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학사학회지 The Korean Journal for History of Mathematics
제25권 제2호 (2012년 5월), 35–55

Herbart의수학교육에대한고찰

A study of the mathematics education of Herbart

강현영 Hyun Young Kang

이 글에서는 처음으로 교육학의 과학적 성격을 분명히 하고 교육학을 하나의 체계적인

학문으로 정립시키려고 노력하였던 Herbart의 수학교육에 대해 살펴보고 시사점을 논

의한다. Pestalozzi의‘직관의 ABC’에 기초하여 자신의 교육학 체계를 구체화하여 직

관적 도형교육을 제시한 Herbart의「Pestalozzi’s Idea of an ABC of Sense-Perception
Investigated and Scientifically Carried out as a Cycle of Preliminary Exercise in
the Application of Forms」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이것은 Herbart의 수학교육에 대한

거의 유일한 저술로서 Herbart의 수학교육의 의미와 방법 등의 교육적 시사점을 논의한

다.

This article discusses and reviews the mathematics education of Herbart who had
clarified the nature of the scientific education and established the systematic study
of pedagogy for the first time. We are mainly investigated the「Pestalozzi’s Idea
of an ABC of Sense-Perception Investigated and Scientifically Carried out as a Cy-
cle of Preliminary Exercise in the Application of Forms」that proposed intuitive
geometric education that embodied his theory on education. Based on this, We
discusses the educational implications-the purpose and methods of mathematics
education and so on.

Keywords: Herbart, 도덕성과 수학교육 (morality and mathematics education), 실
제적인 교수 (practical teaching), 직관의 도야 (cultivate of intuition).

1 서론

Herbart(1776〜1841)는 서구사회에서 처음으로 학문적 교육학을 시도한 독일의 교육철

학자로 교육학의 아버지라고 불린다. 그는 교육학의 과학적 성격을 분명히 하고 교육학

을 하나의 체계적인 학문으로 정립시키려고 노력하였으며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을‘도

덕성’을 실현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그 당시 주를 이루었던 지식전달위주의

교육방식을 비판하고 인간의 다차원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수업을 제안하였

다. 오늘날 지적 교육과 정의적 교육의 조화 속에서 바람직한 인간을 기르고자 하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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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수업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Kant의 철학의 교육학적 비판 위에 성립한 Herbart의 교육학에 대해 그동안 많은 연

구들이 있었다. 김창완 (2002)은 Herbart 교육사상의 다면성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교

육적 수업’이론, 교육개혁 사상 등 그의 교육학의 특성을 전반적으로 다루었다. 이환기

(1998)는 Herbart의 교수이론을 뒷받침하는 심리학적 이론들을 설명하고 그의 교육학

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념적 요소들을 교수이론 속에서 하나의 체계로 설명하여

교육이론으로 구체화하였다. Herbart 교수이론의 근본적 과제를 도덕적 인간형성과 사

회적 실천적 인간의 육성을 동시에 실현해야 함을 제시하거나 (정경영, 1999) 그의 교육

학의 중심주제가 어떻게 서로 모순되지 않고 관련되어 있는 지, 심리학 이론이 교육에

어떻게 응용되어 가능한지의 여부를 그의 저작과 관련 문헌들을 통해 고찰하였다 (임태

평, 2009, 2010). 수학교육 분야에서 Herbart가 설명하는 지식과 도덕과의 관련 속에서

수학이 도덕교육과 어떻게 관련되는 가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한대희, 2008). 그 외에도

국내외에서 오랫동안 Herbart에 관한 다양한 논문과 번역서들을 통해 그의 이론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Herbart가 교육학을 하나의 독립된 학문으로 정착시켰다는 것을 드

러내는 데에 주안점을 두거나 Herbart의 심리학이 수업의 과정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즉 그의 교육 이론에 나타나는 다양한 개념들을 상세히 설명

하고 부분적 혹은 전체적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수학교육에서는 Herbart의 도덕교육과

수학과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를 인간교육적 측면에서 다루었으나 수학교육과 관련된 구

체적인 내용이나 방법과 그것의 교육적 논의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Herbart의 교수이론이 보다 의미있게 교육에 적용 가능한가는 교과의 내용과의 구

체적인 관련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Herbart는 Peataolzzi의 교육사상이 초등교육

을 넘어 교육일반에 적용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하였는데, 무엇보다 Pestalozzi의‘직관

의 ABC’에 기초하여 자신의 교육학 체계를 구체화한 직관적 도형교육을 제시하였다.

Eckoff(1896)는 Pestalozzi의 중요한 저서인‘직관의 ABC’를 Herbart가 상세히 설명

해 놓은 책과 Herbart의 7개의 소논문을 합하여「Herbart의 직관의 ABC」라는 책으

로 번역하여 소개하였다. 이 책의 두 번째 부분이 수학교육과 관련하여 논의한 내용으

로, Herbart의‘Pestalozzi’s Idea of an ABC of Sense-Perception Investigated and

Scientifically Carried out as a Cycle of Preliminary Exercise in the Application of

Forms’이다. 이 글에서 Herbart는 자신의 교육학 체계를 구체화하여 현재 고등학교에

서 다루고 있는 평면삼각법에 대한 직관적인 전개를 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저술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 문헌을 중심으로 Herbart의 수학교육에 대한 논의를 고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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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다. 2절에서는 Herbart의 교육 및 교과교육의 의미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3

절에서는 Herbart의 교육학 체계를 수학교육에서 어떻게 구체화 하고 있는 지 살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4절에서는 Herbart의 교수이론 및 수학교육론에 따른 시사점을 논

의하고자 한다.

2 Herbart의 교육론

Herbart에 있어서 교육의 최고 목적은 도덕성에 다다르는 것이다. Kant는 교육을 통해

인간이 도덕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보지 않았지만, Herbart는 인간이 교육을 통해

도덕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본 절에서는 Herbart의 교육의 의미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한다.

2.1 Herbart의 인간이해

Herbart는 인간의‘도야가능성 (Bildsamkeit)’을 제시하면서 인간이 교육을 받을 수 있

는 능력을 갖고 태어났다는 점뿐 아니라 인간이 교육을 통해 도덕적인 인간이 될 수 있

다고 하였다. Herbart에 의하면 인간은 두 세계에 존재하며, 감각적인 인간인 동시에 이

성적인 인간이 될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난 존재이다. 인간은 먼저 감각세계에 존재하고

시간이 지나고 경험을 쌓음에 따라 인간의 모습은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로 변화한

다.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인간이 바로 인간 삶의 목적이며 동시에 교육의 목적이 된다.

따라서 그는 인간 삶의 모습이자 목적을‘도덕성’이라 하고 이러한‘도덕성’은 일회적인

사고의 혁명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교육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교육자들에게 있어서 도덕성은 하나의 사건과 같은 것이요, 인간에게 자연적으

로 주어진 능력이다. 도덕성은 비록 작은 것이라고는 하지만, 생각�상상력�경향�
욕구 등과 마찬가지로 이미 학생의 영혼 안에 내재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도덕성은 상상력 등 다른 것들과 함께 학생의 정신력 전체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

소이다. 그러한 도덕성, 즉 선한 의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양이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며, 어떤 때는 없어졌다가 다시 성장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모든 점은 학생의 삶을 관찰해보면 확인할 수 있는 사실들이다 (Herbart, 1804,

p105; 김창환, 2002, 재인용).

