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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s in England society’s perception of
mathematics in the 19th century through the

satirical magazine Punch: Focusing on the
expansion of mathematics tests and changes in

demand for mathematics education
풍자 잡지 「펀치」를 통해 본 19세기 영국 사회의 수학에 대한 인식 변화 :

수학 시험의 확대와 수학 교육의 수요 변화를 중심으로

Cho Sunam 조수남

This paper aims to examine how the public perception of mathematics changed
in England in the 19th century. As rapid industrial and social developments took
place in the 19th century, the educational environment underwent great changes,
and the value and public perception of mathematics also changed. Mathematics
took a new position in the terrain of educational reform in the late 19th century.
In this study, I analyzed the actual condition of mathematics education in elemen-
tary and secondary schools, popular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universities in
England in the first half, middle, and second half of the 19th century, and com-
pared what values and usefulness of mathematics education were justified in each
institution. I also examined how satirical magazine Punch satirized the public un-
derstanding or view on mathematics at each period. It is to be hoped that this
study will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raising the public’s positive perception
of mathematics in moder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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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Changes in England society’s perception of mathematics

1 서론

19세기 중반 영국1)에서는 교육 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다. 산업 발전과 함께 인구가

도시에집중되고중간계층의폭이확대되면서교육의확대와함께질높은교육에대한수요가

증가했다. 그결과, 19세기중반에는각분야별교육현황조사를위한다양한위원회가구성

되었고, 교육과정에도변화가나타났다. 그러나교육을제공하는교육기관의입장과교육을

받는학생·학부모의 요구가완전히일치하지는않았다. 19세기내내교육과정개혁에관한

논의가꾸준히지속된이유였다 [13].

수학분야는계속해서주목을받았던분야였다. 수학은 19세기중반이전에는대학을제외

한대부분의교육기관에서중요하게다뤄지지않았고,대학에서는전통적인교양교육과정의

일부로존재했다. 그런데 19세기중반을통해대학과중등학교2)의전통적인교육과정을두고

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19세기 후반에 이르면 중등학교와 대학에서 수학

교육이확대되었고수학교육을제공하는새로운교육기관도늘어났다.

그렇다면 19세기에교육개혁논의가진행되는동안수학교육의실태와위치는어떠하였

으며,그속에서영국사회의수학및수학교육에대한인식은어떻게변화하였을까? 19세기

영국에서의교육개혁에관한연구나 19세기에영국에서활동했던주요수학자들에관해서는

그동안 흥미로운 연구가 진행되었다 [13, 17, 22, 42]. 또한 중등 교육에 비교적 새롭게 등장

했던과학교육에대해서는그동안다양한연구가이루어졌으며, 19세기과학에대한대중의

인식에관해서도연구가진행되었다 [38]. 하지만 19세기중·후반 영국의수학교육에대한

연구는비교적적으며 [18],같은시기수학에대한대중의인식에대한연구는보이지않는다.

본연구에서는다양한조사보고서와신문자료등을통해 19세기중·후반에이루어진수학

교육의실태를살펴보고, 중간계층이주독자층이었던풍자잡지 『펀치 (Punch)』를 통해 대

중의인식을분석할것이다 [19]. 중간계층은산술과수학교육이이루어졌던공립학교(주로

문법학교)와사립학교,고등수학교육을받을수있었던대학과육군사관학교모두에서수학

을경험할수있었다. 이들이다녔던각각의기관에서수학교육의가치나수요가어떠하였고,

중간계층에게수학에대한이미지는 19세기중반과후반에어떻게변화하였는지를살펴보는

1) 이 글에서는 영국을 지칭할 때 주로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이야기할 것이다.
2) 19세기 중반 영국 학생을 위한 주간 교육기관은 크게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로 나뉘었다. 공립학교는 정부의 세
금으로운영되는학교(military schools, naval schools, woods and forests’ schools, corporation schools,
workhouse schools, prison schools), 사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학교 (endowed collegiate and grammar
schools, other endowed schools),종교단체가후원하는학교,기타공립학교(장애인및극빈자층등을위한
학교)로 나뉘었다. 사립학교는 상, 중, 하로 나눌 수 있었는데, 상에는 이튼(Eton), 해로우(Harrow) 같은 유명
사립학교 등이 포함되었고, 중에는 상업 학교, 하에는 주로 여학교 등이 포함되었다 [5]. 현대에는 사립학교를
public school로 부르지만, 1850년대에는 공립학교를 public school로 불렀으며 1860년대 보고서에서는
public school을 유명한 사립학교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이 글에서는 영문과 상관없이 학교의 성격에
따라 문법학교 (endowed grammar schools) 같은 학교를 공립학교, 이튼, 해로우 같은 학교를 사립학교라고
부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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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수학교육의역사를이해하는데흥미로운논점을제공할수있을것이다.

2 19세기전반수학교육의실태와수학에대한이미지

19세기전반기동안산업발전과함께인구가도시에집중되고아동을포함한노동인구가

증가하면서교육문제가시급해지기시작했다. 독일에서는 1794년에이르러대학을포함한

모든학교가국립학교가되었고,프랑스에서는 19세기초부터정부가교육을관리하다가 1833

년에이르면정부가모든교육기관을관할하기시작했다 [18, p. 21]. 이에반해영국에서는

19세기초남성의 1/3정도,여성의절반정도가여전히문맹자였다 [13]. 후원이이루어지는

공립학교가존재하긴했으나모든학교가정부의세금으로운영되거나교육과정의통제를받는

것은 아니었고, 다양한 방식의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공립학교의 비율 역시 사립학교에 비해

월등히적었다 [5, p. xxxi–xxxiii]. 모든어린이가교육을받을수있어야한다고주장하는이

들이나교육개혁을주장하는이들의목소리가사회적반향을불러일으켰으나교육현장에는

아직제대로반영되지못했으며,그나마도질좋은교육을받을수있는이들은제한적이었다.

