활용[16]. 

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수학사의 비중이 더욱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중국 , . , 

내에서도 교육과정에서 수학문화에 관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는바 실제2017 [25],  

교육현장에서의 수학사 활용도는 개정 교과서에서 수학문화나 수학사를 얼마나 어떻게 다, 

룰 것인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 고등학교 수학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수학사 내용 분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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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ystem of Chinese highschool Figure 2. System of Chinese highschool
mathematics curriculum(2003) [15, p. 5] mathematics curriculum(2017) [16, p. 10]

비록 수학사가 교육과정에서 직접 언급되고 있고 선택 계열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으나,
그에 비해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그 활용도가 매우 낮다. 이는 입시에 치중하는 중국의 교
육 현실을 감안할 때 수학사가 입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25]. 실제로 중국의 네 개 지역의 교사 25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교사들은 수학사강좌를 개설하고 싶어 하였으나(78.52%), 실제 개설하였다고 응답한 교
사는 13.28%에 불과하였다 [13].

2003 교육과정에서 수학 문화의 학습 요구에 따라 별도로 수학사를 전문 주제로 신설

했던 것과는 달리, 2017 교육과정에서는 ‘수학사’에 관한 내용을 교육과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다. Figure 2와 같이 2017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체계 전반에서 ‘수학 문화’를
융합하고자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수학사 또한 수학 문화의 일부로서 교과 내용 안으로

흡수하고자 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교육과정 부록에 제시된 수업
사례를 보면 수학사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수업사례2, 10,
18, 29의 ‘함수의 개념’, ‘복소수의 도입’, ‘양휘삼각형’, ‘지구 둘레의 어림’에서 수학사 내
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16]. 이는 수학사를 전 교육과정에 수용하여 교육 현장
에서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수학사의 비중이 더욱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중국 내에서도 2017 교육과정에서 수학문화에 관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는바 [25], 실제 교육현장에서의 수학사 활용도는 개정 교과서에서 수학문화나 수학사를
얼마나,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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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 고등학교 수학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수학사 내용 분석

4.1 수학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수학사 내용 비교

교육과정과 수학사 교과서의 내용 비교 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교육과정 
코드 내용 교과서 구성요소 단원명( ) 비고

1-0
초기산술 및 기하 

수 세기 및 측정( ) 计数– 
초기산술 및 기하1. 

1-1
파피루스에 기록된 수학
고대 이집트( )

고대이집트의 수학(1) 

1-2
점토판에 기록된 수학
메소포타미아 유역( )

메소포타미아 유역의 수학(2) 

1-3
중국 주비산경< >, 
구고정리 조상 의 그림( ( ) )赵爽

주비산경 과 조상3-(1) < > (赵
의 현도) )爽 弦图（ ）

제 강 에서 ‘ 3 ’
다루고 있음

1-4 십진법의 발전
풍부하고 다채로운 수 세기(3) 

의 규칙( )计数

2-0 고대그리스의 수학
고대그리스의 수학2. 

그리스 수학의 선구자(1) 
탈레스

2-1

피타고라스의 다변형수, 
피타고라스의 정리부터 피타고라

스 수 까지(Pythagorean triple) , 
통약불가 문제( )不可公度问题

피타고라스 학파(2) 

2-2

유클리드와 기하학원론 연역< >, 
논리계통 제 공준 문제 컴퍼스, 5 , 
와 직각자를 이용한 작도 공리, 
화가 근대 과학에 미친 지대한 
영향

유클리드와 기하학원론(3) < >

2-3 아르키메데스의 작업 구적법: 수학의 신 아르키메데스(4) -

3-0 고대 중국의 수학 보물 중국의 고대 수학 보물3. 

3-1

구장산술 중의 수학 방정술< > ( (方

가감소원법), ( ), 程术 加减消元法
양수와 음수( ))正负数

구장산술(2) 

3-2
대연구일술 손자정( )(大衍求一术
리)

대연구일술(3) ( )大衍求一术

3-3 중국의 고대 수학자 소개 중국의 고대 수학자(4) 

4-0
평면해석기하학의 탄생 수와 - 
형의 결합

평면해석기하학의 탄생4.

4-1 함수와 곡선 좌표개념의 초기 맹아(1) 

4-2 데카르트 방법론의 의의
데카르트의 좌표(2) 
페르마의 해석기하학(3) 

해석기하학의 발전(4) 

5-0
미적분학의 탄생 획기적인 성– 
취

미적분학의 탄생5. 
미적분 탄생의 역사적 배경(1) 
과학의 거인 뉴턴의 작업(2) , 
라이프니치의 미적분(3) " “

6-0
근대 수학의 두 거성 오일러와 – 

가우스
근대 수학의 두 거성6. 

6-1 오일러의 수학 직관 분석의 화신 오일러(1) - 

6-2
가우스 시대의 특징 수학의 엄밀(
화)

수학의 왕자 가우스(2) - 

7-0
천고의 수수께끼 갈루아의 해- 

답
천고의 수수께끼7. 