Herbart는 인간이 교육에 의존하고 동시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존재

로 생각하였고 그러한 통찰을 자신의 교육학의 기본 전제로 수용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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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Herbart의 교육의 의미

Herbart에 의하면, 교육은 표상의 통각을 통한 사고권의 형성 과정으로 규정되며, 이

과정에서‘일반 교과’의 학습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1)(이환기, 1998, p.210). 표상2)은

마음을구성하고있는단위를나타내는개념으로‘개념’의심리학적작용또는영혼의심리

학적작용을설명하기위하여사용되는용어이다. 표상은그자체로서는의식되지않으며

반드시 다른 표상과의 관련으로 의식되기 때문에 단순 개념 또한 사고의 분석 단위이다.

다시 말하면 개념은 결코 단순 개념으로 의식되지 않으며 반드시 개념의 복합체로, 또는

다른개념과의관련으로의식된다.

Herbart는이러한표상과영혼의개념을기초로인식이일어나는과정을통각3)으로설

명한다. 즉이전의표상군이새로운표상과만나게되면영혼의능동적인작용으로새로운

보다풍부한표상군으로통합되는데이과정을통각이라고한다. 어떤특정한시점에서어

떤특정한표상이학습될수있는가하는것은이미학습하여소유하고있는표상의성격에

달려있다. Herbart에있어서학습은‘새로운표상’을옛표상의체계속으로통합시키는

과정이다.통각자체가중립적인성격이므로통각은가치있는표상이통합되는과정일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표상이 통합되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교육은 올바른 표상이

올바른방식으로통합되는과정이다. 통각이가능하기위해서는새로운표상과이전표상

사이에공통된요인이있어야한다.즉새로운표상에는구표상군에의하여해석될수있는

요인이 있어야 하며 구표상군에는 새로운 표상군을 해석할 수 있는 요인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완전히생소한대상은통각의대상이될수없으며통각이이루어져있다는것은어

떤형태로든새로운대상이우리에게의미를가졌다는뜻이다. Herbart에따르면‘통각이

이루어졌다’,‘이해되었다’,‘파악되었다’등의표현은동일한정신표상의상이한표현이다

(이환기, 1998).

따라서Herbart에게있어서교육과수업의목적은흥미의다면성과사고권의형성이라고

1) Herbart의중요한심리학적개념인전심과치사, 통각은교과와관련된표상을내면화하는과정에수반되는

사고작용을설명하는개념적수단이며그의교수 4 단계설은교과와관련된표상을내면화하기위한교육의

방법적 원리를 나타낸다.

2) Herbart는표상의개념을설명하기위하여영혼의개념을설명하고영혼에관한설명은곧마음의설명으로

이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영혼은 표상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개념적 수단이 되고, 표상은 마음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개념적 수단이 되므로 결국 영혼과 표상은 둘 다 마음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개념적 수단이 된다.

3)‘통각’(apperception)이라는용어는라이프니츠가처음사용하고그후칸트와헤르바르트가사용하였는데,

칸트와 헤르바르트는 서로 다른 뜻으로 사용하였다. 칸트의 통각은 일반적으로‘선험적 통각’으로 알려져

있다. 칸트에 의하면 우리의 인식이 가능한 것은 우리의 의식이 선험적으로 통일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며,

의식이 선험적으로 통일을 이루고 있는 상태가 곧 선험적 통각을 이루고 있는 상태이고 선험적 통각이 가능

한 이유는 우리에게 오성이라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헤르바르트는 칸트의 선험적 통각의 의미를 특이한

방식으로 해석하여 그것을 교육에 직접 적용하였는데, 우리에게 오성과 같은 능력은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통각의 원천은 감각 지각에 바탕을 표상의 상호작용에서 찾는다. 헤르바르트에 의하면, 통각은 새로운 경험

이 그것과 관련되는 이전의 경험에 의해 의미와 성격을 부여받는 과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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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있다. 다면적인흥미의형성이수업의목표라고보는 Herbart의견해는수업이론에

있어서코페르니쿠스적전환이다 (김영래, 2002). 흥미란놀이에수반되는일시적인흥분과

같은것이아니라행위를이끄는정신적자발성으로다면적이다. 흥미의폭이넓을수록특

정대상영역에대한배타적인집착이적어지게된다. Herbart에따르면, 사람들이지니고

있는흥미는타고난개성 (또는개별성)에따라그종류와폭에차이가있으며이러한개성과

다면성은서로대립할수도있다. 따라서개성에근거한개별적인흥미를존중하면서이를

점차확장하여다면적흥미로길러내는것이교육이다.

이러한 다면적 흥미는 사고권의 형성과 함께 성장한다. Herbart는‘교육을 하고 받는

동안에 우리가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세계에 관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권에의하여결정된다 (Herbart, 2008, p.78; 이환기, 1998, 재인용)’라고개인을초월

해있는사고권과교육의관련에대해말한다. 후세대에게무엇을어떻게교육시킬것인가

하는것은이세계에관하여우리가가지고있는생각의총체에의하여결정된다. Herbart

에있어서‘사고권’은인류가이때까지인간과자연에관하여품었던생각의총체이다. 이

사고권에는단순히눈에보이는인간과자연현상뿐만아니라그것을넘어선보이지않는

세계에관한생각까지도포함된다.4) 사고권은지금까지살았던전인류의지력의총체이며

지혜의 총체이다. 사고권은 교육의 목적과 내용과 방법을 포함한 교육에 관한 모든 것을

결정하는원천으로서, 교육내용의총체를나타낸다 (이환기, 1998, pp. 150–151).

인간은 세상에 나오면서 나름대로의 표상/관념들을 지니고 있으며 이 표상들 속에서

살아간다. 이 표상들은흥미와결부되어있으므로흥미와사고권은서로연관된개념이며

인간의 정신활동을 서로 다른 측면에서 규정한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따라 다면적 흥미의

형성은다면적이고포괄적인사고권형성과상호의존관계에있다.

개인을초월해있는사고권이개인의머리속에직접들어오는것은아니며, 교과라는매

개물을통해내면화된다. 따라서다양한교과는그나름대로독특한개념과검증방식으로

사고권의 특정한 측면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교과 수업이 사고권을 형성하는 수업이

될때미적교육, 정서교육, 도덕교육에연결될수있다.‘수업’을하면서동시에‘교육’이

이루어진다.

Herbart는그의교수이론속에서교수 4단계5)와사고권을주된내용으로하여체계적인

구조를이루게함으로써교육학에서‘교수’의중요성을부각시키고있다.‘교수’는사고권

을형성하며교육은인격을형성한다. Herbart의교육체계는전적으로‘교육적교수’의개

념에의존하고있다.‘교수’란지식이나기능의습득그자체만이목적이아니라이를통한

사상의도야,나아가인격의도야를목적으로하여야하며이를‘교육적교수’라고하였다.