이런상황에서 1820년대중반에이르러은행가와산업가들의기부에힘입어실용교육을

제공하기위한기관으로기술학교(Mechanics’ Institute)가설립되기시작했다. 기술학교는

1850년에이르면잉글랜드에 610개,웨일즈에 12개가설립되었고회원이 60만명에이를정도

로늘어났는데,상인과사무원,기계공등으로그대상이점차확대되었다 [13]. 기술학교에서

는수학이주요과목으로교수되었다. 가령,최초의기술학교였던앤더슨학교(Andersonian

Institute)에서는 수학 관련 분야가 수학, 대수, 산술, 회계로 나뉘어 실제 수학 관련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다 [41, p. 549](Table 1 참조). 1835년 런던기술학교 (London

Mechanics’ Institute)에서운영했던과목과참여인원을살펴봐도수학관련분야가압도적

으로많았다. 상업및기술직에근무하거나계산사무에종사했던이들에게는수학이실용적인

분야로간주되었음을보여준다 [41, p. 548](Table 2참조).

서의 교육 개혁에 관한 연구나 세기 중후반에 영국에서 활동했던 주요 수학자들에 관해서는 그19 ·

동안 흥미로운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중등 교육에 비교적 새롭게 등장했던 과학 [13, 17, 22, 42]. 

교육에 대해서는 그동안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세기 과학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 관해서도 , 19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세기 중후반 영국의 수학 교육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적으며[38]. 19 · [18], 

같은 시기 수학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 대한 연구는 보이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조사 보고서와 신문 자료 등을 통해 세기 중 후반에 이루어진 수학 교19 ·

육의 실태를 살펴보고 중간 계층이 주 독자층이었던 풍자 잡지 펀치 를 통해 대중의 인식, < (Punch)>

을 분석할 것이다 중간 계층은 산술과 수학 교육이 이루어졌던 공립학교주로 문법학교와 사립[19]. ( )

학교 고등 수학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대학과 육군사관학교 모두에서 수학을 경험할 수 있었다, . 

이들이 다녔던 각각의 기관에서 수학 교육의 가치나 수요가 어떠하였고 중간 계층에게 수학에 대한 , 

이미지는 세기 중반과 후반에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수학 교육의 역사를 이해하는 19

데 흥미로운 논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세기 전반 수학 교육의 실태와 수학에 대한 이미지2. 19

세기 전반기 동안 산업 발전과 함께 인구가 도시에 집중되고 아동을 포함한 노동 인구가 증가19

하면서 교육 문제가 시급해지기 시작했다 독일에서는 년에 이르러 대학을 포함한 모든 학교가 . 1794

국립학교가 되었고 프랑스에서는 세기 초부터 정부가 교육을 관리하다가 년에 이르면 정부가 , 19 1833

모든 교육 기관을 관할하기 시작했다 이에 반해 영국에서는 세기 초 남성의 정도[18, p. 21]. 19 1/3 , 

여성의 절반 정도가 여전히 문맹자였다 후원이 이루어지는 공립학교가 존재하긴 했으나 모든 학[13]. 

교가 정부의 세금으로 운영되거나 교육과정의 통제를 받는 것은 아니었고 다양한 방식의 후원으로 , 

이루어지는 공립학교의 비율 역시 사립학교에 비해 월등히 적었다 모든 어린이가 [5, p. xxxi-xxxiii]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나 교육 개혁을 주장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사회적 반
향을 불러일으켰으나 교육 현장에는 아직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으며 그나마도 질 좋은 교육을 받을 , 

수 있는 이들은 제한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년대 중반에 이르러 은행가와 산업가들의 기부에 힘입어 실용 교육을 제공하1820

기 위한 기관으로 기술학교 가 설립되기 시작했다 기술학교는 년에 이르(Mechanics' Institute) . 1850

면 잉글랜드에 개 웨일즈에 개가 설립되고 회원이 만명에 이를 정도로 늘어났는데 상인과 610 , 12 60 , 

사무원 기계공 등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 기술학교에서는 수학이 주요 과목으로 교수되었다, [13]. . 

가령 최초의 기술학교였던 앤더슨 학교 에서는 수학 관련 분야가 수학 대수, (Andersonian Institute) , , 

산술 회계로 나뉘어져 있어 실제 수학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다 재인용 표 , [41, p. 549, ](

참조 년 런던기술학교 에서 운영했던 과목과 참여 인원을 살1 ). 1835 (London Mechanics' Institute)

펴봐도 수학 관련 분야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상업 및 기술직에 근무하거나 계산 사무에 종사했던 . 

이들에게는 수학이 실용적인 분야로 간주되었음을 보여준다 재인용 표 참조[41, p. 548, ]( 2 ).

English Grammar (73), Writing (40), Arithmetic (36), Mathematics (20), Practical Geometry (45), 
Drawing (39), Drawing the Human Figure (2 classes, 38), Modeling (av. attendance 12), 

Landscape Drawing (30), French (av. attendance 40), Latin (av. attendance 12), Shorthand 

(occasionally, av. attendance at last class 50).

표 1 앤더슨학교 (A 의 교육과정과 수강생 수ndersonian Institute) 재인용[41, p. 549, ]
Table 1. Curriculum and the number of students at Andersonian Institute [41, p. 549] ;

앤더슨학교(Andersonian Institute)의교육과정과수강생수 [41, p.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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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l Philosophy, Chemistry, Mathematics, Algebra and Arithmetic, Writing, Book-keeping, 
Grammar and Geography, French, Drawing, Elocution, Principles and Practices of Surgery, 
Practical Chemistry, Midwifery, Practice of Medicine and Anatomy, and Materia Medica.”

표 2 런던기술학교 ( 의 교육과정London Mechanics' Institute) 재인용[41, p. 548, ]

그런데 세기 전반기에 어린아이들 세을 위한 주간학교초등 및 중등에서는 수학 교육의  19 (3-15 ) ( )
비중이 크지 않았다 산술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가장 기본적인 교육과정인 . '3Rs'(Reading, wRriting, 

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수학 을 교육하는 기관은 적었aRithmetic) , (mathematics, algebra, geometry)
다 일부 문법학교와 사립학교 등이 현대 언어와 과학 분야를 포함해 수학 분야를 교육하였으나 상. , 
당수 학교의 수학 교육 수준은 열악했고 그나마도 고전 교육에 비해 수학 교육 시간은 적었다 변, . 
화된 교육에 대한 열망 속에서 년 문법학교법 이 교육과정의 수1840 ‘ (1840 Grammar Schools Act)’
정을 허용했으나 교사가 사망한 이후에만 적용 가능해 단기간에 큰 변화로 이어지지는 못했다[13]. 
사실 수학은 전통적으로 대학의 전형적인 교양 교육 과정의 일부였다 중세 대학의 교육과정이었. 

