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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ife of Hirabayashi Ichiei and an outline of his
educational studies in mathematics

히라바야시 이치에이(平林一榮)의 생애와 그의 수학교육론 개관

Park Kyo Sik 박교식

Hirabayashi Ichiei has sought theoretical improvement of educational studies in
mathematics from the standpoint that educational studies in mathematics should
be practical. His beliefs and subsequent attempts have many implications for Ko-
rean educational studies in mathematics. In this regard, it is meaningful to exam-
ine his theory of mathematics education. But he is not well-known in Korean com-
munity of educational studies in mathematics today. For this reason, His life and
theory of mathematics education are outl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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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에서 수학교육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온전히 자생적으로 발생하고 발전해 온

것은 아니다. 해방 이후 오랫동안 수학교육에 대한 일본의 관점이 그러한 논의의 발생과

발전에 영향을 미친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1990년 전후로 미국 유학생들이 귀국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국제적 동향에 따른 수학교육학 연구가 개시되기 전까지 그러한 논의는 최윤

식(崔允植, 1899–1960), 정의택(鄭義澤, 1907–1969), 김치영(金致榮, 1916–1995), 김응태

(金應泰, 1924–2010), 박한식(朴漢植, 1926–2015) 등과 같은 히로시마(廣島)고등사범학교

출신을 통해 선도적으로 이루어졌다. 박한식은 전쟁(제2차 세계대전)으로 졸업은 하지 못

했지만, 히로시마고등사범학교를 다녔다 [18]. 최근까지 우리나라 수학교육학 연구에 공헌

해 온 우정호(禹正晧)와 임문규(林文圭)도 히로시마대학 출신이다. 히로시마대학은 히로시

마고등사범학교 등을 전신으로 하여 설립된 종합대학이다. 우정호는 1980년에 《피아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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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적 인식론에 의거한 수학교육론 (ピアジェの発生的認識論に基づく数学教育論)》으로,

그리고 임문규는 1992년에 《수학교육에 있어서 문제설정과 문제해결의 관련에 관한 연구

(数学教育における問題設定と問題解決の関連に関する研究)》로 히로시마대학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1)

한편, 1970년에김정환 (金丁煥, 1930–2019)이 《페스탈로치교육학에있어서수학교육의

이론과 그 수학교육사적 위치 (ペスタロッチーの教育学における数学教育の理論とその数

学教育史的位置》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은 바 있다.2) 김정환은 주로 교육철학계에서 활

동했고, 수학교육학계에서는 활동하지 않았다. 일본에서 수학교육학 분야의 최초의 박사는

히라바야시라는것이받아들여지고있다 [3, 17, 23]. 일본에서는김정환의박사학위논문을

수학교육학분야의박사학위논문으로간주하지않는것으로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수학교육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1980년 이후로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히로시마대학의교수히라바야시이치에이 (平林一榮, 1923–2011, 이하 ‘히라바야

시’)는빠뜨릴수없는인물이라할수있다. 그가국내수학교육학계와오랫동안교류했다는

것과그가자신의활동주의수학교육론을전개하면서분석한서구의수학교육이론이김응태,

박한식, 우정호 3인 공저의 《수학교육학개론》을 통해 우리나라에 널리 소개되었다 [15]는

점에서그렇다.3)

히라바야시는서구의교육학자인 J. Pestalozzi (1746–1827)와 J. Dewey (1859–1952)를

비롯하여 J. Piaget (1896–1980), C. Gattegno (1911–1988), H. Freudenthal (1905–1990),

P. van Hiele (1909–2010), Z. Dienes(1916–2014)의 이론을 전향적으로 수용하고, 그들의

주장에수학을인간활동성의소산으로보는사상이공통으로깔려있다는것을간파하여활동

주의 수학교육론을 정립했다. 그는 이를 통해 일본에서 수학교육학 연구의 한 전형 (典型)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 수학교육학계에 히라바야시가 잘 알려진 것은 아니지만, 일본에서는

수학교육학연구의한획을그은것으로간주하고있다 [23]. 일본의전국수학교육학회에서는

수학교육학분야에서뛰어난업적을보인연구자에게학회상을수여해왔는데,현재는그를

기려 이 상의 별칭을 ‘히라바야시 상’으로 하고 있다. 히라바야시 생전인 2008년에 이 상의

최초수상이있었다 [12].