4) Herbart는 인간의 삶의 의미를 오로지 현실적인 삶에만 국한해서 규정하려는 루소나 로크와 같은 사람들을

비판하였다 (이환기, 1998, p.150)
5) Herbart의 교수 4단계는 명료, 연합, 체계, 방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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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bart가말하는교수는‘순전히정보를전달하는것만으로는교수의의미가충분히규정

되지않는다. 정보라는것은단순한사실의무더기로서그것을가지고있든지가지고있지

않든지간에인간그자체에는아무런차이가없는것이다.’교수는인격형성을궁극적인

목적으로삼는교수이며 Herbart는이것을특별히‘교육적교수’라고부른다.이것이바로

의지는 사고권에서 솟아나온다는 원리의 실제적인 적용이다 (Boyd, 1996, pp.513-514).

교육적교수란학습자가포괄적인사고권을형성하며이를바탕으로다면적인흥미를지닐

수있도록돕는과정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이러한교수는인류의과거나현재의경험6)

에서출발해야한다는것이 Herbart의기본입장이다.

Herbart에게 있어서 교육이란 교육적 교수를 통하여 표상의 통각이라는 인식 과정을

거치면서사고권을형성하는과정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 따라서그의교수이론에는교

육내용을 가르치는 방법뿐만 아니라 교육내용의 성격과 그 내용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를

포함한그의교육관전체가용해되어들어있다고보아야한다.

2.3 Herbart의교과교육의의미

Pestalozzi의‘감각인상’(또는 직관, Anschauung)은 실물에서 얻은 표상이라는 점에서

Herbart의‘표상’(Vorstellung)이라는개념과유사하다. Herbart의표상은감각인상으로

해석될수있는여지가있지만 Herbart는‘감각인상’이라는용어대신‘표상 (Vorstellung)’

이라는용어를사용한다. 그이유는‘교육내용’에대한고려때문이다. Herbart는‘감각인

상으로서의표상’이아닌‘관념으로서의표상’이교육내용의올바른모습이라고생각하였

다 (이환기, 1998, pp.62-64). Herbart와 Pestalozzi는각각자신의교육이론을설명하기

위하여독특한개념을구안해낸것으로‘표상’이라는용어와‘직관’이라는용어는두사람

의교육에대한문제의식을반영하고있다고할수있다.

감각인상은실물에서얻은표상이라는점에서실물의제약을받지만,실물을떠난표상,

즉관념으로서의표상은관념의총체를형성하는데에유리하며대부분의교육내용은관념

으로서의표상에가깝다. Pestalozzi가인식의근본적인기초로서감각인상을중요시한것

은사실이지만그가궁극적으로관심을가졌던것은아동의‘관념형성’이었다. Pestalozzi

에의하면아동이지적인면에서온전한성숙을이룩하려면반드시습득하여소유해야하

는일반적인관념이있다 (Boyd, 1996, p.488). 학습은직접경험을통해서관념에내용을

주는과정으로간주되거나또는관념에의해서개별적인인상에의미를부여하는과정으로

간주된다. 전자가아동의주된관심사인데반하여후자는교사의주된관심사이다 (Boyd,

1996, p.486). Pestalozzi에게있어서지적성장과정의완성은명료한심상이명확한관념,

6) Herbart가 말하는 경험은 관찰, 측정, 가설-검증 등의 과정을 통해 파악된 경험과 같은 오늘날의 자연과학

적인 경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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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사물을개념화할수있는관념으로변환될때이루어진다 (이환기, 1998, p.66).

Pestalozzi와 Herbart는교육에관하여생각을같이한다고말할수있지만 Herbart는

감각인상을통하여관념이형성된다는생각에는반대하고있다. Herbart가‘표상’이라는

독특한용어를사용한이유도바로이‘감각인상을통한’관념의형성이라는생각에반대하

는것과관련되어있다. Pestalozzi의생각을따른다면, 아동의관념이형성되는것은감각

인상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에서는 당연히 감각 인상을 유발하는 실물이 강조될

수밖에없다. 그러나 아동인관념을형성하는데에실물이중요한역할을하는것은사실

이지만,실물만으로는결코관념이형성될수없기때문에감각인상을어느정도로강조할

것인가하는것은문제이다 (이환기, 1998, p.66).

Herbart가감각인상이라는용어사용을기피한이유는인식의문제와관련이있다기보

다는교육내용과관련이있다. Herbart가감각인상이아니라표상을강조한것은인류의

문화유산을다음세대에전달해야한다는교육적과제때문이었다.우리의문화유산중에는

감각 인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이 많으며, 오히려 우리의 문화유산은 대부분 감각 인상

으로되어있지않다고말하는것이더정확한표현일것이다. 만약 마음이감각인상으로

이루어져있다면교육에서는감각인상을낳는실물만이중요한관심사가되며, 따라서교

육의대상에서‘관념’은배제될수밖에없다.

Herbart가보기에우리의지적문화유산으로서의교육내용은대부분감각인상으로되어

있지않으며,설령감각인상에기초를두고있다고하더라도이점이강하게부각된다면교

육에서감각인상을낳는실물교육만이중요한관심사가도리것이다.교육의대상으로서의

감각인상이중요하지않은것은아니지만근본적으로중요한것은‘관념’이다. Herbart가

보기에 Pestalozzi 식으로 감각인상을 강조하게 되면, 교육에서는 관념이 소홀히 취급될

수밖에없으며이것은‘감각인상으로서의표상’과는비교할수없을정도로‘복잡한관념

으로서의표상’을도외시하는결과를낳게되어아동의마음을빈약하게만드는결과를초

래하게된다.(정혜진, 2010, p.69) 이점에서 Herbart는 Pestalozzi의감각인상에기초한

교육방법에찬성할수없었을것이다.

Herbart의사고속에서는아동이꼭배워야할내용은‘교과속에들어있는관념’이며

이것을어떻게하면내면화할수있는가를고민한결과가Herbart의‘교수 4단계’라는교수

방법이다.이것이바로교과속에들어있는관념을가르치기위한방법적인원리인것이다.

아동이교과를배운다는것은교과속에들어있는관념을배운다는것이며교과속에들어

있는관념은우리의마음이가장이상적인상태인‘의식이통일을이룬상태’또는‘총체로

서의관념이조화를이룬상태’를예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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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erbart의수학교육론

Herbart는 25년간 쾨니히스베르크 대학의 철학과 교육학 주임 교수로 재직하면서 새로

대두된 수리 심리학 분야를 정립하는 데에 몰두하였다. 또한 수학과 고전이라는 두 개의

코스로구체화하여자신의입장을실천에옮겼다.그두개의코스중수학은자연현상의관

찰을훈련하기위한것이며, 뒤의것은여러고전을공부함으로써인간적공감을개발하기

위한것이었다.

Herbart는교육학강의뿐만아니라그강의를보충할목적으로시범학교 (후에사범대

학으로 승격)를 설립하였고, 몸소 사범대학 학생들 앞에서 수학의 시범수업을 해 보였고

매주학생들과만나학교교육에관한협의를하였다 (Boyd, 1196, p.507). 그는 Peatalozzi

의‘직관의 ABC’에기초하여자신의교육학체계를구체화하여삼각법의직관적인전개를

시도하였다. 이 절에서는 앞에서 소개한 문헌을 중심으로 Herbart가 자신의 교수이론을

수학교육에어떻게구체화하고있는지살펴보고자한다.