7-1 아벨부터 갈루아까지

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의 (1) 3,4
발전

고차 방정식의 해결가능 문(2) 
제의 해결( )可解性问题的解决

갈루아와 군론(3) ( )群論
7-2 기하 작도의 대 난제3 고대 그리스의 대 기하 문(4) 3

Table 1. Comparison of contents of mathematics history in curriculum and textbooks of chinese highschool 

mathe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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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수학사 교과서의 내용은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을 전반적으로 충실히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부터 에 해당하는 확률과 통계 알고리즘에 관한 내용은 . , 9-0 10-2 ,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데 교과서, 의 난이도가 교과서 에 비해 낮은 것을 감안하 A B
였을 때 이는 교과서의 분량 및 난이도 조절, 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눈에 띄는 또 하나의 특징은 중국의 수학사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스나 유럽 중. 

심의 수학 내용에 한정짓지 않고 다양한 문화 특히 중국의 수학 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물, , . 
론 교육과정과 교과서 대부분의 내용은 서양 수학사에 해당하지만 교육과정은 개 주제 , , 11
중 개 주제를 교과서는 단원 중 단원을 중국의 수학을 소개하는 데 할애하고 있다 교2 , 9 2 . 
육과정 교과서 제 강 에서 중국의 고대 수학을 교육과정 교과서 제 강 에서는 3-0( 3 ) , 11-0( 9 )
중국의 현대 수학을 소개하고 있다 이는 애. 국주의 교육의 일환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중국 
문화에 자부심을 갖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다 교육[26]. 과정 의 주비산경과 구고정리 조1-3 (
상의 현도 에 관한 내용을 교과서에서는 초기산술 및 기하를 소개하는 첫 장에 포함시키지 )
않고 중국의 고대 수학사를 소개하는 제 강에서 함께 다루고 있다는 점 또한 이를 뒷받침3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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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의 고등학교 수학 교육과정과 수학사 교과서에는 동서양의 수
학사를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수학 문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그 중 중국의 . , 
고대 수학사는 중국 교사들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바 수학[13], 사 교과서 제 강을 중3
심으로 그 내용을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제 강은 단원 개관에서 컴퍼스인 규 와 곱자인 구 를 들고 있는 복희씨와 여와씨3 ( ) ( )規 矩

의 그림을 시작으로 갑골문에 이미 글자 출현 선진 시대의 수학적 개념으로 묵자, ( ) ( )先秦 ≪

7-3 근세 대수의 탄생 제의 해결
8-0 칸토어의 집합론 무한에 관한 _ 

사고 무한에 대한 심오한 개념8. 

8-1 무한 집합과 멱집합 고대의 무한 관념 (1) 
무한집합론의 창시(2) 

8-2 러셀의 역설과 수학적 기초 괴델(
의 불완전성 정리) 집합론의 진보와 완성(3) 

9-0 임의성 사상의 발전 내용 없음
9-1 확률론의 근원 내용 없음
9-2 근대 통계학의 연원 내용 없음

10-0 알고리즘사상의 역정 내용 없음
10-1 알고리즘의 역사와 배경 내용 없음
10-2 컴퓨터 과학중의 알고리즘 내용 없음
11-0 중국 현대수학의 발전 중국 현대수학의 개척 및 발전9. 

11-1
현대 중국의 수학자들의 분투와 
세계 수학의 선진 수준을 따라잡
은 찬란한 여정

중국 현대수학의 발전 개관(1) 
인민의 수학자 화뤄겅(2) (华罗– 

)庚
당대 기하의 대가 첸성신(3) – 

( )陈省身

Table 1. Comparison of contents of mathematics history in curriculum and textbooks of Chinese
highschool mathematics

분석 결과 수학사 교과서의 내용은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을 전반적으로 충실히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9-0부터 10-2에 해당하는 확률과 통계, 알고리즘에 관한 내용은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데, 교과서 A의 난이도가 교과서 B에 비해 낮은 것을 감안하
였을 때, 이는 교과서의 분량 및 난이도 조절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눈에 띄는 또 하나의 특징은 중국의 수학사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스나 유럽

중심의 수학 내용에 한정짓지 않고, 다양한 문화, 특히 중국의 수학 문화를 소개하고 있

다. 물론, 교육과정과 교과서 대부분의 내용은 서양 수학사에 해당하지만, 교육과정은 11
개 주제 중 2개 주제를, 교과서는 9단원 중 2단원을 중국의 수학을 소개하는 데 할애하고
있다. 교육과정 3-0(교과서 제3강)에서 중국의 고대 수학을, 교육과정 11-0(교과서 제9
강)에서는 중국의 현대 수학을 소개하고 있다. 이는 애국주의 교육의 일환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중국 문화에 자부심을 갖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다 [26]. 교육과정 1-3의 주비산경
과 구고정리(조상의 현도)에 관한 내용을 교과서에서는 초기산술 및 기하를 소개하는 첫
장에 포함시키지 않고 중국의 고대 수학사를 소개하는 제3강에서 함께 다루고 있다는 점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

4.2 수학사 교과서의 고대 중국 수학사 제시 사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의 고등학교 수학 교육과정과 수학사 교과서에는 동서양의

수학사를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수학 문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그 중 중

국의 고대 수학사는 중국 교사들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바 [13], 수학사 교과서 제3
강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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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내용 체계

제3강은 단원 개관에서 컴퍼스인 규(規)와 곱자인 구(矩)를 들고 있는 복희씨와 여와씨
의 그림을 시작으로(갑골문에 이미 글자 출현), 선진(先秦)시대의 수학적 개념으로 《묵자

(墨子)》에 실린 원이나 점등의 수학 개념과 《장자·천하편(莊子·天下篇)》에 실린 초기
극한 사상을 간단히 소개하고 있다. 본문은 크게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단원별로
소개하고 있는 구체적 내용은 Table 2와 같다.