히라바야시는히로시마고등사범학교및히로시마대학을졸업했다. 그는우리나라에서수

학교육을학문적논의의대상으로설정한박한식과오랜교분을맺고있었다. 그가사망하자

1) 임문규가 박사 학위를 받은 이후로 2021년 현재까지 히로시마대학에서 수학교육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
은 없다. 우정호는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 교수로, 임문규는 공주교육대학교 수학교육과 교수로 정년퇴직했다.
이들의 박사 학위 논문의 서지 사항은 일본 국립 국회도서관 및 히로시마대학에서 찾을 수 있다.

2) 김정환은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정년퇴직했다. 김정환의 박사 학위 논문 서지 사항은 일본 국립 국회도
서관에서 찾을 수 있다.

3) 《수학교육학개론》은 우리나라에서 ‘수학교육학’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최초의 책으로, 1984년에 초판이 발행된
이래 현재까지도 우리나라 수학교육학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이 책 이후에 ‘수학교육학’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전문적인 연구서들이 다수 출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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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식은 그를 애도하는 글에서 히라바야시와의 인연 및 교류, 그리고 히라바야시의 학문적

조력 (助力)에대해말하고있다 [19]. 김정환은히라바야시가조교수로재직하던 1970년에,

우정호는히라바야시가교수로재직하던 1980년에히로시마대학에서각각박사학위를받았

다. 히라바야시도김정환,우정호와함께임문규가히로시마대학에서박사학위를취득했다는

것을특별히언급하고있다 [9].

본 연구에서는 히라바야시가 박한식을 통해 1960년대 중후반부터 1990년대 말까지 우리

나라 수학교육학계와 교류해 왔다는 점과 그를 통해 우리나라에 서구의 수학교육 이론이 전

파되었다는점에관심을가지고,히라바야시에관한개인연구의일환으로그의생애와수학

교육론을개관한다. 먼저일본의자료를중심으로그의생애를살펴보고,또우리나라자료를

중심으로 히라바야시와 우리나라 수학교육학계와의 교류를 살펴본다. 이어서 수학교육에

대한그의견해를개관한다. 수학교육에대한그의논문은다방면에걸쳐있다 [24]. 그런만큼

수학교육에대한그의견해를총괄적으로정리하는것은간단치않다. 그래서본연구에서는

그가정립한활동주의수학교육론에초점을맞추어개관하고있다.

2 히라바야시의생애

2021년현재까지히라바야시의자서전이나전기또는평전은출판되지않았다. 그런이유

에서여기서는고각칸(皇學館)대학의 《고각칸대학기요》제33권에실린 〈平林一榮교수약력

및 연구 업적〉, 일본수학교육사학회의 《수학교육사연구》 제11호에 실린 〈고 平林一榮 선생

약력〉, 전국수학교육학회의 《수학교육학연구》 제18권 특별호에 실린 〈平林一榮 선생 연보,

업적〉을 참고하여그의생애를소개한다.4) 고각칸대학의자료는히라바야시가 70세인 1994

년에고각칸대학을정년퇴직한다음해에만들어진자료이고,일본수학교육사학회의자료는

그가 사망한 해에, 전국수학교육학회의 자료는 그가 사망한 다음 해에 만들어진 자료이다

[13, 14, 16]. 본연구에서는이세자료를대조,비교,검토하여그의생애를소개한다.

이세자료는그의신분상의변동을중심으로편년체로기술된것이다. 생전의일화등은기

록되어있지않다. 이런이유에서平林一榮의 《수학교육의활동주의적전개》의 〈저자약력〉과

우리나라대한수학교육회의 《수학교육학연구》 제9권제1호에실린平林一榮의 〈수학교육의

진보와전망〉 및 일본수학교육사학회의 《수학교육사연구》 제11호에실린山本信也의 〈초대

회장平林一榮선생을그리워하다〉에단편적으로나와있는일화등도참고한다 [3, 9, 24].