3.1 도덕교육과수학

Herbart의교육의목적은‘도덕성’,즉영혼전체에서떨어져나온한부분으로서의특수한

태도가 아니라 마음과 인격이 전면적인 또는 원만한 발달을 이루는 것을 뜻한다. 그는 인

문학공부와지식이증대되면서학생들의도덕적사리분별이보다예리해지지만, 도덕적

관념만으로도덕적행동하는방법을가르칠수없다고생각하였다. 인간은자연가운데그

일부로존재하므로자연의법칙을이해하지못한다면도덕적관념은공허한사고영역에서

맴돌것이다. 따라서 Herbart는자연에대한지식이도덕적행위에필요하다고본다.

이러한 자연에 대한 지식은 수학을 알지 못하면 어렵다. 수학은 자연이 법칙을 따름을

이해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수학은자료와법칙모두를통각하기위한정신적기초이다. 그러한직관은지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도덕 교육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인간은 일단 배워 자연을 알게

되면곧자신을자연으로본다. · · · 그러나아무도엄밀한수학이그지도와함께부

과되지않으면자연의엄밀한법칙성을스스로생각하게되지않는다 (Ekoff, 1896,

pp.82-83).

그리고‘직관의 ABC’는 도덕 교육의 지적 기초가 되는 자연의 법칙을 통각하기 위한

바탕이되는것이다. 이러한‘직관의 ABC’는교육의출발점에서분석적수학교육이기보

다는종합적수학교육으로서통각에포함된다. 그는직관의정확성은사물의형 (Form)에

관련된모든것을종합적으로연결하는것이라고보았다.우리의시각이교육되기위해서는

형에주목하는것이며형에대한통각이‘직관의ABC’가향해야하는방향이었다.Herb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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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이러한직관의도야가수학의영역에속한다고생각하였다.

형은오직형으로서만어떻게체계적으로연구될수있는가?이는직관을어떻게가

르칠수있는가를묻는것과거의같은질문이다.우리가체계적으로하는것은개념

에따라하는것이다. 그리고정확하게말로옮길수있는것, 명확한교훈을만들어

낼수있고그러한것이교사로부터학생에게전달될수있는것은오직개념뿐이다.

우리는모든시대의위대한정신이개념을통한형의통각을향해행해왔던모든것

이하나의위대한과학-수학으로모았음을알고있다. 그래서무엇보다도교육학이

헛된노력으로지쳐버리는위험을무릅쓰지않으려면바람직한목적을위하여먼저

수학의보물가운데에서찾아보아야만할것이다 (Herbart, 1896, p.143).

더 나아가 수학은 인간 지식의 모든 영역 중에서 가장 함양되어야 할 개념적 분야이며

가장이해하기좋은개념이라고생각하였다. 특히수학은인간의심리학적본성과가장밀

접한관련이있다고보고수학의교육적이용에대하여다음과같이말하고있다.

수리과학 (Mathematical science)은도움을제공하는가장완전하고준비가잘된

지식분야일뿐만아니라그도움은인간사고의본질과가장밀접하게관련되므로

매우환영받는다 (Herbart, 1896, p.144).

Herbart는 교육의 전 과정에서 수학의 교육적 가치를 강조하였는데, 교육의 초기에는

감각훈련을위한수학의입문적가치를강조하였다.

형과수는우리의원천적인식견의아주중심에있다. 측정하기와계산하기의가장

자연스러운,첫번째의,가장약한이해라도스스로자발적으로확보하는,거의피할

수 없는 사전수련이다. 그 다음 수학적인 세련은 이러한 첫 걸음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그로부터 파손되지 않는 계열을 거쳐 점진적으로 나아간다. · · · 교육의

초기에수학의중요성에대한지금까지논의는적절하다.그것은즉시직관의 ABC-

직관의함양과곧바로관련된다 (Herbart, 1896, pp.143-144).

Herbart는 교육의 중간 단계에서도 초기와 마찬가지로 사고력 도야, 정신도야를 위한

수학의유용성을강조하고있다. 또한더나아가자연탐구도구로서의수학의교육적중요

성을강조하면서기하와초급대수에대한적절한학습이그이후의교육에진정한영향을

미치도록 교육에서 적절한 위치를 부여하기를 원하였다. 교육을 마치는 시기에는 수학의

도움이절실히요구된다고하면서그주요한핵심을다음과같이지적한다.

교육의진정한완성자는철학이다.그러나수학의임무는철학의위험성을제거하는

것이다 (Herbart, 1896, p.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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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의특성은일반적인개념에서독립하여그것들의실제적인적용의여지를잠시제거

하는 것이다. 먼저 실제적인 적용분야로부터 개념을 분리하고 정화함으로써 실제적인 한

정과조건이사라지며분명함과명확함을얻게된다. 개념이완전해지고이러한완전함을

생각하는것은영혼의행복이고생의기원이다. 진리, 미, 선과같은관념이이렇게탄생되

었다.그러나철학의큰위험이시작되는것은바로이러한높이고양된지점에서부터이다.

고상한열망을파괴해서는않되지만선과같은관념은점진적으로따를수있으므로젊은이

들로하여금이세상의사물을볼수있는습관을가지도록해야한다.세상의사물을크기로

보고그들의변화를원동력의함수곧, 겉보기의불규칙성에도불구하고법칙과일치하는

원인의필연적인결과로보도록해야한다.이러한관찰하는법을배우게되고법칙이보이

지않는곳에서도그것을찾을것이고적어도그것을가정한다는것이다.그리고조심성있

게그자신을이들법칙에적응시킬것이다.규칙자체를미리인식한선의관념을제공하는

데도입하여그가운데보유하려고힘쓸것이다. 따라서이러한젊은이들은인간을문화에

순종하는하나의자연으로보게될것이다.

3.2 수학교육원리

Herbart는자신의교육의목적을달성할수있게하려면‘직관의 ABC’7)가필요하다고본

다. Herbart에따르면,‘직관의 ABC’의세가지목적은“직관을도야하는것,교육을돕는

것,수학을준비하는것”(Eckoff, 1896, p.165)이다.여기서논의되는직관행위,즉각적인

심적지각은형의지각이며, 모든형태의기본은삼각형이고모든지식이기초하는개념이

라는것이다.

Pestalozzi는‘사각형의수학은아동의수학이며삼각형의수학은청년이나성인의수학

이다’라고하였다 (김정환, 1988). 이와는달리 Herbart는다음과같은이유를들며유클리

드기하학에서처럼아동의수학에서도삼각형을기본도형으로보았다.

그의직관의 ABC를 · · · Pestalozzi는그의모든교육적아이디어의선두에강조하

여 놓는다.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지만 형 (Form)의 과학에서 힌트를

얻어 그의 정사각형을 매우 조심스럽게 철회하고 그의 아이디어를 수행하기 위한

보다낳은보조물일것이라고생각하지않을수없는일련의삼각형으로그것을대

체하고싶다 (Eckoff, 1896, pp.44-45).