에 실린 원이나 점등의 수학 개념과 장자천하편 에 실린 초기 극( ) ( )墨子 莊子天下篇≫ ≪ ․ ․ ≫

한 사상을 간단히 소개하고 있다 본문은 크게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단원별로 소. 4 , 

개하고 있는 구체적 내용은 Table 2와 같다.  

에서 보듯이 각 소단원은 고대 중국 수학서 및 수학자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Figure 2 , . 

소단원의 배열순서는 중국 최초의 천문학서인 주비산경을 시작으로 연대순으로 내용을 배치

하였다 또한 각 수학서에 내포된 수학자의 수학 사상을 자세히 전개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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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강의 소단원별로 다루고 있는 수학적 내용은 각기 다르나 소단원 별 서술 방식은 비3 , 

슷한 유형을 보이고 있다 제 강에서 중국의 전통 수학사를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지 그 특. 3

징에 따라 교과서의 실례와 함께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수학서에 나타나는 중국의 전통 수학 사상을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그 예로 고대 , . 

수학자들이 자주 쓰던  출입상보 의 원리 를 들 수 있다‘ ( ) ’ . 出入相補

제 강에서 출입상보의 원리는 에서 조상의 현도 유휘와 조긍이 구의 부피3 3-(1) , 3-(4) 

를 구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 등장한다 교과서에서는 도형을 분할하거나 보충한 후에도 면. ‘

적은 변하지 않는다 고 설명하고 있다 출입상보의 원리는 유휘가 구장산술주 의 구고장’ . ≪ ≫

에서 달았던 주석에도 등장하며 에서 재인용 이 유휘의 주에서 출입상( ) , ([10] )勾股章 吳文俊

보의 원리를 귀납적으로 도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떤 평면도형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도 그 면적은 변하지 않으며 , 

도형을 여러 조각으로 분할하여도 각 부분의 면적의 합은 원래 도형의 면적과 같

다 따라서 도형의 이동 전후의 면적 사이의 합 차는 간단한 상등관계가 존재한다. , 

[10].  

조상 은  주비산경 에서 ( )趙爽 ≪ ≫  구고원방도 를 저술하여 구고정리“ ( )” (勾股圓方圖 勾股定

단원명 수학서 수학자 내용

주비산경3-(1) ( )周髀算經≪ ≫

과 조상의 현도( )趙爽弦圖

주비산경

( )周髀算經
조상( )趙爽

구고정리 피타고라스의 정리- ( )

출입상보 원리-

3-(2) 구장산술( )九章算術≪ ≫
구장산술

( )九章算術

유휘( )劉徽

이순풍( )李淳風

영부족술-

방정술-

정부술-

3-(3)대연구일술( )大衍求一術
손자산경

( )孫子算經
손자( )孫子 물부지기수 문제 합동방정식- ( )

3-(4)고대 중국의 수학자

구장산술

수서율력지‧

( )隨書律曆志‧

유휘( )劉徽
할원술 원의 넓이- ( )

모합방개 구의 부피- ( )

조충지( )祖沖之 밀법 밀률약률- , , (!의 근사값)

조긍( )祖暅
출입상보 원리 구의 부피- ( )

개입원술 구의 부피- ( )

Table 2. Chapter 3 of chinese mathematics history textbook[5, pp23-35]

Table 2. Chapter 3 of Chinese mathematics history textbook [5, pp. 23–35]

Table 2에서 보듯이, 각 소단원은 고대 중국 수학서 및 수학자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
소단원의 배열순서는 중국 최초의 천문학서인 주비산경을 시작으로 연대순으로 내용을 배

치하였다. 또한, 각 수학서에 내포된 수학자의 수학 사상을 자세히 전개하고 있다.

수학사 내용 전개 특징

제3강의 소단원별로 다루고 있는 수학적 내용은 각기 다르나, 소단원 별 서술 방식은

비슷한 유형을 보이고 있다. 제3강에서 중국의 전통 수학사를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지 그
특징에 따라 교과서의 실례와 함께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수학서에 나타나는 중국의 전통 수학 사상을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그 예로 고대

수학자들이 자주 쓰던 ‘출입상보(出入相補)의 원리’를 들 수 있다.
제3강에서 출입상보의 원리는 3-(1)에서 조상의 현도, 3-(4) 유휘와 조긍이 구의 부피를

구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 등장한다. 교과서에서는 ‘도형을 분할하거나 보충한 후에도 면적
은 변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출입상보의 원리는 유휘가 《구장산술주》의 구고장

(勾股章)에서 달았던 주석에도 등장하며, 吳文俊( [10]에서 재인용)이 유휘의 주에서 출
입상보의 원리를 귀납적으로 도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떤 평면도형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도 그 면적은 변하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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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을 여러 조각으로 분할하여도 각 부분의 면적의 합은 원래 도형의 면적과

같다. 따라서 도형의 이동 전후의 면적 사이의 합, 차는 간단한 상등관계가 존
재한다 [10].