던 학 과 중 인문학의 성격을 지닌 학 문법 논리학 수사학 을 제외하면 과 산술 기하 음악3 4 3 ( , , ) 4 ( , , , 
천문학가 모두 수학 분야였다 음악은 산술을 소리에 적용한 분야로 여겼고 천문학은 기하를 천체) . 
의 운동에 적용한 학문이라고 여겼다 이후 수학은 신이 창조한 자연 세계의 섭리[10, pp. 119-131). 
와 질서를 마주하도록 하는 분야로 여겨졌고 뉴턴 과학의 성공 이후 중요한 학부 교양 과목으로 자
리 잡아 갔다 영국의 케임브리지대학에서는 중세 식의 교육과정이 쇠퇴하는 가운데 년대에 이. 1730
르러 학생들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우등시험제도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 
르면서 수학 문제의 비중이 증가하였고 시험 결과에 대한 대학 사회의 인정이 자리 잡으면서 시험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졌다 하지만 보통의 학생이 수학의 유용성을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이 과정에서 . . 
수학은 여러 학자를 통해 논리적인 사고력 도야를 위한 도구로 정당화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생각은 
점차 대학 사회에 널리 받아들여졌다 세기 초에 산업 발전에 따른 교육과정 개[7, pp. 115-117]. 19
혁 논의가 화두가 되었을 때에도 수학의 경우 사고력 도야의 가치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대학 내에, . 
서는 전통적인 교육과정을 옹호하면서 기존 교육 과정을 축소하거나 실용적인 분야를 중심으로 개혁
하는 데 반대했다[25, p. 399]. 
이런 상황에서 세기 전반기 동안 영국인들에게 수학에 대한 이미지는 긍정적인 것이 아니었다19 . 

대부분의 영국인은 수학을 배우지 못했으며 수학을 배우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수학의 유용성 및 가, 
치를 이해하기 힘들었다 이러한 경향은 고등 수학을 알아야 하는 학자나 그것을 배워야 하는 대학. 
생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세기 초 프랑스 수학계의 수리과학 분야에서의 성과를 지켜보며 영국 . 19
수학계는 프랑스식의 대수적 해석적 수학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 (analytic) [7, pp. 117-119]. 
께 난해한 수리과학 논문이 영국의 대표적인 과학 학술지인 철학회보< >(Philosophical 

에도 등장했다 하지만 실험 과학 및 자연사 분야가 발전했던 영국의 과학계 내에서 Transactions) . , 
난해한 수리 과학 연구는 상당수 학자에게 불편한 존재로 자리매김했다 이런 상황에서 수학은 영국. 
의 과학계가 지닌 활력을 빼앗고 대학생들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주범으로 그려지기 시작했다. 
그러한 수학을 바라보는 펀치 의 시선 역시 긍정적이지 않았다 수학은 간단한 것도 복잡하게 만들< > . 
고 수학을 모르는 이들을 쉽게 소외시키며 열심히 공부했을 때는 정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존재였, , 
다[9, pp. 85-90].

세기 중반 영국에서의 산술 교육의 실태와 수학에 대한 이미지3. 19
산술 교육의 실태와 산술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3.1. 

Table 2. Curriculum at London Mechanics’ Institute [41, p. 548] ;런던기술학교(London

Mechanics’ Institute)의교육과정 [41, p. 548]

그런데 19세기 전반기에 어린 학생들 (3-15세)을 위한 주간학교 (초등 및 중등)에서는 수학

교육의 비중이 크지 않았다. 산술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가장 기본적인 교육과정인 ’3Rs’

(Reading, wRriting, aRithmetic)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수학을 교육하는 기관은 적었다.

일부문법학교와사립학교등이현대언어와과학분야를포함해수학분야를교육하였으나,

상당수 학교의 수학 교육 수준은 열악했고, 그나마도 고전 교육에 비해 수학 교육 시간은 적

었다. 변화된교육에대한열망속에서 1840년 ‘문법학교법 (1840 Grammar Schools Act)’

이 교육과정의 수정을 허용했으나 교사가 사망한 이후에만 적용 가능해 단기간에 큰 변화로

이어지지는못했다 [13].

사실수학은전통적으로대학의전형적인교양교육과정의일부였다. 중세대학의교육과

정이었던 3학 4과 중 인문학의 성격을 지닌 3학 (문법, 논리학, 수사학)을 제외하면 4과 (산

술, 기하, 음악, 천문학)가모두 수학 분야였다. 음악은 산술을 소리에 적용한 분야로 여겼고

천문학은기하를천체의운동에적용한학문이라고여겼다 [10, pp. 119–131]. 이후수학은

신이창조한자연세계의섭리와질서를마주하도록하는분야로여겨졌고뉴턴과학의성공

이후 중요한 학부 교양 과목으로 자리 잡았다.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는 중세 식의 교

육과정이 쇠퇴하는 가운데 1730년대에 이르러 학생들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수학우등시험 (Mathematical Tripos)제도가자리를잡기시작했다. 시간이흐르면서수학

문제의난이도가증가하였고시험결과에대한대학사회의인정이자리잡으면서시험에대한

경쟁이치열해졌다 [7, pp. 115–117].

하지만보통의대학생이수학의유용성을발견하기는어려웠다. 이과정에서수학은여러

학자를 통해 논리적인 사고력 도야를 위한 도구로 정당화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생각은 점차

대학 사회에 널리 받아들여졌다 [7, pp. 115–117]. 19세기 초에 산업 발전에 따른 교육과정

개혁논의가화두가되었을때도,수학의경우사고력도야의가치를강조하였다. 그리고대학

내에서는 전통적인 교육과정을 옹호하면서 기존 교육과정을 축소하거나 실용적인 분야를

중심으로개혁하는데반대했다 [25, p. 399].