7)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사상과 칸트의 인식론은 이론적 지식 해설 중심의 전통적인 서양 교육에 획기적인

사상적전환의바탕을제공하였으며, 이러한사상적풍토속에서 Pestalozzi의기초도야의이념, 즉 사고력,

심정력, 기능력이란 인간의 타고난 3대 근본력의 합자연적인 조화로운 계발을 이념으로 한 국민교육 사상과

초등교육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직관의 ABC’라는 그의 교육방법론이 탄생하게 된다. 감각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한 내적 직관 (Anschauung)의 구성이 인식의 발달에 기초가 된다고 보고 체계적인 직관도야를

시도하기 위해 직관의 기본 요소를 탐구하여 도달한 수�형�어 직관을 ‘직관의 ABC’라고 불렀다 (우정호,

2010, pp. 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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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한문자 a, b, c, d로나타낸관련성이없는점들은형을목적으로해서도측도를

목적으로 해서도 아무것도 아니다. ab, ac등과 같이 쌍으로 관련지우면 그 점들은

그들사이에명확한방향,거리,직선을갖는다. · · · 그러나모든직선은길든짧든그

형은같다. 더정확히말하면여기서도아직형은없다. 형은세점의결합에의해서

처음으로 그러므로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생긴다. 네 점 이상이 결합되면 세 점에

의한이전의결합이포함된다.따라서세점에의한결합은보다더복합적인형태의

기본적인구성부분으로간주될수있다 (Herbart; Eckoff(trans), 1896, p.173).

Herbart는 삼각형이 형의 직관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서 삼각법과 연결되어 그 이후의

수학적성향의개발로이어지도록훈련되어야함을주장하였다.

삼각형은 일반적으로 직관의 기본형이다. 특히 직각삼각형은 다른 모든 삼각형을

결정하는기본개념을삼각법에제공한다. · · · 삼각법의진정한기초는고급해석학

이다. · · · 우리는 경험적 측정으로부터 어떤 관계를 발견할 뿐이다. · · · 따라서 우

리는한가지같은활동에의해서수학적상상력을생성시키고오성에이르는예비

적훈련을제공하며전과학에의흥미를자극할수있기를희망한다 (Eckoff, 1896,

pp.178-179).

Herbart는 공간적인 형태나 측정은 삼각법을 통해 가장 의미있게 연구된다고 보았다.

모든 형을 삼각형으로 분석하고 삼각형의 각의 크기에 따른 변의 길이의 비를 측정하여

삼각비 표를 스스로 작성하고 삼각형 풀이에 적용하는 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삼각형에

대한 지식을 통해 형을 통각하는도형지도 과정을 제시하였다. Herbart는삼각형의 형에

대한과학적기술은기하에속하지않고삼각법에속한다고생각하였다.특히직각삼각형은

삼각법에서 다른 삼각형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개념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삼각형을형의기본으로택하고모델이되는직각삼각형에대해그리기, 변의길이와각의

실제적인측정하기, 변의길이의비의계산하기와탄젠트 (tangent), 시컨트 (secant) 표작

성하기를통해삼각형을통각하는과정, 곧 직관적인삼각법을‘직관의 ABC’라고부르고

그전개과정을상술하고있다.

그렇지만 Herbart는삼각법에대한지도는 Pestalozzi가제시하였던직관적인교수과

정을거친다음에이루어져야한다고생각하였다.

수세기와측정은가장이른초기에교육되어야한다. 8, 9, 10세의수학에서직관의

ABC가형성되어야하고, 매일일정한시간동안교수되어야한다. 12, 13, 14세의

기간에는직간의 ABC가잘갖추어진학생에게산술과기하,삼각법,초등대수학을

충분한시간을두고지도해야한다. 마지막으로 18, 19, 20세에는전문적인수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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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길이의비율과각의크기의관계

수에 의해 수학을 삶에 적용, 구현하고 정신도야를 위해 주의 깊고 완벽하게 공부

하여 완성해야 한다. 순수수학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교육적인 관점에서 응용수학

역시 인식주체의 문제와 관련하여 다루어져야 학생의 주체적인 정신적 필요성에

집중하는것이중요하다 (Herbart; Eckoff(trans), 1896, pp.159-160)

Herbart에의하면대상의형태를결정하는것은길이의비율과각의크기이다. 길이의

비율과각의크기의관계를직관과개념의관계로설명한다. 즉각의크기를직관함으로써

길이의비율이라는개념이형성된다고보았다.이를위하여다음 [그림 1]을제시하고각의

크기에따른길이의비율을보여주는표를제시하였다.

Herbart에 따르면, 직각삼각형에서 사인 (sine)은 작은 변의 길이의 큰 변의 길이에 대

한비이다. 그러나작은것에서부터큰것을측정하는것이시각적으로자연스럽기때문에

삼각비중탄젠트 (tangent)와시컨트 (secant)가보다직관적이라고생각하였다.단위원의

지름위에세운직각삼각형에서단위원에접하는수선에탄젠트 (tangent), 빗변에시컨트

(secant)라는 명칭을 주고 이를 측정하게 하여 모델이 되는 직각삼각형에서 예각에 대한

삼각비표를만들도록하였다 [그림 2].

Herbart는‘기본척도가삼각형의크기를결정하고삼각비가삼각형의형을결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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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ab, have it measure the tangent and secant of the

triangle it has drawn. Observe that the radius in Fig. 1

is exactly equal to one of the five parts of line ab. One
such part let us call a unit. The scale in Fig. 2 must
next be applied so as to indicate, by means of line ~bc, which
is divided into ten smaller parts, how many units and
tenths the tangents and secants contain. As the unit, it

may be best to take the statutory inch, cutting the size

of the figures on the horn-leaves in proportion. The
numbers found, each child may write on the blackboard,

placing a period after the number of units, and the num-
ber of tenths after the period, writing for example, a

unit and two tenths, 1'2.

Keep the child practising the drawing of the triangles
till it has at least once succeeded in making each of them

exactly right, and has discovered the numbers for the tan-

gents and secants. Thus it will at length get up the fol-

lowing table :

For 45 the tangent is

55 u over
" 60 " '

" 65 "

" 70 " " "

" 75 "

" 85 "

" 90 "

For 85 we can not avoid the teacher's giving the

numbers, as, on our little figures, they can not be meas-

ured.

If the numbers so laboriously found have not im-

pressed themselves spontaneously upon the memory, the

impression must be completed by memorizing them. In

1-0
;
the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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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철저히 이해함으로써 모델이 되는 직각삼각형이 결합된 삼각형을 삼각비에 의해서 통각

하기를바랐다. 모든삼각형은다음 [그림 3]과같이꼭짓점에서밑변에내린수선에의해

두 직각삼각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모델이 되는 직각삼각형의 삼각비는

삼각형의 측정에 필요한 계산의 기초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모델이 되는 직각삼각형으로

분할된 일반 삼각형을 나타내는 표를 학생들이 작성하도록 한다. 그리고 모델이 되는 직

각삼각형을이용하여일반삼각형의변의길이의비에대한계산방법을다루고이를다시

이용하여모델이되는삼각형의가장짧은변에대한나머지두변의길이의비를나타내는

표를작성도록하였다. 이러한표의작성으로학생들은기본적인삼각형에대한지각표상

을획득하게된다고보았다 (Herbart; Eckoff(trans), 1896, p.248).