조상(趙爽)은 《주비산경》에서 “구고원방도(勾股圓方圖)”를 저술하여 구고정리(勾股定

理)를 증명하였다. 조상은 이 정리를 증명할 때 Figure 3과 같이 현도(弦圖)를 사용하였
는데, 이는 현(빗변)을 정사각형의 한 변으로 한 그림을 말한다. Figure 4의 음영부분과
같이 삼각형의 직각 부분의 두 변인 구(勾)와 고(股)를 각 변으로 하는 두 개의 정사각

형을 합한 도형 ADE의 면적은 a2 + b2이다. 합쳐진 두 도형이 포함하고 있는 두 개의

삼각형을 Figure 4와 같이 이동하면 원래 직각 삼각형의 현이 한 변인 정사각형이 되며

면적은 c2이다. 교과서에서는 이것이 c2 = a2 + b2에 대한 증명이며, 출입상보의 원리를
기본 사상으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를 증명하였다 조상은 이 정리를 증명할 때 과 같이 현도) . Figure 3 (理 弦圖 를 사용하였는)

데 이는 현 빗변 을 정사각형의 한 변으로 한 그림을 말한다, ( ) . Figure 의 음영부분과 같이 4

삼각형의 직각 부분의 두 변인 구 와 고 를 각 변으로 하는 두 개의 정사각형을 합한 ( ) ( )勾 股
도형 의 면적은 ADE "#$%#이다 합쳐진 두 도형이 포함하고 있는 두 개의 삼각형을 . Figure 

와 같이 이동하면 원래 직각 삼각형의 현이 한 변인 정사각형이 되며 면적은 4 &#이다 교과. 

서에서는 이것이 &# '"#$%#에 대한 증명이며 출입상보의 원리를 기본 사상으로 한다고 설명, 

하고 있다. 

Figure 3. the first 
page of Zhou bi suan 
jing [5, p24] 

         Figure 4. 
Xian tu of Zhao Shuang [5, 

p24] 

둘째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고대 수학서에 있는 문제와 해법을 현재 사용하는 수식, 

이나 표 그림 등을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 

와 에서는 구장산술 에서는 손자산경 이 다루어지며 책에 포3-(2) 3-(4) , 3-(3) , ≪ ≫ ≪ ≫
함된 수학 문제와 풀이를 다루면서 전통적인 표현의 어려움을 경감시키고자 오늘날의 해설
을 제시하는 것이다 구장산술 의 영부족술 을 예로 들면 교과서에서 우선 영. ( ) , ‘盈不足術≪ ≫
부족 장의 장 번 문제를 원문과 함께 현대 중국어로 해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1 1 . ‘오늘 공동

으로 물건을 사는데 각자가 문전 고대 화폐 단위 씩의 돈을 내면 문전이 남고, 8 ( , ) 3 , 7文錢

문전씩 내면 여전히 문전이 부족하다 사람 수와 물건의 가격은 얼마인가4 . ?1) 이는 중국 전’ 
통 수학의 독특한 계산법이지만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연립방정식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로, 

교과서에서도 우선 연립방정식을 통한 계산 과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해법인 술 에 해당. ‘ ’
하는 내용을 학생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과 함께 해설하고 있다Table 3 . 

 

각 사람이 낸 돈을 먼저 적고 표 제 행 소출율 남은 것과 부족한 돈 ( 1 : ( )), 所出率

을 구분하여 그 아래에 적는다 표 제 행 영부족 이를 구분하여 쓴 뒤 ( 2 : ( )). 盈不足
각출한 돈을 교차하여 곱하고 유승 은 교차하여 서로 곱하는 것( )(“ ( )” “交錯相乘 維乘

을 의미한다 표 제 행 다시 서로 더한 결과를 ( )” , 3 : 8×4=32, 7×3=21), 交錯相乘

실 이라고 한다 표 제 행 영 과 부족 을 서로 더한 것“ ( )” ( 4 : 32+21=53). ( ) ( )實 盈 不足
을 법 이라 한다 표 제 행 소출한 돈을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수“ ( )” ( 5 : 3+4=7). 法
로 표 제 행 각각 법 과 실 을 나눈다 즉 실 을 나누어 얻은 몫이 물( 6 : 8-7=1), “ ” “ ” . , “ ”
건의 가격이고 표 제 행 법 을 나누어 얻은 몫은 사람의 수이다( 7 : 53÷1=53), “ ( )”法
표 제 행( 8 : 7÷1=7)2).  

1) , , , .今有共買物 人出七不足四 問人數 物價各幾何
2) : , , . , , , , , , 盈不足術曰 置所出率 盈 不足各居其下 令维乘所出率 并以为实 并盈 不足为法 置所出率 以少减多 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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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 표 제 행 다시 서로 더한 결과를 ( )” , 3 : 8×4=32, 7×3=21), 交錯相乘

실 이라고 한다 표 제 행 영 과 부족 을 서로 더한 것“ ( )” ( 4 : 32+21=53). ( ) ( )實 盈 不足
을 법 이라 한다 표 제 행 소출한 돈을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수“ ( )” ( 5 : 3+4=7). 法
로 표 제 행 각각 법 과 실 을 나눈다 즉 실 을 나누어 얻은 몫이 물( 6 : 8-7=1), “ ” “ ” . , “ ”
건의 가격이고 표 제 행 법 을 나누어 얻은 몫은 사람의 수이다( 7 : 53÷1=53), “ ( )”法
표 제 행( 8 : 7÷1=7)2).  