이런상황에서 19세기전반기동안영국인들에게수학에대한이미지는긍정적인것이아니

었다. 대부분의영국인은수학을배우지못했으며,수학을배우는학생들의경우에는수학의

유용성및가치를이해하기힘들었다. 이러한경향은고등수학을알아야하는학자나그것을

배워야하는대학생들에게도마찬가지였다. 19세기초프랑스수학계의수리과학분야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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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를지켜보며영국수학계는프랑스식의대수적,해석적 (analytic)수학을도입하기시작

했다 [7, pp. 117–119]. 이와 함께 난해한 수리과학 논문이 영국의 대표적인 과학 학술지인

『철학회보』(Philosophical Transactions)에도등장했다. 하지만,실험과학및자연사분야

가발전했던영국의과학계내에서난해한수리과학연구는상당수학자에게불편한존재로

자리매김했다. 이런상황에서수학은영국의과학계가지닌활력을빼앗고대학생들의정신을

피폐하게만드는주범으로그려지기시작했다. 그러한수학을바라보는 『펀치』의 시선 역시

긍정적이지않았다. 수학은간단한것도복잡하게만들고,수학을모르는이들을쉽게소외시

키며,열심히공부했을때는정신을피폐하게만드는존재였다 [9, pp. 85–90].

3 19세기중반영국에서의산술교육의실태와수학에대한이미지

3.1 산술교육의실태와산술에대한긍정적인이미지

19세기 중반에도 사회적, 경제적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었지만, 교육은 그에 맞춰 곧바로

개선되지않았다. 지속적인사회적변혁속에서새로운교육기관이나타났고교육에대한관

심이증가하였으나,교육여건은사회변화를제대로반영하지못하고있었다 [13]. 1851년에

인구총조사(Census of Great Britain)과정에서진행된교육에대한광범위한조사는이시기

어린 학생들의 교육 수준을 짐작케 한다. 인구총조사를 총괄했던 호적본서 장관 (Registrar

General) 조지 그레이엄 (George Graham)은 호레이스 만 (Horace Mann)을 임명해 인구

조사과정에서별도로교육관련조사를실시하도록지시하였다. 만은인구조사를위해조사

원이개별집을방문할때교육기관의종류와교사수,학생수,연령,성별,교육내용등을함께

조사하도록지시했다. 또한각학교에게관련자료를제출할것을요청했다 [16]. 조사보고서

의통계자료에따르면,잉글랜드와웨일즈의 3세에서 15세사이의어린학생은총 4,908,696

명이었는데,이중절반에해당하는 2,144,378명 (주간학교에다녔던학생은 2,046,848명)이

학교교육을경험했다. 이는남학생의경우 45%,여학생의경우 38%정도가주간학교를다닌

것으로,상당수학생의교육여건은여전히부실했다 [5, p. xxviii](Figure 1참조).

다만,모든학교의교육과정에서산술이차지하는비중은높았다. 거의절반이상의학교에

서읽기, 쓰기, 영어문법, 지리학과함께산술을가르쳤는데, 교육과정에서산술이차지하는

비중은 읽기, 쓰기 다음으로 높았다. 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은 공립학교의 84.5%, 사

립학교의 48.1%가산술교육을제공했고,소녀들을교육했던학교에서는공립학교의 83.2%,

사립학교의 52.7%가산술을가르쳤다. 이는학교에다녔던 3-15세남학생의 56.4%,여학생의

44.2%가산술을배웠음을의미했다 [5, p. xxxii](Figure 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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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에서 수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히 낮았다. 
년에 이루어진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소년 대상 공1851 , 

립학교의 사립학교의 만이 수학을 가르쳤13.7%, 9.4%
다 소녀 대상의 학교에서는 수학을 가르치는 학교의 . 
수가 훨씬 더 적었다 공립학교의 사립학교의 . 0.4%, 

만이 수학을 가르쳤는데 다른 분야와 비교할 때 0.7% , 
수학을 가르치는 학교의 수가 가장 적었다[5, pp. 

그림 참조xxxi-xxxiii]( 1 ).
이는 우선적으로 실제 학교에 등록되어 있었던 학생의 

수와 교육 기간이 교육의 질을 담보하지 못했던 상황에도 
기인한다 기록상으로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경우 세 . 3-15
아이들의 절반 정도가 주간학교에 다녔다 그런데 일반적으. 
로 학교에 다녔던 기간은 평균 년으로 세 학생들을 5 , 5-15
기준으로는 년밖에 되지 않았다 그나마도 학교에 등록4.4 . 
된 기록과 달리 학교 수업을 정기적으로 받지 않는 학생이 
많았다 노동계급 자녀의 경우에는 어린 나이에 잠깐 학교. 
에 다닐 뿐 실질적인 교육 기간은 매우 짧았다 상류층과 . 
중간계층의 자녀는 전체 학생의 정도를 차지했는데1/4 [5 그림 참조, p. xliv]( 1 이들은 평균 ), 
년 정도로 조금 더 오래 학교를 다녔다 하지만 이 기간으로는 수학과 같은 6 [5, pp. xxi-xxxi]. 
고등 분야를 충분히 배우기에 부족했다. 

그림 1 개별 분야를 교육하는 학교의 수[5, p. xxviii]

그림 2 “The "Calculating" Boy gets the 
Prize for Arithmetic”, Punch, 1852.05.08Figure 1. Mr Punch(left) conferring the prize for arithmetic to Benjamin Disraeli(right) [27];

왼쪽의미스터펀치가오른쪽의벤자민디즈랠리에게산술우수상을수여하는장면

이시기에영국사회는이미산술교육의광범위한유용성에대해동의하고있었다. 19세기

중반에이르면기본적인경제생활에서의필요나상업종사자들의필요외에도사회에서좋은

일자리를확보하는데산술공부가필요했다. 가령,이시기에는산업발전과상업및해외무역

성장, 식민지 확대 등과 함께 대영 제국이 성장하면서 국가 행정 공무원의 수요가 증가했다.

기존의재무부,내무부,외무부에더해 1854년에는식민부가, 1856년에는교육부가설립되었

다. 1853년에는공무원제도의확립을위해위원회가구성되었고, 조사보고서 (Northcote-

Trevelyan Report on the Civil Service)의 제안이 다음 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20, pp.