Herbart에의하면, 상상력은개념과지각표상사이를중재한다. 상상력은형으로부터

양을완전히추방하는것없이, 양을우연히확대하고축소하게만든다. 이러한이유때문

에, [그림 4]과같은도구를사용하여크고작은것을그리는훈련을도입하면동일한형에

대한보다크고작은표상에서도형으로부터수로쉽게변이된다는것이다. 따라서교사는

학생들의 눈, 상상력, 이해력이 모델이 되는 삼각형의 형에 익숙하게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또한표를주의깊게관찰하여철저히탐색하는연습을통해모델이되는삼각형의

형에대해시각표상,상상력,개념적이해가이루어지기를원하였다. Herbart는삼각형과

삼각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에 의해서 수학적 상상력을 생성시키고 오성에의 예비적

훈련을제공하며, 전과학에의흥미를자극할수있기를희망하였다.

직관의 ABC는수학의서막일뿐임을인정한다. 그리고 그것은

확실히사색적인흥미를안내하고자극하고움직이고만족시킴

으로써, 예술작업의형태로나타나야하는수학이다. 그러나이

러한작은서막이라도결과를향한준비에기여해야한다.그것이

명확해지도록하자. 그것이잘완성되도록하자. 그것이감각에

호소하게하자.그러나무엇보다도그것이작은것으로부터위대

한것으로향하도록하자. 그것은 위대한과학이가까이있음으

로모든곳에서느끼도록만들어야한다 (Herbart; Eckoff(trans),

1896, p.181).
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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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bart는삼각형과삼각법의여러가지활동을통해서직관의도야로부터상상력의도

야에이르도록요구하였다. 그에따르면, 상상력은전적으로직관에기초하며분명하게보

는것은분명하게생각하는것의전제조건이된다.직관의도야는건축가,물리학자,목수,

기계기술자등과같이실제적대상에대해정확한표상이중요한모든사람들에게는매우

필요하므로많은능력의뿌리인직관은학생의마음에적절히길러져야만한다.따라서이를

위하여 Herbart는삼각형과삼각법의직관적인지도방법을통해구체화하고있는것이다.

4 Herbart의수학교육론에따른시사점

Pestalozzi와 Herbart는 Kant의선험철학을교육의문제로구체화하였다. Kant식의철학

적논의로는교육에아무런조치를취할수없다는점에서 Kant의철학적논의를심리학적

관점에서문제를삼고새로운교육학적사고를정립하고자하였다. Herbart는 Pestalozzi

가중시한‘직관의ABC’의도야와함께통각의과정을중시하였는데, Pestalozzi의‘직관의

ABC’에기초하여자신의교육학체계를수학교수에구체화하였다. 이절에서는 Herbart

의수학교육의목적과방법에대해교육적시사점을생각해보도록한다.

4.1 수학교육의목적 :형의통각에의한세계와대상의심미적표상을통한

정신의도야

Herbart는문명된삶을사는모든이들은형식에대한심미감, 미적취향을가지고있어야

한다고생각하였고교육의지도적원리를도덕성으로보고감성영역에서실현해야할모든

이상을미적직관에포함시키고도덕적직관을강조한다. 따라서교육의궁극적인목적은

선량한인간을만드는데에있으며,인간의가치는지력에의해서가아니라선의지에있어서

측정되는것이었다. 교육자의중요한일은‘원만한선’, 인격형성을궁극적목적으로삼는

‘교육적교수’이다. 선의지는사고권에서나오며교수는사고권을형성하게한다. 지적인

교수가인격형성에영향을미치려면통각곧다양한표상의통일적파악,지적내면화가이

루어져야한다. 이는새로운경험이관련된이전의경험에의하여의미와성격을부여받는

과정에의존한깊은흥미, 마음이성숙한경지에도달하여진정으로도덕적인상태를이룰

수있는조화로운다면적흥미를육성해야한다.

Herbart는통각이라는개념을통해마음의동적인측면, 즉 마음이성장해가는과정을

설명하고, 한편흥미8)라는개념을통해마음의정적인측면, 즉마음의내용을설명하고자

하였다 (이환기, 1998, p.97). 흥미의 다양성을 마음의 상태에서 고찰하여 흥미의 종류를

8) Herbart에게 있어서 흥미는 놀이에 수반되는 피상적인 흥미가 아니다. 흥미의 개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흥미와 욕망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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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하는데, 이와 같은 흥미의 분류는 교과의 분류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적으로

얻게 되는 흥미로는 불충분하며 개인의 경험을 넘어 인류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발전시켜

온지식과지혜의총체를통해이와같은흥미가형성되어야한다고보았다 (한대희, 2000,

p.51). 특히 경험적흥미, 사변적흥미, 심미적흥미는수학의제특성과밀접한관련을맺

고 있으며 주목해야 할 것은 인간교육으로서의 수학의 성격이 Herbart가 제시한 위의 세

가지흥미로설명될수있다는것이다.무엇보다주목할만한것은도덕성을함양하기위한

방법으로‘세계에대해심미적으로표상’하는것을강조하고있다는것 (한대희, 2000)에서

그의도덕교육에서수학교육의중요성을생각해볼수있다.

Pestalozzi에따르면, 수와형이인식의기초이므로이것을잘배워야사물을올바로인

식할 수 있으며 따라서 수학교육은 사물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어야

만한다. Pestalozzi의영향을받은 Herbart도‘수학은자료와법칙모두를통각하기위한

정신적기초’이며,‘지적인교육뿐만아니라도덕교육을위해서도중요’하다고생각하였

다. 특히엄밀한수학을통해서자연의엄밀한법칙성을스스로생각할수있다고하였다.

이를위해수학교실에바로적용할수있도록형의통각을위한삼각형에기초한직관적인

도형교육의지도과정을제시한다. 이러한과정에서학생은대상의심미적, 도덕적의미에

주목하게되고사고와정신이도야되는것이다.

이러한 수학교육과 관련된 Herbart의 정신은 이후 독일의 수학교육 개혁 운동의 선구

자였던 Klein에게영향을주었다고할수있다. Klein에의하면, 수학의 근본적인목적은

“세상의존재에관한바른전제를근거로한바른고찰이외부세계를지배할수있다는9) 올

바른신념을갖도록하는것”이라고하면서 (Klein, 1902, pp.129), 수학의형식적인교육

적가치와심미적특성에대해강조한다.특히중등학교시기는사물의중요한측면을깊은

정도로습득하는일반적도야의시기로서,상급학년으로올라가면서산술 (대수)와기하가

자연스럽게연결되는가운데다양한분야에수학을실제로이용함으로써교육과정을따라

배워 온 여러 개념을 종합하도록 한다. 그 과정에서 자연 현상과 현대 문명을 이해하는데

수학적사고가지니고있는중요성을이해하는것이무엇보다도중요하다고보았다. 수학

을통해자연현상과현대문명을이해하기위해서는학습한여러가지개념을가지고우연

적이고 상이한 것으로 보이는 여러 현상을 설명하는 원리나 법칙을 탐구하면서 사물이나

현상의 궁극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Herbart와 마찬가지로

Klein(1872)은수학의교육적가치는수학공부를통해이루어지는정신의훈련에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사물이나현상을보는틀로서수학적지식을강조하는것으로사물이나

현상을수학적지식을통해특정한관점에서파악하는것이다. 수학은관련된현상을보는

개념적수단으로서수학을배움으로써그개념적수단으로관련된현상을‘보는’일을배우

9) richtiges Nachdenken auf Grund richtiger Prämissen die Außenwelt beherrschen läß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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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것이다.