1) , , , .今有共買物 人出七不足四 問人數 物價各幾何
2) : , , . , , , , , , 盈不足術曰 置所出率 盈 不足各居其下 令维乘所出率 并以为实 并盈 不足为法 置所出率 以少减多 余……

Figure 3. the first page of Zhou bi suan jing Figure 4. Xian tu of Zhao Shuang [5, p. 24]
[5, p. 24]

둘째,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고대 수학서에 있는 문제와 해법을 현재 사용하는 수
식이나 표, 그림 등을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3-(2)와 3-(4)에서는 《구장산술》, 3-(3)에서는 《손자산경》이 다루어지며, 책에 포
함된 수학 문제와 풀이를 다루면서 전통적인 표현의 어려움을 경감시키고자 오늘날의 해설

을 제시하는 것이다. 《구장산술》의 영부족술(盈不足術)을 예로 들면, 교과서에서 우선
‘영부족’장의 1장 1번 문제를 원문과 함께 현대 중국어로 해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오늘
공동으로 물건을 사는데, 각자가 8문(文, 고대 동전 단위)씩의 돈을 내면 3문이 남고, 7
문씩 내면 여전히 4문이 부족하다. 사람 수와 물건의 가격은 얼마인가?1)’ 이는 중국전통
수학의독특한계산법이지만오늘날의관점에서는연립방정식으로해결가능한문제로,교과
서에서도 우선 연립방정식을 통한 계산 과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해법인 ‘술’에 해당하는
내용을학생들이알아보기쉽도록 Table 3과함께해설하고있다.

1) 今有共買物, 人出八盈三, 人出七不足四, 問人數, 物價各幾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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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사람이낸돈을먼저적고(표제1행 : 소출율(所出率)),남은것과부족한돈을
구분하여그아래에적는다(표제2행 : 영부족(盈不足)). 이를구분하여쓴뒤각
출한돈을교차하여곱하고(交錯相乘)(“유승(維乘)”은 “교차하여서로곱하는
것(交錯相乘)”을 의미한다,표제3행 : 8× 4 = 32, 7× 3 = 21),다시서로더한
결과를 “실(實)”이라고한다(표제4행 : 32 + 21 = 53). 영(盈)과부족(不足)
을 서로 더한 것을 “법(法)”이라 한다(표 제5행 : 3 + 4 = 7). 소출한 돈을 큰
수에서작은수를뺀수로(표제6행 : 8− 7 = 1),각각 “법”과 “실”을나눈다. 즉,
“실”을나누어얻은몫이물건의가격이고(표제7행 : 53÷ 1 = 53), “법(法)”을
나누어얻은몫은사람의수이다(표제8행 : 7÷ 1 = 7)2)

  

소출율( )所出率 8         7

영부족( )盈不足 3         4

유승( )維乘 32       21

실( )實 53

법( )法 7

소출율의 차( )所出率差 1

물건의 가격( )物價 53

사람 수( )人數 7

Table 3. Process of ‘Excess and Deficit Rule’[5, p26]  

이와 같은 영부족술의 전형적인 문제 상황은 ‘(명의 사람이 )만큼의 돈으로 물건을 샀다

고 한다 만약 각 사람이 . *만큼의 돈을 내면 +만큼의 돈이 남고 각 사람이 ( ), 盈 *′만큼 돈

을 내면, +′만큼의 돈이 부족하다 이며 해법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 )’ , 不足 (',*-*′
+$+′

, 

)',*-*′
*+′$*′+

이다 사실 이 문제는 방정식을 이용하여 해결 가능하므로 학생들이 굳이 영부. , 

족술을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교과서에서는 그 당시 난제에 . 

해당하는 두 마리의 쥐가 벽의 반대쪽에서 동시에 벽을 뚫는 문제, 3)를 제기하여 영부족술

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있다.   

셋째 중국의 고대 수학사를 외국의 수학사와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는 개 소단원, . 4

에서 모두 나타난다 대부분 이는 서양의 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국의 가 몇 세기 앞선 . ‘ A B

것이다 와 같은 형태로 서술하고 있어 애국주의 교육의 일환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두드러.’ , 

진다.  

교과서에서 중국과 외국을 비교한 사례로는 조상이 증명한 구고정리를 인도의 바스카라 

세 의 증명과 구장산술 은 기하학원론 과 손자의 물부지기수 문제는 2 (Bhaskara ) , , Ⅱ ≪ ≫ ≪ ≫

가우스의 정리와 유휘의 할원술 은 그리스 안티폰의 궁갈법, ( ) (割圓術 과 조씨원리) , 窮竭法
는 카발리에리의 원리와 비교한 것을 들 수 있다( ) . 祖氏原理

넷째 중국의 수학 개념이나 원리가 발달한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특히 이는 에서 , . , 3-(4)

가장 잘 나타나 있다 이 소단원에서는 중국의 고대 수학자인 유휘와 조충지 조긍 부자의 . , 

수학적 업적을 소개한다 더불어 원주율의 근사값 구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이 어떻게 발전. , 

하고 있는지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교과서에서는 중국의 원주율 근사값의 발달을 구장산술의 주삼경일 유휘의 휘율 조충‘ ’, ‘ ’, ‘

지의 밀률과 약률 순으로 언급한다 구장산술 에서 전통적으로 원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 ’ . ≪ ≫

사용한 ‘주삼경일 방법은 ( )’ 周三徑一 !'.으로 간주한 것이다 유휘는 . 구장산술≪ ≫ 방전(方

장 원전술 에서 할원술을 사용해 원주율을 계산하였다 할원술이란 와 ) ‘ ( )’ . , Figure 5田 圓田術
같이 원에 내접한 다각형의 넓이는 원보다 그 넓이가 작고 다각형의 변을 배가할수록 정다

각형의 넓이는 점차 원의 넓이에 가까워진다는 유휘의 극한 사상을 말한다 유휘는 육각형. 