76–77]. 그결과추천이아닌능력에기반한공무원채용을위해공개경쟁시험제도가도입되

었다. 1870년대초에이르면거의모든고위직공무원을선출하는데시험이활용되었다 [25,

p. 417]. 시험과목에는영어나외국어외에도산술이포함되었는데,가령,외무부가전문인력

확보를위해마련한채용시험은산술을포함해여덟개의과목(철자법,산술,영작,요점필기,

불어,라틴어,독어해석,상식)으로구성되어있었다 [20, p. 88] .

이시기산술에대한영국사회의긍정적인태도는 1852년 5월 8일자 <펀치>기사에서도

잘드러난다 (Figure 1참조). 이기사에서는재무장관이었던벤자민디즈레일리 (Benjamin

Disraeli)가미스터펀치로부터산술우수상을받는다. 재무장관이었던디즈레일리의예산안

은초기의원들의마음을사로잡았는데,펀치는산술우수상을부여하며그의예산안에긍정적

인메시지를보낸다. 예산안이단순히산술능력으로가능한것은아니었다. 하지만, <펀치>

기사는산술에대한당시영국사회의태도가긍정적이었음을우회적으로보여준다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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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19세기중반영국초,중등교육에서의수학교육의실태

19세기중반에산술교육이초등및중등교육과정에포함돼폭넓게이루어졌던데반해,

중등교육과정에서수학이차지하는비율은여전히낮았다. 1851년에이루어진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소년 대상 공립학교의 13.7%, 사립학교의 9.4%만이 수학을 가르쳤다. 소녀 대상의

학교에서는수학을가르치는학교의수가훨씬더적었다. 공립학교의 0.4%,사립학교의 0.7%

만이수학을가르쳤는데,다른분야와비교할때수학을가르치는학교의수가가장적었다 [5,

pp. xxxi-xxxiii](Figure 2참조).

Figure 2. Number of schools teaching individual disciplines [5, p. xxviii];개별분야를

교육하는학교의수 [5, p. xxviii]

이는우선적으로실제학교에등록되어있었던학생의수와교육기간이교육의질을담보하

지못했던상황에도기인한다. 기록상으로는잉글랜드와웨일즈의경우 3-15세아이들의절반

정도가주간학교에다녔다. 그런데일반적으로학교에다녔던기간은평균 5년으로, 5-15세

학생들을기준으로는 4.4년밖에되지않았다. 그나마도학교에등록된기록과달리학교수업

을정기적으로받지않는학생이많았다. 노동계급자녀의경우에는어린나이에잠깐학교에

다닐 뿐 실질적인 교육 기간은 매우 짧았다. 상류층과 중간계층의 자녀는 전체 학생의 1/4

정도를차지했는데 [5, p. xliv](Figure 2참조),이들은평균 6년정도로조금더오래학교를

다녔다 [5, pp. xxi-xxxi]. 하지만 이 기간으로는 수학과 같은 고등 분야를 충분히 배우기에

부족했다.

그러다보니수학을가르쳤던학교의경우에도수학교육여건이나수준은그리높지않았다.

이러한 경향은 중, 상류 계급의 자녀들이 주로 다녔던 명문 사립학교의 경우를 살펴볼 때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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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난다. 1861년상류층자제들의중등교육현황을조사하기위해 ‘왕립사립학교조사위원

회’(Royal Commission on the Public Schools)3)가구성되었는데, 위원회는아홉개의주

요 유명 사립학교 (Eton, Winchester, Westminster, Charterhouse, St. Paul’s, Merchant

Taylors’, Harrow, Rugby, Shrewsbury)에서의 교육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1864

년에발표된 『클래런던보고서』(Clarendon Report)에따르면,유명사립학교의산술·수학

교육 시간은 평균 주당 3시간이었다. 왕립사립학교조사위원회가 제안한 주당 교육 시간을

감안할 때 교육과정에서 산술과 수학의 비중은 그리 크지 않았으며, 수학 과목의 위상 역시

고전에 비해 낮았다 (Table 3 참조). 왕립조사위원회는 조사 후 ‘산술·수학’ 교육과정에 산

술 외에도 기하학, 대수학, 평면 삼각법의 기초를 포함하고, 수학 상급반에는 역학의 기초를

포함한응용수학을가르칠것을제안했다 [15, p. 53]. 하지만,사립학교의수학교육수준은

곧바로나아지지않았다.
그러다보니 수학을 가르쳤던 학교의 경우에도 수학 교육 여건이

나 수준은 그리 높지 않았다 이러한 경향은 중 상류 계급의 자녀. , 

들이 주로 다녔던 명문 사립학교의 경우를 살펴볼 때 잘 드러난다. 

년 상류층 자제들의 중등 교육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왕립사1861 ‘

립학교조사위원회’(Royal Commission on the Public Schools)3)가 

구성되었는데 위원회는 아홉 개의 주요 유명 사립학교, (Eton, 

Winchester, Westminster, Charterhouse, St. Paul’s, Merchant 

에서의 교육 현황을 조사하Taylors’, Harrow, Rugby, Shrewsbury)

였다 조사 결과 년에 발표된 클래런던 보고서. 1864 (Clarendon 

에 따르면 유명 사립학교의 산술 수학 교육 시간은 평균 주Report) , ·

당 시간이었다 왕립사립학교조사위원회가 제안한 주당 교육 시간3 . 

을 감안할 때 교육과정에서 산술과 수학의 비중은 그리 크지 않았
으며 수학 과목의 위상 역시 고전에 비해 낮았다 표 참조 왕립조사위원회는 조사 후 산, ( 3 ). ‘

술 수학 교육과정에 산술 외에도 기하학 대수학 평면 삼각법의 기초를 포함하고 수학 상급· ’ , , , 

반에는 역학의 기초를 포함한 응용 수학을 가르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사립학[15, p. 53]. , 

교의 수학 교육 수준은 곧바로 나아지지 않았다. 

수학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했으나 무엇보다도 수학 공부를 위한 

동기 부여가 부족했다 수학 공부를 게을리하는 학생이 많았고 그런 수준은 대체로 졸업까지 이어졌. 

다 옥스퍼드대학의 자연철학교수였던 바톨로뮤 프라이스 는 사[15, pp. 22-24]. (Bartholomew Price)

립학교 출신 학생 중에 수학 실력이 뛰어난 이들이 거의 없으며 공립학교에 비해 사립학교 학생의 , 

수학 실력이 매우 떨어진다고 탄식했다 공립학교에는 주로 중간계층이나 노동계층의 [15, pp. 25-26]. 