히라바야시는 1923년 8월 4일에일본중부의산간지방인기후현(岐阜県)무기군(武儀郡)

의 시모마키무라 (下牧村)의 작은 마을인 야토 (谷戸)에서 출생했다. 현재의 지명은 미노시

4) 일본의 전국수학교육학회와 우리나라의 대한수학교육학회의 학회지 명칭은 모두 ‘수학교육학연구(數學敎育學
硏究)’이지만, 그 명칭은 일본의 전국수학교육학회에서 먼저 사용했다. 일본의 전국수학교육학회에서는 1995
년부터, 우리나라의 대한수학교육학회에서는 1999년부터 사용했다는 것을 각 학회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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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濃市)야토이다. 그는시모마키무라의카타지 (片知)심상소학교를졸업했다. 당시의심상

소학교는 현재 우리나라의 초등학교에 해당한다. 그의 회고에 따르면, 1∼2학년 때에는 두

학년을합하여 40명정도의학생들이복식수업을받았고, 3학년이되어서야인근의분교에서

온 학생들과 합쳐 비로소 단식수업을 받을 수 있었고, 그렇게 6학년을 마쳤다고 한다. 소학

교를마치고무기 (武儀)중학교에진학하였다. 당시의중학교는현재의중학교와는다르게 5

년제이기때문에구제도에서의중학교라는의미에서 ‘구제 (舊制)중학교’라고 한다. 히라바

야시와함께카타지심상소학교를졸업한학생중에서그자신만이중학교에진학했으며,다른

졸업생들은 2년제의고등소학교로진학했다고한다. 고등소학교는현재우리나라의중학교

1∼2학년에해당한다. 대학에진학한것도마을역사상그자신이처음이었다고한다 [3, 9].

20세때인 1944년 9월에히로시마 (廣島)고등사범학교이과제1부를졸업했다. 이과제1

부는수학과를의미한다 [18]. 1947년 9월에는히로시마문리과대학수학과를졸업하고히로

시마여자고등사범학교 부속 야마나카 (山中)고등여학교의 교사가 되었다. 1949년 8월에는

히로시마미나미(廣島皆実)고등학교의교사가되었다. 1950년 3월에동고등학교를퇴직하고

히로시마문리과대학 연구과에 입학해서 1952년 3월에 동 연구과를 수료했다. 구체적으로

어떤공부를하였는지는기록에나와있지않지만,이시기에는수학을공부한것으로보인다.

그는대학을졸업한후얼마간수학을공부했고,자신이본격적으로수학교육에관여하기시작

한것은 1960년경이라하고있다 [9]. 동년 3월에히로시마대학교육학부부속시노노메(東雲)

중학교의 교사가 되었다. 그의 중·고등학교 교사 경력이 수학교육학 연구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생각할수있지만, 6년반정도의중·고등학교교사생활이어떠했는지는현재알려진

것이없다.

32세 때인 1956년 4월에 히로시마대학 교육학부의 조수 (助手)가 되었다. 당시의 조수는

오늘날우리나라의조교에해당하는것으로보인다. 박한식의회고에따르면,박한식은 1963

년 8월에히라바야시를만났는데, 당시히로시마대학교육학부의교수도다기요시 (戶田淸)

의조교로근무하고있었다고한다 [19]. 히라바야시는 1966년 4월에히로시마대학교육학부

(대학원 교육연구과 담당)의 조교수가 되었다. 1965년에 히로시마대학에 수학교육학 박사

과정이설치되고,그해에히라바야시는그강좌의조교수가되었다 [8]. 그러나고각칸대학의

자료를 비롯하여, 일본수학교육사학회의 자료 및 전국수학교육학회의 자료에는 모두 그가

1966년 4월에 조교수가 되었다고 나와 있다. 그가 조수로 근무하던 시절의 일화는 알려진

것이 없지만, 고각칸대학의 자료를 보면, 이 시기에 여러 편의 수학교육 관련 논문을 발표한

것을볼수있다 [13, 14, 16].

조교수가 되고 나서 9년 후 51세 때인 1975년 4월에 히로시마대학 교육학부의 교수가 되

었다. 1979년 7월 25일에히로시마대학에서논문 《수학교육의활동주의적전개에관한연구

(数学教育の活動主義的展開に関する研究)》가 통과되어교육학박사학위를취득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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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奈良)교육대학의 교수로 있던 1987년에 이 논문을 책으로 출판했는데, 그 제목은 《수

학교육의활동주의적전개 (数学教育の活動主義的展開)》이었다. 이논문은수학교육학박사

학위논문으로서는일본최초의것이다 [3, 17, 23].