. , . 以约法 实 实为物价 法为人数、
3) 두께가  , . , . , . , 5今有垣厚五尺 两鼠对穿 大鼠日一尺 小鼠亦日一尺 大鼠日自倍 小鼠日自半 问何日相逢 各穿几何？
척인 벽이 있는데 두 마리의 쥐가 각각 벽의 양쪽에서 구멍을 뚫고 있다 큰 쥐는 하루에 한 척씩 뚫을 수 , . 
있고 그 후에는 매일 배씩 더 뚫을 수 있다 작은 쥐는 매일 한 척씩 뚫을 수 있고 그 후 매일 반씩 줄어, 2 . , 

든 만큼 뚫을 수 있다 며칠이 지나야 두 쥐가 서로 만날 수 있는가 각각 몇 척씩 뚫었는가. ? ?

Table 3. Process of ‘Excess and Deficit Rule’ [5, p. 26]

이와 같은 영부족술의 전형적인 문제 상황은 ‘x명의 사람이 y만큼의 돈으로 물건을 샀

다고 한다. 만약 각 사람이 m만큼의 돈을 내면 n만큼의 돈이 남고(盈), 각 사람이 m′만큼

돈을 내면, n′만큼의 돈이 부족하다(不足)’이며, 해법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x =
n+ n′

m−m′ ,

y =
mn′ +m′n

m−m′ 이다. 사실 이 문제는 방정식을 이용하여 해결 가능하므로, 학생들이 굳이
영부족술을사용해야하는가에대한의문을제기할수있다. 이에교과서에서는그당시난제에
해당하는,두마리의쥐가벽의반대쪽에서동시에벽을뚫는문제3) 를제기하여영부족술의

필요성을환기시키고있다.
셋째,중국의고대수학사를외국의수학사와비교하여제시하고있다. 이는 4개소단원에서

모두나타난다. 대부분 ‘이는서양의 A에해당하는것으로중국의 B가몇세기앞선것이다.’
와 같은형태로서술하고있어,애국주의교육의일환으로사용되고있음이두드러진다.
교과서에서중국과외국을비교한사례로는조상이증명한구고정리를인도의바스카라 2

세(Bhaskara Ⅱ)의증명과, 《구장산술》은《기하학원론》과, 손자의물부지기수문제는
가우스의 정리와, 유휘의 할원술(割圓術)은 그리스 안티폰의 궁갈법(窮竭法)과, 조씨원리

2) 盈不足術曰 : 置所出率, 盈, 不足各居其下. 令维乘所出率, 并以为实, 并盈, 不足为法……置所出率, 以少减多, 余,
以约法、实. 实为物价, 法为人数.

3) 今有垣厚五尺, 两鼠对穿. 大鼠日一尺, 小鼠亦日一尺. 大鼠日自倍, 小鼠日自半. 问何日相逢, 各穿几何？두께가
5척인 벽이 있는데, 두 마리의 쥐가 각각 벽의 양쪽에서 구멍을 뚫고 있다. 큰 쥐는 하루에 한 척씩 뚫을 수
있고, 그 후에는 매일 2배씩 더 뚫을 수 있다. 작은 쥐는 매일 한 척씩 뚫을 수 있고, 그 후 매일 반씩 줄어든
만큼 뚫을 수 있다. 며칠이 지나야 두 쥐가 서로 만날 수 있는가? 각각 몇 척씩 뚫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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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祖氏原理)는카발리에리의원리와비교한것을들수있다.
넷째, 중국의 수학 개념이나 원리가 발달한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특히, 이는 3-(4)에서

가장잘나타나있다. 이소단원에서는중국의고대수학자인유휘와조충지,조긍부자의수
학적업적을소개한다. 더불어원주율의근사값,구의부피를구하는방법이어떻게발전하고
있는지자세히서술하고있다.
교과서에서는중국의원주율근사값의발달을 ‘구장산술의주삼경일’, ‘유휘의휘율’, ‘조충

지의밀률과약률’순으로언급한다. 《구장산술》에서전통적으로원의넓이를구하기위해

사용한 ‘주삼경일(周三徑一)’ 방법은 π ≒ 3으로간주한것이다. 유휘는《구장산술》방전

(方田)장 ‘원전술(圓田術)’에서할원술을사용해원주율을계산하였다. 할원술이란, Figure
5와같이원에내접한다각형의넓이는원보다그넓이가작고다각형의변을배가할수록정다
각형의넓이는점차원의넓이에가까워진다는유휘의극한사상을말한다. 유휘는육각형을
시작으로 192각형까지 다루어 원주율의 근사값 π ≒ 3.14, 분수로는 157

50
로 표현되는 휘율

(徽率)을계산해내었다.
조충지는여기서더나아가원주율의범위를계산하여 ‘밀률(密律)’과 ‘약률(約率)’을 구

하였다. 《수서·율력지》에 ‘밀률 : 원의 지름이 113이면, 원주는 335이고, 약률 : 원의 지름
이 7이면 원주는 22이다4)’라고 연구 결과를 언급하고 있고, 이를 분수로 표현하면, 밀률은
π ≒ 355

113
이고,약률은 π ≒ 22

7
이다. 약률은아르키메데스가발견한바있으나,밀률은새로운

시도이므로 ‘조율(祖率)’로 불리기도한다.