Herbart는삼각형측정에대한학습이학생의마음을세계에대한기계적관점에기울지

않도록하였다. 삼각형의각과변의크기를추정하고측정하는지속적인활동을통해대상

의 크기를 정확히 예측하고 직관되는 모든 대상을 삼각형으로 분석하는 습관이 형성되지

만, 직관되는 대상의 우아함이나 도덕적 의미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수학을

배우면서대상의심미적, 도덕적의미를놓치지않도록주의해야하고교사는도형지도를

통해 심미적, 도덕적 의미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Harris, 1896, pp.xi).

삼각형에기초한기하교육을통해대상과세계의심미적,도덕적의미의파악을강조하였던

Herbart의정신이 Klein에게계승되어현재수학교육발달의기초가되었다고할수있다.

이러한점을생각해볼때,그가추구하였던수학교육을통한‘도덕성의도야’의의미를다

시생각해보아야한다. 빠르고복잡한현대사회에서학교수학이구해야할교육적이상이

무엇이어야하는가에대해 Herbart의이념을통해다시한번재고해보아야할것이다.

4.2 실제적인교수

Herbart는 교육적인 효과를 지니지 못하고 단순한 지식전달 중심의 수업을 거부하였다.

수업은학생의마음을움직이고인격을변화시키는것일때비로소그의미가드러난다고

강조한다 (김창환, 2002). 교육과 수업은 서로 밀접한 관련성 속에서 상호작용해야 한다.

그는‘교육적 수업’에서의 수업 활동을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교

육적수업의목적을학습자의사고체계의형성으로보았다 (권낙원, 2009, p.61). Herbart

가제시하였던교수 4단계는학습자의심리과정과관련이있으며단순한수업의외부적인

절차가아니라사고과정에상응하는수업의필수적인단계이다.

4가지‘사고체계’는객관적대상을파악하고내면화할수있는능력이다.이러한사고체

계를위해서교사의노력이중요하다. 교사는개별학생들의사고수준과특성을파악하여

학생들로하여금사고체계를형성하도록해야하는과제를안고있다. 그러나사고체계그

자체가목적이아니라그것이지향하는것은학생들이그것을바탕으로흥미를갖도록하는

것이다.

교사들은 효과적으로 강의하기 위해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일반적으로널리알려진수업원칙이다.이원칙에서는수업이목적이고흥미와

관심이수단인것처럼여겨지고있다.이러한관계는이제바꾸어져야한다.수업은

학생들의흥미와관심을불러일으키는데기여해야한다. 수업은일정기간동안만

진행되지만, 흥미와 관심은 학생의 일평생의 삶 동안 유지되어야 한다 (Herbart,

1818, A III, p.97; 김창환, p.58,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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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bart에따르면수업은경험과교제를보완하는활동으로,수업의진행에있어서보통

순수하게묘사하는수업이먼저이루어지고, 그다음에분석적수업이이루어지며, 종합적

수업을통해완성된다. 수업은학생의마음을종합적으로양성하는데이렇게양성된마음

을 Herbart는사고권이라고부른것이다 (김영래, 2008, p.14). 사고권이란개인이세계를

파악하는방식이라할수있는데,단지지적으로세계를파악하는것을말하는것이아니라

동시에미적,정서적,의지적요소들도포괄한다.따라서도덕의식도이사고권을바탕으로

자라나는것이다.결국도덕성이란한개인에게있어서지적,정서적, 미적, 의지적요소들

이조화 � 통일된상태를말한다. 이러한사고권을바탕으로한도덕성을기르는데있어서

자신의교수방법을수학교실에서바로적용할수있도록구체화하여제시한다.

Herbart는교육을생각한다면응용수학을항상적용하여야한다고생각하였다 (Herbart,

Eckoff(trans), 1802, pp.159). 이러한 Herbart의 정신은 Klein의 수학교육론의 바탕이

되어 수학교육에 보다 구체적으로 계승된다. Klein은 Göttingen에서 그의 전임자였던

Herbart가 수학이 실제적인 응용과 분리된 경우 아이들의 5
6 가 수학을 완전히 따분하다

고 생각했지만 응용이 도입되었을 때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한 것을 지적하였다 (Pyen-

son, 1983, p.58). Klein(1872)은 Erlangen 대학취임연설에서수학의형식적인가치이

외에수학의응용적,실용적측면도강조하였다.응용수학은물리적인사실로표현된수학,

자연현상또는생활현상에 ‘표현’된수학으로서과학연구의도구가되기도한다. 그러나

이러한 수학의 응용은 단순한 응용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응용가능한 정신능력의 도야로

연결되어야한다고생각하였다 (강현영, 2008). 수학을응용하면서정신이계발된다는것은

수학을사용하여바깥사물이나현상을다룬결과수학적안목으로서수학의형식을획득

한다고말할수있을것이다.

이는외면적직관을통해대상물을시각적으로파악하고여기서얻은인상을추상적개념,

기호적으로파악하는작용인내면적직관을거치면서명석한사고에이른다는 Peatalozzi

가 강조하였던 수학교육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Pestalozzi의 수학교육방법을 고등

수학개념으로발전시킨 Herbart의수학교육방법으로계승된것으로볼수있을것이다.

Herbart는자신이구상한수학교수방법에대해검토를하고본질적인요소를배제하지

않고비본질적인요소를주어진상황에적합하도록변형하여실제적인지도를하고자하였

으며, 그러한지도에적절한연령은능력과필요성에의해결정되어야한다고생각하였다.

4.3 직관의도야

Herbart는도덕교육의기초가되는자연의법칙을통각하기위한수학교육방법에기초가

되는 것은‘직관의 ABC’이며, 이러한 수학교육은 분석적이기보다는 종합적이어야 한다

고 생각하였다. 그는 Pestalozzi의 직관의 훈련과 표상 방식을 계승하여 더 발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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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stalozzi를열심히연구한결과로실물교육이가지는한계를정확히인식하여실물을그

대로수업에가지고들어와서는안된다는것을알고‘관념’을교육내용으로서제시하였다.

Pestalozzi의방법에서더나아가바로감각인상의지식으로의전환,이전의지식이새로운

경험에 의해 형성되는 통각의 과정을 중요시 하였고, 그리하여 Pestalozzi의 결과를 숙고

하여더만족스럽고지대한영향을줄직관의 ABC을찾으려시도하였다.

Kant의 선험적 형식으로서의 시간과 공간을 Pestalozzi는 수와 형이라는 인식의 형식

으로 파악하여 학교수학에서 직관을 중요시하였다. Peatalozzi의 이념을 계승�발전시킨

Herbart도직관은교육을통해도야가능하다고보고‘직관은아동기와소년기의교육적인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 더욱 조용히 더욱 신중하게 아동이 사물을 관찰할수록 장래의

지식과판단에더욱확고하게기초를놓게된다’고 (1896, pp.137-138) 하면서‘직관을통

한지도 이외에 어떤 지도도소년기에 적합하지 않다’고강조한다. 그리고 이러한 직관의

도야는 바로 수학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또한 직관적인 학교수학을 위하여

수학교육을 물리교육과 연결할 것을 권고하기도 한다. 서로 변화하고 있는 두 양 사이의

관계 (현대적 의미에서 함수 관계)를 도입하고, 이를 위하여 물리학의 소재를 이용하고,

학생의일상생활및수공예와수학을관련시켜야한다는것이다. 이러한것은후에수학과

자연과학과의관련성을강조하였던 Klein의수학교육의내용으로계승, 발전된다고볼수

있다.