히라바야시는 1979년가을에는서독의 Bielefeld대학의수학교수학연구소(數學敎授學硏

究所, IDM, Institut für Didaktik der Mathematik)에 단기 유학한 바 있다 [3, 13]. IDM

체재소감을 1979∼80년사이에 〈서독의수학교육〉, 〈서독에서느낀것 (1)〉, 〈서독에서느낀

것(2)〉, 〈서독에서느낀것(3)〉의네편의글로남기고있다 [16]. 1982년에는전국수학교육학

회의전신인서일본수학교육학회의이사장이되었다 (1989년 7월까지). 1983년에는일본수

학교육학회의부회장이되었다(1989년 8월까지). 1984년에는국제수학교육심리학회(PME)

의국제위원이되었다(1988년 7월까지). 또같은해에일본교과교육학회의부회장이되었다

(1987년 6월까지).

61세때인 1985년 4월에는나라교육대학의교수로자리를옮겨대학원의교육학연구과를

담당하였다. 같은해 10월에는우리나라에서주최한한일수학교육세미나에일본의연구자들

과함께일본측대표로참가하였다. 일본의자료에는우리나라를방문한기록이거의없는데,

유일하게 전국수학교육학회의 〈平林一榮 선생 연보, 업적〉에 이 참가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13]. 65세때인 1989년 3월에나라교육대학을정년퇴직하고,곧고각칸대학교수로자리를

옮겨 70세때인 1994년 3월에정년퇴직하였다. 1995년 5월에는히로시마대학의명예교수가

되었다. 2000년 11월에일본수학교육사학회회장이되었다(2002년 11월까지) [1]. 정년퇴직

이후에도수학교육에관련한책과논문을집필했다. 그는평생 37권의책과 155편의논문을

남겼다 [13]. 87세때인 2011년 5월 27일이른아침에뇌경색으로사망했다 [24].

3 우리나라수학교육학계와의교류

히라바야시는박한식과의인연을계기로우리나라를몇차례방문하면서우리나라수학교육

학계와인연을맺어왔다 [19]. 그가우리나라를처음으로방문한것은 1977년 10월이다 [10].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서 〈중등교육에 있어서 수학교육과 그 교사교육의 과제〉라는 강연을

했고,그강연원고가한국수학교육학회의 《수학교육》에실려있다 [5]. 이강연은지금으로부

터 44년전에행해진것이다. 이강연에서당시일본의수학교사양성의현황과과제에대해

논의하고 있다. 일본의 수학교사 양성의 난맥상을 적시하고, 그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면서,

수학교육학이라는새로운교육과학의관점에서수학교사양성이이루어져야한다는의견을

피력하고있다. 이강연에서수학교육학이무엇인지를설명하고있지는않지만,인간에게더욱

더유용한수학교육을구상하고조직화하는것이수학교육학의한과제라하고있다.

히라바야시가 두 번째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것은 한국수학교육학회가 주최한 1984년 7

월 14일의연구대회이다. 여기서 〈보통교육에있어서중등수학〉이라는강연을했고,그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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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한국수학교육학회의 《수학교육》에 실려 있다 [10]. 이 강연은 지금으로부터 37년 전

에 행해진 것이다. 이 강연에서 당시 일본의 중등수학 (즉, 중·고등학교 수학)에 대해 논의하

고 있다. 그는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수학에서 뒤처지고 있는 것은 수학과 교육과정이

학생들에게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중등교육은 이미 대중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수학과교육과정은여전히학자적(學者的)이라는것이다. 이런점에서정형적이고

무미건조하며따분한수학이아니라꿈많고인간적인수학으로의재편성이중등교육대중화

시대의수학교육에서가장큰연구주제라고보고있다.

히라바야시는 1985년 8월에도 한일 합동 수학교육 세미나에 일본측 대표로 우리나라를

방문하였다. 이세미나는우리나라의한국수학교육학회와일본의서일본수학교육학회가공

동으로당월 14일 ‘수학과사회’라는주제로개최한것이다. 서일본수학교육학회는 1994년에

전국수학교육학회로개칭되었다 [13]. 세미나에서박한식은개회사를통해,수학이한사회인

으로서생활하는데어떻게기여할수있는지를검토하고,그것을학교수학에반영시킴으로써

학교수학을 윤택하게 하고 수학교육에 활기를 주기 위해 그러한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고

하고있다 [20]. 히라바야시도인사말을통해,컴퓨터와다양화사회에어떻게대처하는가하는

것이우리나라와일본두나라의초미의과제라하고있다 [4]. 그러나그이후로우리나라와

일본의두학회공동의세미나가지속적으로이루어지지는않았다.