을 시작으로 각형까지 다루어 원주율의 근사값 192 !≈.012 분수로는 , ,34

135
로 표현되는 휘율

을 계산해내었다( ) . 徽率
조충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원주율의 범위를 계산하여 밀률 과 약률 을 구‘ ( )’ ‘ ( )’密律 約率

하였다. ≪수서율역지․ ≫에 밀률 원의 지름이 이면 원주는 이고 약률 원의 지름이 ‘ : 113 , 335 , : 

이면 원주는 이다7 22 4) 라고 연구 결과를 언급하고 있고 이를 분수로 표현하면 밀률은 ’ , , 

!',11.

.33
이고 약률은 , !',5

##
이다 약률은 아르키메데스가 발견한 바 있으나 밀률은 새로운 . , 

시도이므로 조율 로 불리기도 한다‘ ( )’ . 祖率

Figure 5. Ge yuan shu of 

Liu Hui [5, p32] 

     
Figure 6. Mou he fang gai[5, p33]

 

       

구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은 카발리에리의 원리와 유사한 조씨원리 의 발견과 더불어 그 ‘ ’

발달과정을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은 유휘가 구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 고안한 . Figure 6

모합방개 라는 도형으로 정육면체 내에 서로 수직으로 내접하는 두 개의 원기둥‘ ( )’ , 牟合方盖
이 겹치는 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모 는 배가 하다 방개 는 사각모양의 . ‘ ( )’ ‘ ( ) ’, ‘ ( )’ ‘牟 倍加 方蓋
덮개 를 의미하므로 모합방개 는 두 개의 사각 덮개를 서로 합하여 놓은 도형의 모양을 ’ , ‘ ’ ‘ ’ 

지칭한다 왼쪽의 정육면체에 내접하는 구를 생각해 보았을 때 바닥에 수[3][14]. Figure 6 , 

평으로 자른 절단면의 모양은 원 구의 단면 과 이와 외접한 정사각형 모합방개의 단면 이 ( ) ( )

될 것이다 유휘는 각각의 높이에서 수평으로 자른 단면인 원과 그 외접한 정사각형의 면적. 

의 비가 모두 ! 6 2임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구의 부피와 모합방개의 부피의 비 또한 . , ! 6 2임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유휘는 이를 일반화된 형식으로 표현하지 않았으며 모합방개의 부. , 

피 또한 구하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의문스러운 것을 보류하지 않을 수 없으니 능력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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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조충지와 조긍 부자에게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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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것이다. 유휘는각각의높이에서수평으로자른단면인원과그외접한정사각형의면적의
비가모두 π : 4임을발견하였다. 따라서,구의부피와모합방개의부피의비또한 π : 4임을

알수있다. 그러나유휘는이를일반화된형식으로표현하지않았으며,모합방개의부피또한
구하지못하여어쩔수없이 ‘의문스러운것을보류하지않을수없으니,능력있는자가말하
기를기다린다.5)’고말하였고,유휘가말한능력있는자의영예는약 200년후조충지와조긍
부자에게돌아갔다.

Figure 7. 1/8 of Mou 

he fang gai[5, p34] 

  
Figure 8. Interior parts 

and exterior parts[5, 

p34]

  
Figure 9. Sum of exterior parts[5, p34]

  

  

      

조긍은 우선 과 같이 모합방개의 팔분의 일을 취하고 이에 외접하는 정육면체를 Figure 7 , 

생각하였다 외접하는 부분은 세 개의 작은 입체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과 같다. , Figure 8 . 

모합방개의 팔분의 일에 해당하는 부분은 내기 세 개의 작은 입체는 외기“ ( )”, “ ( )” 內棋 外棋
라고 한다 조긍은 같은 높이에 있는 세 개의 외기 의 절단면 넓이의 합은 정육면체. ( ) , 外棋
의 한 면을 밑면으로 하는 뒤집어진 사각뿔과 같은 높이에 있는 절단면 면적과 같음을 발견
하였다6) 이는 와 같다 이 원리를 이용하여 조긍은 세 개의 외기의 부피의 합은 . Figure 9 . 

정육면체의 한 변의 길이와 가로 세로 높이가 같은 사각뿔의 부피와 같음도 증명하였다 이. 

를 식으로 표현하면, 

7사각뿔 ',.
8.

그러므로 , 7모합방개 '98
.-,.
8.
:×<',.

1=8.

이고 유휘의 결론에 따라 , 

7구 67모합방개'! 62> 7구 6,.

1=8.
'! 6 2> 따라서7구 ',.

2!8.
 

이다.  