자녀들이 다녔다 공립학교는 학교의 명성을 염두에 두고 학생 중 실력이 아주 뛰어난 학생을 대학. 

으로 보냈는데 이들이 대학에 다니기 위해서는 장학금을 받아야 했다 그러다 보니 대학에 진학하, . 

는 이들 중에는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많았다 하지만 공립학교의 경우에도 수학 실[15, pp. 25-26]. 

력이 뛰어났던 학생은 소수에 불과했다 클래런던 보고서가 보여주는 명문 사립학교 수학 교육의 실. 

태는 당대 영국 사회의 수학에 대한 지배적인 인식의 바탕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세기 중반 영국 대학에서의 수학 교육의 가치 및 실태3.3. 19
한편 대학 역시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고전 산술 외국어 지식이 필요함을 이야기하면서, , , 

도 어려운 수학 지식은 요구하지 않았다 가령 년 옥스퍼드대학의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 , 1861

의 학부생 명 중 명 정도가 명문 사립학교 출신이었다 그런데 칼리(Christ Church college) 218 130 . 

지는 입학시험을 안내하면서 산술 문제를 풀기 위해 굳이 유클리드 기하나 대수까지는 공부할 필요
가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 시기 옥스퍼드 대학의 입시 산술 시험은 쉬운 분수 및 소수 계산 문. 

제 유클리드 원론 첫 두 권에 나오는 간단한 기하 문제 간단한 방정식 풀이 문제 등으로 구성되, < > , 

어 있었다 옥스퍼드대학의 경우 졸업 전에 입학시험을 제외하고 총 세 번의 시험을 치러야 했는데. , 

두 번째 시험의 수학 문제는 쉬운 차 방정식 문제와 유클리드 첫 세 권 정도를 공부하면 풀 수 있2

는 수준으로 구성되었고 그나마도 논술 소논문으로 대체될 수 있었다 학업에 열중할 동, [15, p. 15]. 

기를 얻지 못했던 학생들의 수학 실력은 낮을 수밖에 없었다.

3) 년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하는 은 유명 사립학교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 1861 public school . 

는 왕립사립학교조사위원회로 지칭할 것이다.

교육 과목
주당 

시수
고전 역사와 신학을 (

포함)
11

산술과 수학 3

프랑스어나 독일어 2

자연과학 2

음악이나 미술 2

총계 20

표 3 왕립사립학교조사위원회 

가 이튼 스쿨을 조사하고 제
안한 주당 교육 시간

Table 3. Class hours per week suggested by the Royal Commission on the Public Schools for

Eaton School [15, p. 53]; 왕립사립학교조사위원회가 이튼 스쿨을 조사하고 제안한 주당 교육 시간

수학실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들여야 했으나 무엇보다도 수학 공부

를 위한 동기 부여가 부족했다. 수학 공부를 게을리하는 학생이 많았고 그런 수준은 대체로

졸업까지이어졌다 [15, pp. 22–24]. 옥스퍼드대학의자연철학교수였던바톨로뮤프라이스

(Bartholomew Price)는 사립학교 출신 학생 중에 수학 실력이 뛰어난 이들이 거의 없으며,

공립학교에 비해 사립학교 학생의 수학 실력이 매우 떨어진다고 탄식했다 [15, pp. 25–26].

공립학교에는 주로 중간계층이나 노동계층의 자녀들이 다녔다. 공립학교는 학교의 명성을

염두에 두고 학생 중 실력이 아주 뛰어난 학생을 대학으로 보냈는데, 이들이 대학에 다니기

위해서는 장학금을 받아야 했다. 그러다 보니 대학에 진학하는 이들 중에는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많았다 [15, pp. 25–26]. 하지만 공립학교의 경우에도 수학 실력이 뛰어났던 학생은

소수에불과했다. 클래런던보고서가보여주는명문사립학교수학교육의실태는당대영국

사회의수학에대한지배적인인식의바탕을보여준다할것이다.

3) 1861년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하는 public school은 유명 사립학교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왕립사립
학교조사위원회로 지칭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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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19세기중반영국대학에서의수학교육의가치및실태

한편,대학역시입학하는학생들에게기본적인고전,산술,외국어지식이필요함을이야기

하면서도어려운수학지식은요구하지않았다. 가령, 1861년옥스퍼드대학의크라이스트처치

칼리지(Christ Church college)의학부생 218명중 130명정도가명문사립학교출신이었다.

그런데 칼리지는 입학시험을 안내하면서 산술 문제를 풀기 위해 굳이 유클리드 기하나 대수

까지는공부할필요가없다고설명했다. 실제이시기옥스퍼드대학의입시산술시험은쉬운

분수및소수계산문제,유클리드 <원론>첫두권에나오는간단한기하문제,간단한방정식

풀이문제등으로구성되어있었다. 옥스퍼드대학의경우졸업전에입학시험을제외하고총

세번의시험을치러야했는데,두번째시험의수학문제는쉬운 2차방정식문제와유클리드

첫세권정도를공부하면풀수있는수준으로구성되었고,그나마도논술소논문으로대체될

수있었다 [15, p. 15]. 학업에열중할동기를얻지못했던학생들의수학실력은낮을수밖에

없었다.

사실 19세기중반에도여전히수학은실용적인분야가아니었다. 대학은교육을위한기관이

었지연구를위한기관이아니었다. 존뉴먼(John Henry Newman)이 1852년에발표한 『대

학교육의 범위와 본질에 관한 논고』(Discourses on the Scope and Nature of University

Education)는 대학의 교양 교육을 옹호하는 이들에게 큰 지지를 얻었다. 그 글에서 뉴먼은

대학의 교양 교육은 “유용성을 통해 정당화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대학은 교양과 지성,

도덕적자질등을갖춘신사를배출하는것만으로도역할을다한것이며,그러한신사는어떤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하든 “능숙하게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생각은 당대

사상에큰영향을미쳤던존스튜어트밀(John Stuart Mill)의생각과도다르지않았다. 밀은

대학의 “목적은특정직업에필요한전문적인지식을제공하는것이아니라유능하고교양있는

인간을길러내는것”이라고보았다 [38, p. 50]. 영국사회에서수학은실용성보다는 “정신적인

훈련을위한도구”라는관점에서정당화되고있었다 [15, p. 15].