히라바야시는 1989년 12월에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수학교육과박사과정학생들을대상

으로 1주일동안 ‘수학교육평가론’을 강의했다 [19]. 그가당시에구체적으로강의한내용이

현재기록으로남아있지는않다.

75세때(당시는히로시마대학명예교수)인 1999년 6월에도우리나라를방문하여,대한수

학교육학회 1999년도춘계수학교육학연구발표대회(1999. 6. 26)에참석하여 〈수학교육의

진보와전망〉이라는주제로강연을했다. 이강연의원고가대한수학교육학회의 《수학교육학

연구》에 실려 있다 [9]. 이강연에서먼저 제2차세계대전이후로수학교육의학문적 자립과

수학교육의대중화를수학교육의특색으로볼수있다는것을말하고있다. 다음으로수학교육

목표론,수학인식론,그리고급진적구성주의의출현을수학교육학의구체적성과로서소개

하고있다. 이어새로운수학지도법의한예로 Gattegno의 situation의교육학을5),그리고

새로운수학교재론의한예로 E. Wittmann의교수단원(teaching unit)사상을소개하고있

다. 그러나그는사회의변화로수학교육의진보가낙관적이지만은않다고하면서,일반인을

5) 히라바야시는 Gattegno의 지도법을 소개하면서 situation을 ‘상황’으로 번역하고 있다 [9]. 그러나 히라바야
시가 situation을 일관되게 상황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히라바야시는 situation을 대부분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シツエーション이라 하고 있다. 한편, 일본어 사전에서는 シチュエーション이라 하고 있다. 히라
바야시는 situation을 가끔 상위(状位)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한국어나 일본어 사전에는 이 단어가 등재되어
있지 않다. 또 ‘문제 장면(situation)’과 같이 표기하기도 했다 [22]. 히라바야시가 situation을 대부분 그대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히라바야시의 수학교육론을 개관하는 본 연구에서도 situation을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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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수학교육을위해서는기초적인것을확실히익히게하는것과수학에흥미를느끼게하는

것이중요하다고말하고있다.

동년 6월 25일에는서울대학교사범대학에서〈수학교육학의제반문제 : 새로운교재개발을

중심으로〉라는주제로강연을했다. 이강연의원고가대한수학교육학회의 《학교수학》에실려

있다 [8]. 이강연에서그는먼저수학교육학의대두에대해언급하면서,특히주목되는연구

분야로수학및수학교육인식론,새로운수학교재의개발,컴퓨터환경에의적응을제시하고

있다. 그리고손으로하는작업을함께하고,계속하여생겨나는문제의전개라는특징을갖는

교재개발을예시하고있다. 그에의하면,이러한특징을갖는교재개발은Wittmann의교수

단원사상을바탕으로하는것으로서 ‘수학을한다(doing mathematics)’라는것을실현하는

것이다.

동년 6월 24일에는경인교육대학교(당시인천교육대학교)에서도 〈수학교육의기초로서의

산수교육〉이라는주제로강연을했지만,이강연원고는대한수학교육학회의학술지에실려

있지않아,현재로서는이강연의구체적인내용을확인할수없다.

20여년에 걸쳐 우리나라를 몇 차례 방문하면서 그가 강연한 내용의 핵심은 주로 일본의

중등학교수학교육의실상및그개선과관련한것이다. 그는일본의수학교육을우려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좀더나은수학교육이이루어지기를소망했다.

히라바야시와 국내 수학교육학계의 직접적인 교류 이외에, 그의 활동주의 수학교육론을

통해서구의수학교육이론을소개하는것을통한간접적인교류도있었다. 그가정립한활동

주의수학교육론은 《수학교육학개론》을통해우리나라에소개되었다 [15]. 《수학교육학개론》

의 〈제3장 수학교육의 현황과 교육사조〉, 〈제6장 활동주의 수학교육 이념의 원류〉, 〈제9장

수학교육과교구및표기의문제〉에서히라바야시의박사학위논문 《수학교육의활동주의적

전개에 관한 연구》를 인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5]. 《수학교육학개론》을 통해, 우리나라

수학교육학계에 Dewey, Piaget, Gattegno, Dienes, van Hiele, R. Skemp (1919–1995)등

의연구가많이알려지게되었는데,애초에이들의연구를일본에소개한사람이히라바야시

이다. 히라바야시는과거에일본의어느출판사에서세계의수학교육최신이론을정기적으로

소개하는 일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때 원고 집필을 위해 그들의 이론을 공부했다고 한다

[19]. 이렇게 보면, 《수학교육학개론》을 통해 히라바야시와 우리나라 수학교육학계 사이에

간적접인교류가있었고,지금까지도영향을미치고있다고할수있다.