논의 및 제언5.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현행 고등학교 수학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수학사에 관한 내용을  

를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의 수학 교육과정에서는 수학사 선. , 

택 교과가 별도로 허용될 정도로 수학사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수학사 교과서의 내용, 

은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중국의 전통 수학과 현대 수학. , 

에 관한 주제를 따로 편성하여 수학사를 애국주의 교육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중 중국 전통 수학의 교과서 전개 방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를 집중적으로 다. , 

루고 있는 수학사 교과서의 제 강 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몇 가지 전개상의 특징을 발견할 ‘ 3 ’ , 

수 있었다 중국 전통 수학 사상을 중시하며 고어 로 제시된 수학 문제의 이해를 돕. , ( )古語
기 위해 해설과 함께 수식 표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중국의 고대 수학사를 , . , 

외국의 수학사와 비교하여 수학 문화의 다양성을 체험하고 자국 문화에 자부심을 갖도록 하

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수학이 발달한 과정을 자세히 서술하였다. , .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수학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동양 수학사를 활용하는 데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6) 단면과 높이가 같으니 부피는 다르지 않다 , . , .冪勢卽同 則積不容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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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긍은우선 Figure 7과같이모합방개의팔분의일을취하고, 이에 외접하는정육면체를
생각하였다. 외접하는 부분은 세 개의 작은 입체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Figure 8과 같다.
모합방개의 팔분의 일에 해당하는 부분은 “내기(內棋)”, 세 개의 작은 입체는 “외기(外棋)”
라고한다. 조긍은같은높이에있는세개의외기(外棋)의절단면넓이의합은,정육면체의한
면을밑면으로하는뒤집어진사각뿔과같은높이에있는절단면면적과같음을발견하였다6).
이는 Figure 9와 같다. 이 원리를 이용하여 조긍은 세 개의 외기의 부피의 합은 정육면체의
한모서리의길이와가로세로높이가같은사각뿔의부피와같음도증명하였다. 이를식으로
표현하면,

V사각뿔 =
r3

3
, 그러므로 V모합방개 = (r3 − r3

3
)× 8 =

16r3

3

이고,유휘의결론에따라

V구 : V모합방개 = π : 4, V구 :
16r3

3
= π : 4, 따라서 V구 =

4πr3

3

이다.

5) 敢不闋疑, 以俟能言者.
6) 冪勢卽同, 則積不容異. 단면과 높이가 같으니, 부피는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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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의및제언

본연구에서는중국의현행고등학교수학교육과정과교과서에서수학사에관한내용을어

떻게제시하고있는지분석하였다. 분석결과,중국의수학교육과정에서는수학사선택교과가
별도로허용될정도로수학사를중요하게다루고있으며,수학사교과서의내용은교육과정을
충실히반영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특히,중국의전통수학과현대수학에관한주제를따로
편성하여수학사를애국주의교육의수단으로사용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그중,중국전통
수학의 교과서 전개 방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수학사 교과서의

‘제3강’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몇 가지 전개상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중국 전통 수학
사상을중시하며, 고어(古語)로제시된수학문제의이해를돕기위해해설과함께수식, 표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중국의 고대 수학사를 외국의 수학사와 비교하여 수학
문화의다양성을체험하고자국문화에자부심을갖도록하고있다. 마지막으로,중국의수학이
발달한과정을자세히서술하였다. 이와관련하여우리나라수학과교육과정과교과서에동양
수학사를활용하는데몇가지시사점을제시할수있다.
첫째,수학사는단순한흥미유발을위한읽기자료가아닌수학적개념탐구를위해활용되

어야한다. 동양수학은현재널리통용되는수학과용어및전개방식에차이가있어활용이
어렵다는난점이있다. 그러나서양의수학적개념과대비되는개념을꾸준히제시한중국의
수학사 교과서 사례를 통해 보았을 때, 충분히 오늘날 학생들이 배우는 수학과 연관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제시되는 수학사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다는기존의비판을넘어설수있을것이다.
둘째,수학적다양성과문화적다양성을체험할수있도록기존의연구자료를활용하여교

육과정과교과서에수학사관련내용을보강해야한다. 한예로,중국의수학사교과서에서는
구의 부피를 구하는 과정에서 카발리에리의 원리에 해당하는 조씨 원리가 구현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이에 관한 선행 연구가 있고 [3, 20],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는 비단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할 뿐만 아니라, 수학적
사고가다양한형태로이루어질수있음을자연스럽게체험하게할것이다.
셋째, 민족 문화 주체성을 고취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전통 수학 자료를 보충해야 한다. 중

국 수학에서는 피타고라스의 정리 대신 구고정리라고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비단
중국이 관련 원리를 먼저 발견하였다는 자부심뿐만 아니라, 학생들로 하여금 자연스레 고대
수학사에관심을가지도록하는효과도있다. 현재통용되는용어를전통수학에서사용하던
용어로바꾸는것은무리가있으나,관련자료를통해학생들에게이를노출시킨다면자연스레
전통수학을인지하고관심을유발할수있을것이다.
넷째, 후세들이 한국 전통 수학사를 연구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요소 중 하나가 언어이다.

수학서가모두한자로쓰여있는반면,현재우리는한자로쓰인글을읽는데능숙한이가많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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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언어라는도구로인해수학적탐구가저해되지않도록오늘날의용어나표현및표기를
이용하여 수학사의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조상들의 수학에 대한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는발판을마련하여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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