이러한 태도는 『펀치』의 풍자 기사에서도 잘 드러났다. 가령, 1861년 8월에는 트리니티

교회의주일학교와유아학교설립을후원하기위한모임이있었다 [12]. 같은달 『펀치』 기사

는후원회장의목소리를빌어 “형이상학,수학,자연철학,도덕철학,역사,전기,항해,여행,

소설,로맨스,시,그리고펀치”가지성훈련과정신함양을위한중요한양식이라고이야기한

다. 그러면서 “고전살미(salmi),수학스튜,음악과논리소스”를추천하고, “히브리송아지의

간과베이컨,산스크리트카레,역사가담긴우둔살”, “철학을담은양고기등심살조각”, “화학

퐁듀,형이상학적볼오방 (vol-au-vent),음악포푸리 (pot-pourri),송아지고기가담긴농담

부침 (jokelet), 톡 쏘는 듯한 말”이 “지력에 영양을 제공하고 원기를 회복하기 위한” 메뉴로

애용될거라설명한다 [30].

그런데이런분위기속에서도케임브리지대학에서는교양교육수준을넘어고등수학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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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교육과정을고수하고있었다. 수학우등시험에출제되는시험문제역시점점더복잡하고

난해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그 결과 19세기 중반에는 계속해서 케임브리지 대학의 수학

교육 방식을 두고 부정적인 시선이 지속되었다 [7, pp. 116–120] . 가령, 1859년 9월 24일

자 『펀치』 기사를보면다른대학에비해케임브리지대학이수학및수리과학에대한과도한

교육과시험으로어린학생들을피폐하게만들수있는곳이라고풍자하고있다. 이기사에서

『펀치』는 어려서부터엄격한교육을받았던에드워드 7세의이야기를우회적으로풍자한다.

빅토리아여왕의남편이었던앨버트공은아들이었던에드워드 7세가세대학에서연속해서

교육을받도록계획했다. 실제에드워드 7세는 1859년여름에딘버러대학을시작으로 1859

년 10월에는 옥스퍼드대학, 1861년 1월에는 케임브리지대학에 입학해 개인 교육을 받았다

[23]. 1859년 9월 24일 자 『펀치』 기사는 에드워드 7세가 에딘버러에서 공부한 후 다시 옥

스퍼드에서 공부하게 될 거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과도한 교육을 비판하며 작성된 것이었다.

『펀치』는앨버트공의과도한교육열을풍자하며교육적억압을담지한기차가과열될때어느

순간 폭발해버릴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케임브리지 대학의 “동역학, 정역학, 순수

수학” 교육이에드워드 7세의뇌에과부하가걸리도록할요소중하나임을강조한다. 그러한

비판적시각은 『펀치』삽화속의깡마른어린아이의모습을통해서도잘드러난다 [29](Figure

3참조).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영문으로 교회 문에 붙, 
일 안내문 하나 제대로 작성하지 못한다 고 비판”
했다 수학이나 고전 시험에서는 높은 성적을 거두. 
지만 모국어 수준만 본다면 아주 형편없는 수준이
라는 것이다 이러한 풍자는 일종의 시샘 어린 [28]. 
시선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당대 영국 사, 
회의 케임브리지대학의 수학 교육에 대한 시선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음을 우회적으로 보여준다할 
것이다.

세기 중반 수학이 지닌 이중적 성격4. 19
사고력 도야를 위한 전통적인 교과로서의 수학4.1. 

의 위치
이런 상황에서 세기 중반에는 옥스퍼드19 ·케임브

리지 대학의 엘리트주의에 대한 비판과 대학 교육 개
혁의 목소리 속에서 일부 개혁이 시도되었다 변화는 . 

년 빅토리아 여왕의 부군이었던 앨버트 공이 케1847
임브리지 대학의 총장이 되면서 시작되었다 년 . 1850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자연과학을 비롯한 새로운 과목이 대학의 교육과정에 편입되었다, . 
또한 케임브리지대학의 경우 우등학위제가 수학을 넘어 자연과학과 윤리학 법학(1851), (1859), 
역사학 등으로 확대되었다(1870) [25, p. 400-402], [37, p. 65, 313].

해당 시기 펀치 는 앨버트 공의 개혁 시도를 인상적인 방식으로 그려냈다 년 월 일 < > . 1848 11 25
자 기사에서 펀치 는 앨버트 공의 대학 개혁을 나폴레옹이 오스트리아군이 지키던 아르콜 지역을 < >
돌파하기 위해 아르콜 다리를 건너는 모습에 비유하였다 그림에서 앨버트공을 기준으로 왼편에 있. 
는 학자들은 새로운 교육과정을 비판하면서 전통적인 교육과정을 지지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왼쪽 . 
맨 위에 있는 학자들은 경제학과 현대 언어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오른쪽에는 산술은 비, “
례 계산까지 라틴 산문 그것만 그 오른쪽에는 대수는 차 방정식까지 라는 피켓이 그려져 있다, , ”, “ 2 ” . 
맨 왼쪽 아래에 있는 학자는 라틴어는 약간만 그리스어는 조금 줄이고 라는 피켓과 보트 식물학“ , ” “ , 
은 금지 라고 적은 보트 노를 들고 있다 그 오른쪽에 다리에서 떨어지는 학자는 심슨” . ‘ (Robert 

의 유클리드라고 적은 글귀를 통해 전통적인 원론 방식의 기하학을 옹호하고 있다 이Simpson) ’ < > . 
는 앨버트 공이 들고 있는 정치경제학 과 도덕학 오른편 위에(pollitical economy) (moral sciences), 
서부터 보이는 비교해부학 법학 현대 역사학 생태(comparative anatomy), (laws), (modern history), 
학 화학 식물학 맞춤법 물리과학(ecology), (chemistry), (botany), (orthography), (physical sciences)
과 대치된다 전반적으로 왼편 학자들은 고전과 산술 수학 중심의 전통적인 교육과정을 오른편 학. , , 
자들은 과학 자연사 정치경제학 법학 역사학 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 , , [26]. 
그러나 대학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일부 개혁이 시도되었으나 대학에서의 수학의 비중은 곧

바로 변화되지 않았다 여기에는 세기 중반을 지나면서 점차 중[25, p. 400-402], [37, p. 65, 313]. 19
간계층에 속하는 교수나 의사 같은 전문직 계층의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하기 시작했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 사실 세기 후반까지도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대학의 경우 학생 상당수가 토지를 소유한 . 19
계층이거나 상류층 성직자 가문의 출신이었다 이들은 졸업 후에는 절반 가까이가 추천 등을 통해 , . 
정부 요직이나 성직과 관련된 분야로 나아갔기에 수학 공부에 대한 유인이 적었다 그[38, p. 46-47]. 