4 히라바야시의활동주의수학교육론

히라바야시는수학및수학교육인식론,수학교육사,수학교사양성분야에관심을갖고연구

해왔다. 수학및수학교육인식론은“수학이란무엇인가? 일반사람에게수학은왜중요한가?”

라는문제를논의하는분야로,자신이가장관심을많이갖고있다고했다 [8]. 실제로그는이



82 The life of Hirabayashi Ichiei and an outline of his educational studies in mathematics

분야에관련해서다양한논의를전개해왔고,그결정체가바로그의박사학위논문이다. 그는

자신의 수학교육학 연구가 수학교육사 연구로부터 출발했다고 한다 [2]. 그는 젊을 때부터

수학교육을착실한토대에올려놓기위해서는수학교육사연구를빠뜨릴수없다는생각으로

[6],히로시마대학의조수로있던 1958년부터 1961년의 4년동안 7편의수학교육사관련논

문을작성했다. 이 7편의논문에대해수학교육고유의문제라는의식아래수행된수학교육사

연구로서,수학교육학의새로운영역을개척했다는평가가있다 [25]. 한편,히로시마대학에서

수학교사 양성에 오랫동안 종사해 온 그는 수학교사 양성의 문제는 바로 수학교육학의 학문

구성의문제와밀접히연관되어있다는입장에서,수학교육목표론과수학교육방법론의확립

이중요하다고하고있다 [7].

수학및수학교육인식론,수학교육사,수학교사양성이라는히라바야시의세관심사중에서

가장대표적이고잘정립되어있는것은그의박사학위논문에서볼수있는활동주의수학교

육론이다 [3]. 히라바야시는수학의교과로서의존재이유에대한답을찾고자시도하고있다.

보통교육에서수학교육이훌륭한사람이되도록몸과마음을닦는데바탕이되는도야재 (陶

冶材)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특히 수학교육을 교육사상적으로 무장해서 교육학적으로

이치에 닿는 답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는 자신이 준비하는 답을 총괄하는

이념을 ‘수학교육의 인간화’로 부를 수 있다고 했다. 이것은 수학교육에서의 인간성 확립을

의미하는바,그는그방도를인간의내부에서수학을발견하는것으로보았다. 수학을인간의

내부에 있는 활동성의 구현으로 보고, 수학은 인간 활동성의 소산이고 더 나아가 활동성 그

자체라는것으로자신의주장을정리하면서,그것은이미 Pestalozzi, Dewey, Piaget에서볼

수있는것으로,자신은그것을수학교육분야에서재발견한것이라하고있다.

히라바야시는이러한입장에서활동주의적으로수학교육을전개하는것에대해논의하고

있다. 활동주의는실제로는 Dewey이전에이미등장한것이지만,히라바야시는수학의심적

발생을 심리학적으로 설명하는 Piaget의 발생학적 인식론과 수학을 절대적인 진리가 아닌

상대적인 진리로 간주하는 현대적 수학관에 입각하여 그것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에의하면,수학교육학은인간의활동성을대상으로하는바,한편으로는논리학적인오류가

없어야하며,다른한편으로는학습자의현실적인심리도고려하지않으면안된다는점에서,

그학문적인거점을마련해야하는것이쉽지않다. 그러나수학교육학이학문적인순수성에

안주할수만은없는실천학이기에,절대적인이론의완성보다는가능한한광범위하게적용할

수있는실천적인지혜를추구해야한다고보았다.

히라바야시는 활동주의의 교육사상적 기반을 확인하기 위해, 수학교육사상에 대한 W.

Lietzmann (1880–1959)의논의로부터출발하고있다. Lietzmann은 Euclid (BC 325?–BC

265?), Heron (AD 10?–AD 75?), Pestalozzi의세사람으로대표되는 3개의수학교육사상을

구분한바있다. 이론적인수학과실제적인수학을각각대표하는 Euclid및 Heron과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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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etzmann이 Pestalozzi로부터 주목한 것은 직관이라고 하는 그 교육방법학적 원리이다.