Herbart에게‘직관의 ABC’의기본은삼각형이었다. Pestalozzi가정사각형을형의기

본으로생각하고수개념지도를위해고안한단위표와분수표도정사각형으로구성하였던

것과는달리, Herbart는기하학적으로선과점에의해구성되는가장기본이되는도형이

삼각형이므로 형의 인식의 진정한 기본 요소는 삼각형이라고 생각하였다. 삼각형은 형의

직관의기본으로삼각법을통해공간적인형과측정으로연결되어그이후의수학적성향의

개발로이어지도록훈련되는‘직관의ABC’의기초인것이다.그래서그는삼각형으로모든

형을분석하고삼각형의변의비를발견하는등의수업체계를계획하였다.학생들은반지름

에의해정해지는탄젠트 (tangent)와시컨트 (secant)에대해측정된표를스스로형성하고

다양한문제해결을연습하고주어진항으로부터요구되는항을발견해나아간다.

그러나 삼각법에 대한 지도는 Pestalozzi의 직관적 교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루어져

야한다고생각하였다. 수세기와측정에서부터출발하여산술, 기하, 초등대수학등을지

도하도록 하였다. Herbart는 직관의 정확성은 사물의형에관련된모든것을종합적으로

연결하는 것이라고 보고 우리의 시각이 특별히 교육되도록 형에 주목하는 것이라고 생각

하였다. 그리고지리와천문학등에수학을배움으로써길러진‘직관의 ABC’를적용하여

형을통각할수있기를희망하였다. 이러한활동은수학적상상력을개발하고과학에대한

흥미를자극할수있을것이라고생각하였다. 직관의도야는실제적인대상의정확한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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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요하고필요한모든사람들에게매우필요한준비가된다는것이다.

Herbart의형의통각을위한직관기하는논증기하의입문으로서보다도형의직관적인

식과 취급 그 자체의 커다란 교육적가치를인정하였던독일의 Klein과그의 협력자로활

동하였던 Treutlein의사상적바탕이되었다고할수있다.

Klein은수학교육에있어서일방적인형식적추상적인접근대신에실제적인교수와 (공

간) 직관의개발을주장하였다.그에따르면,수학은본질적으로공간직관으로부터발생하

여논리적규칙에의해정련되는과정이기때문에,수학학습은공간직관으로부터출발해야

하고, 논리적규칙으로그것을정련해나아가야한다. 처음부터수학적논리로공간개념을

학습하는것은잘못된것이고소박한형태의공간직관에서시작해야한다는것이다. 적어

도 기하학 초보자, 자연과학자, 공학자들은 공간직관에 기초해서 수학 학습을 해야 한다

(Klein, 1896, pp.247-248). 현실에의해얽매이지않는순수한창의력을기르는데에도직

관이중요한역할을한다고보았다. Klein은‘직관은수단이며, 추상은결과’라고하면서,

수학을가르칠때직관적인관념에서출발할것을주장하였다 (Pyenson, 1983, p.58).

Klein은수학수업에서학생들의관심을일깨우고순수수학과응용수학그리고수학과

다른분야의통합을위하여기하학적모델을사용할것을권고하였다. Klein에게있어서공

간직관은유기적인수학을이해하기위한기초일뿐아니라모든수학을초등화하는방법이

었다.또한 Treutlein은입체도형을우선하여도형의직관적인식과취급그자체에커다란

교육적가치를인정하고하나의교과로구성하고자‘직관기하’를창설한다.‘직관기하’의

구체적인지도방법은오늘날초등학교및중학교저학년에서도형방법의전형이되고있다

(우정호, 2010, p.64). 따라서 Herbart의정신은 Klein의수학교육론및 Treutlein의직관

기하의지도방법의바탕이되어오늘날수학교육의기초가되었다고할수있을것이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독일에서 교육개혁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학생들의 독자

적이고자발적인활동이수업의중심을이루는새로운수업모델을개발하려고힘쓴다. 교

육개혁가들은교육의모습이아동의삶과밀접한관련을맺고, 아동들이인격을완성하는

교육으로의전환을시도하였다. 이러한시기에 Herbart는‘교육적수업’과교육개혁이실

현되는데있어서교사의역할에큰의미를부여하고있다. 교사는구체적인교육현장에서

교육의변화에중심적인역할을담당하기때문이다.교사에게단지지식을전달하고구태에

젖어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비판적이고 책임있는 교육자이길 강조하고 있다 (김창

완, 2002, pp.112-113). 그는교육학을통해교사에게교육적관점과사고체계를제공하여

교사의교육행위의원칙과기준을제시하는역할을담당하고자하였다.

무엇보다교사교육의핵심적인역할을담당하게된교사세미나의효시는 Herbart였으

며, 그의제자들은교사세미나를더욱발전시켜실험학교를부속학교로만들고교사교육

발전에 더욱 크게 기여한다. 때문에 19세기 말 교사 세미나는 모범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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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되었다 (김창완, 2002, p.221). 어떤 교육개혁이든지교육현장에서교사의역할은핵

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창의적 인재육성’이라는 교육목표 아래 수학교육과정이

계속적으로수정되고있으며수학교육선진화를외치고있다. 19세기 Herbart의교사교육

에비추어볼때이러한목표를이루기위해서는수학교사의참여가반드시필요하다고할

수있다.

수학은교육의역사속에서주요교과로서의전통을면면히이어오고있으며,현대에서도

수학의교육적필요성은의심할여지가없으나, 수학교육의가치를얼마나제대로인식하

고있는지의심스럽기도하다. 수학의발달과정에서응용이큰역할을수행하였고사회는

그실제적중요성때문에수학을수용한다고보고, 수학의실제적응용과문제해결지도를

강조하고있다. 그러나학교수학에서는생활의문제를해결하는데도움이되는실제적인

지식은상대적으로많지않다. 일반국민에게어떤점에서수학교육의교육적가치를주장

하며어떤방식으로교육해나아가야할것인가를고민하지않을수없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지속적인수학교육과정개정사업을추진하고있다. 특히 수학적

창의성과 인성을 강조하고 수학적 과정을 강화하는 것이 변화된 내용 중 하나이다. 비록

Herbart는과거의인물이며 수학자가 아니다. 또한 그의 수학교육에 대한 관점은 오늘날

거의상식으로받아들여지고있는것으로볼수도있다. 그러나오늘날의관점에서상식으

로받아들여지는것들의바탕에는마음과인격이원만한발달을이루는도덕성실현이그

목적으로자리잡고있다는것이다.그리고 Herbart의정신이현대수학교육과정의기초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 Klein의 수학교육과정의 바탕이 되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현재

올바른학교수학의이념을추구하고실천하는데시사점과반성의기회를준다고할수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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