히라바야시는 Lietzmann이구분한이세사람의수학교육사상을각각아카데미즘,리얼리즘,

휴머니즘이라고부르고있다. 휴머니즘이라고한것은수학이인간성그자체와관련이있다는

것을드러내기위한것이다. 활동주의는이휴머니즘을바탕으로하는바,그것은수학이인간의

마음속에있는활동성이만들어낸것임을명확한모습으로인식한 Pestalozzi의계보를잇는

것이다. 페스탈로치의수(數)·형(形)·어(語)는수학과의기초적인내용인바,수업에서교사가

그것을끊임없이구체적으로의식해가는것이휴머니즘의실현이다.

히라바야시에의하면,수학교육분야에서Pestalozzi의교육사상은Dewey그리고 J. Treut-

lein (1845–1912)으로 이어진다. 그는 수학교육에 고유한 교수법을 구비한 실천적 연구인

Dewey와 J. McLellan (1832–1907)의 공저 《수의 심리학》과 Treutlein의 《기하학적 직관

교수》에서 볼 수 있는 활동주의를 ‘고전적 실천에서 보는 활동주의’라 하고 있다.6) 김응태

등은 이를 간단히 ‘고전적 활동주의’라 하고 있다 [15]. 그 활동주의는 Piaget의 발생학적

인식론과 상대론적 수학관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고전적’이라고 한 것이다. 히라바야시는

《수의 심리학》에 대해서는시대를앞선이론을제시한탓에그실천에는어려움이있었을것

으로, 그리고 《기하학적 직관 교수》에 대해서는 활동이 개념으로 전화 (轉化)해 가는 과정이

명확하게파악되고있지않았고,또활동문맥이결여되어있다고평가하고있다.

히라바야시는 Dewey의 《수의 심리학》과 Treutlein의 《기하학적 직관 교수》의 한계를

Piaget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에 의하면, Piaget의 이론은

수학과인간성과의관련을극히명확한모습으로지적했다는점에서수학교육에서볼때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 특히 수학교육학은 한쪽으로는 수학의 엄정한 논리, 다른 한쪽으로는

학습자의 심리를 모두 근거로 해야 하는 실천학으로, 논리와 심리와의 조정을 매우 필요로

하는 교육학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심리와 논리의 원활한 조

정을 구하고 있는 Piaget의 이론은 그 성과 자체보다도 그 학문적 태도에 있어서 수학교육

학에 극히교훈적이라는것이다. 그러나 Piaget이론에 대한비판이 없는것은 아니다. 특히

Freudenthal, van Hiele, Gattegno의비판이잘알려져있지만,히라바야시에의하면,이들

의기본적인생각은수학을인간활동성의소산으로본다는점에서 Piaget의생각에공감하고

있다.7) Freudenthal은 활동을 ‘수학화’의 관점에서 파악했고, van Hiele는 활동이 어떠한

6) 《수의 심리학 (数の心理學)》과 《기하학적 직관 교수 (幾何學的直観教授)》는 히라바야시가 1895년에 출판
된 Dewey와 McLellan의 《The psychology of numbers and its application to method of teaching
arithmetic》, 그리고 1911년에 출판된 Treutlein의 《Der Geometrische Anschauungsunterricht als Un-
terstufe Eines Zweistufigen Geometrischen Unterrichtes an Unseren Höheren Schulen》를 각각 간단히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것이다. 일본에서 Dewey의 책은 1902년에 토미나가 이와타로(富永岩太郎)가 《数の心
理學及び算術教授法》(東京, 同文館)이라는 제목으로, Treutlein의 책은 1920년에 기타가와 히사고로 (北川久
五郎)가 《小学校並に中等学校初年級に於ける直観的空間教授》(東京, 南光社)라는 제목으로 번역했다. 그러나
이 두 책은 우리나라에서는 번역되지 않았다.

7) 김응태 등에 의하면, 이들의 비판은 Piaget 이론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많고, 실제로는 Piaget의
조작적 구성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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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양상을갖고진전하는가를밝히고있으며, Gattegno는수학적관계가숨어있는구체적

situation에서의 활동을 통해 그 관계를 의식해 가는 모습을 예시했다. Dienes 역시 활동주

의를 계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학교육에 있어서 교구의 개발, 놀이 및 게임의 도입 등을

전형적인활동주의적전개라고보았다.

히라바야시는수학교육을활동주의적으로전개할수있으려면 ‘이해’의본성을명확히하는

것이중요하다고보고,이해에대해심층적인논의를하고있다. 특히활동주의적수학교육에

서는수학을인간활동성의소산으로보는상대론적수학관의입장을취하므로,이해도역시

상대론적인입장에서해석해야한다고보았다. 그는수학과수업에서이루어지는일을기능의

연습,이해,문제해결,문제설정이라는 4개의상(相, aspect)으로구분하고,어느수학과수업

도이중의어느하나, 또는 그몇개인가의조합으로파악할수 있다고보았다. 그에 의하면,

이해는인간의내면적현상이어서겉으로나타나는활동을수반하지않기때문에그활동성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수학교육을 활동주의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해의

본성을파악하는것이필요하다는점에서,그는이해의기제 (機制)를명확하게하고,그것을

외면적인 교수·학습 활동으로 연계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그러한 논의가 충분히

성공한것은아니며,후속연구를더기다려야한다고자인하고있다.

마지막으로 활동주의적으로 수학교육을 전개하기 위한 방법상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것은 수학적 활동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수학적 교구 및 그 활동의 결과를 외적으로

표출할수있게해주는수학적표기를각각어떠한관점에서고찰하고,또학생들이사용하게

하는가의문제이다. 먼저수학적교구와관련하여,그것을학습자의활동성을끌어내기위한

현실의소단편(小斷片)으로보고,그것이어떻게사용되는가에주목하여훈련교구,설명교구,

구조 교구, situation 구성 교구의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수학교육사적으로

새로운수학관,수학교육관에의해새로운수학적교구가출현하게되고,학교에서그것을사

용함으로써그새로운수학관,수학교육관의구체화가이루어지게된다. 그는수학적교구의

두특성으로다가성(多價性, multivalence)과장르(genre)의광범함을들고있다. 다음으로

수학적표기와관련하여,수학적활동이마지막에는표기로이어진다는점에서수학을일종의

언어로보고,그것을규약적(規約的)표기와무규약적표기의두가지로구분하고있다. 전자

는언어와수식으로구분할수있고, 후자는주로그림 (圖)을의미한다. 그에의하면, 수학적

표기론은수학교육내용론과수학교육방법론으로대별되어수학교육에고유한모습으로의

교육이론을형성할수있다. 이어서그는구체적인제재를예로하여두분야의세부(細部)에

걸친구성을이후의과제라고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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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어

우리나라에서 수학교육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출발하게 된 한 기점으로 1962

년의한국수학교육학회창립을생각할수있다.8) 학회창립및그이후의우리나라수학교육

학의발전을주도했던인물은당시서울사대수학교육과의교수박한식이었다. 그는이과정

에서히라바야시의도움을많이받았다 [19]. 히라바야시는김응태등의 《수학교육학개론》을

통해서구의유명학자들의이론을우리나라에이식(移植)하는데간접적으로이바지했지만,

우리나라수학교육학계에그다지잘알려져있지는않다.

히라바야시는일본수학교육의실상을오랫동안지켜보면서수학교육에서의여러문제점을

지적하고그것을해결하기위해노력해왔다. 그는이과정에서수학교육학이근본적으로실

천학이어야한다는입장에서,수학교육학의이론적정비를모색해왔다. 또우리나라수학교

육학계와의교류를통해일본수학교육의실상을전하는것으로우리나라에서는일본의전철

(前轍)을밟지않고좀더나은수학교육이이루어지기를소망했다.

본연구에서는히라바야시가우리나라수학교육학계와오랫동안교류해왔고또그의활동

주의수학교육론과함께서구의수학교육이론을우리나라에간접적으로전파했다는점에서,

그리고그자신이일본수학교육학연구의한전형을마련한인물이라는점에서,그의생애와

수학교육론을개관했다. 일본에서그의박사학위논문이 “수학교육이학문으로서성립할수

있는가?”라는과제해결에의계기를주었다는점과일본을벗어나세계에서통용되는연구를

위해 세계의 수학교육학계와 교류해 왔다는 점은 특히 높이 평가되고 있다. 이 외에도 그는

수학교육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발자취를 남기고 있다 [22]. 히라바야시를 일본의 ‘수학교육

학의아버지’로 추앙하기도한다 [23]. 그러나그가사망하고이제 10년이막지났기때문에,

수학교육학의 역사에서 그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에 대해 일본에서도 아직 충분히 고찰되고

있는것은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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