그림 3 “A Prince at high Pressure”, Punch 
(1859. 9. 24)

Figure 3. A satirical illustration of a prince(Edward VII) at high pressure with

over-education [29]; 공부 스트레스를 받는 에드워드 7세를 풍자한 모습

케임브리지대학의수학교육및수학우등시험에대한비판적태도는 1859년 1월 15일자

『펀치』 풍자에서도 잘 드러난다. 1859년 1월 케임브리지 대학 내 한 칼리지 예배당 입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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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에는 영문으로 쓴 공지문이 붙었다. “일요일 아침 다음 예배는 10시에 시작하여 추후

공지가있을때까지계속됩니다(On Sunday morning next chapel will commence at ten

o’clock and continue until further notice).” 이 공지문을본케임브리지대학학생들은본

인들이한동안예배당안에서만지내야한다고생각해크게걱정했고,이사실이당대신문에

게재되었다 [43]. 이기사는곧바로대학구성원의영어구사력에대한비판을불러왔다. 『펀

치』는같은해 1월 22일자기사에서케임브리지대학졸업생들이 “고전이나수학분야에서의

성취를통해학사,신학박사,법학박사같은학위를받을수있을지는몰라도,영문으로교회

문에붙일안내문하나제대로작성하지못한다”고비판했다. 수학이나고전시험에서는높은

성적을 거두지만 모국어 수준만 본다면 아주 형편없는 수준이라는 것이었다 [28]. 이러한

풍자는 일종의 시샘 어린 시선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당대 영국 사회의 케임브리지

대학의수학교육에대한시선이긍정적이지만은않았음을우회적으로보여준다할것이다.

4 19세기중반수학이지닌이중적성격

4.1 사고력도야를위한전통적인교과로서의수학의위치

이런상황에서 19세기중반에는옥스퍼드·케임브리지대학의엘리트주의에대한비판과

대학 교육 개혁의 목소리 속에서 일부 개혁이 시도되었다. 변화는 1847년 빅토리아 여왕의

부군이었던앨버트공이케임브리지대학의총장이되면서시작되었다. 1850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자연과학을 비롯한새로운과목이 대학의교육과정에편입되었다. 이과정에서

케임브리지 대학의 경우 우등학위제가 수학을 넘어 자연과학과 윤리학 (1851), 법학 (1859),

역사학(1870)등으로확대되었다 [25, pp. 400–402], [37, p. 65, 313].

해당시기 『펀치』는앨버트공의개혁시도를인상적인방식으로그려냈다. 1848년 11월 25

일자기사에서 『펀치』는앨버트공의대학개혁을나폴레옹이오스트리아군이지키던아르콜

지역을 돌파하기 위해 아르콜 다리를 건너는 모습에 비유하였다. Figure 4에서 앨버트공을

기준으로 왼편에 있는 학자들은 새로운 교육과정을 비판하면서 전통적인 교육과정을 지지

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왼쪽 맨 위에 있는 학자들은 경제학과 현대 언어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그오른쪽에는 “산술은비례계산까지,라틴산문,그것만”,그오른쪽에는 “대수는

2차 방정식까지”라는 피켓이 그려져 있다. 맨 왼쪽 아래에 있는 학자는 “라틴어는 약간만,

그리스어는 조금 줄이고”라는 피켓과 “보트, 식물학은 금지”라고 적은 보트 노를 들고 있다.

오른쪽 다리에서 떨어지는 학자는 ‘심슨 (Robert Simpson)의 유클리드’라고 적은 글귀를

통해 전통적인 <원론> 방식의 기하학을 옹호하고 있다. 이는 앨버트 공이 들고 있는 정치경

제학 (pollitical economy)과도덕학 (moral sciences),오른편위에서부터보이는비교해부

학(comparative anatomy),법학(laws),현대역사학(modern history),생태학(e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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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chemistry),식물학(botany),맞춤법(orthography),물리과학(physical sciences)과

대치된다. 전반적으로왼편학자들은고전과산술,수학중심의전통적인교육과정을,오른편

학자들은과학,자연사,정치경제학,법학,역사학등을주장하고있는것이다 [26].

러나 대학 공부를 통해 이후 변호사 의사 교수 같은 전문직업 분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중간계층 , , 
자녀들은 대학 공부에 매진했다 특히 옥스퍼드대학이나 케임브리지대학의 경우 대학 [25, p. 414]. , 
학비가 매우 비쌌을 뿐만 아니라 대학 생활비도 많이 들었으므로 일부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장학금
이나 연구비 경쟁이 치열했다 빅토리아 시기에 나온 소설 중 대학을 배경으(fellowship) [38, p. 47]. 
로 하는 소설에서는 학자금 대출을 받아 빚에 허덕이거나 파산한 대학생을 그리는 경우가 많았다.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빚더미에 앉게 된다는 말이 나돌 정도였고 빚으로 인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 
는 이들도 늘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중간계층의 자녀들이 옥스퍼드대학이나 케임브([40, p. 385-387]. 
리지대학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었다 장학금이나 연구비 등을 확보하고자 . 
한다면 대학에서 권위를 지니고 있던 고전 및 수학 우등학위를 위해 고전이나 수학 공부에 매진할 
수밖에 없었다.4) 대학에서 수학 중심의 교육과정이 유지되고 수학우등시험 경쟁이 치열했던 이유 중  
하나였다 그리고 그것은 그대로 중등학교에서의 수학 교육에도 영향을 미쳤다. .

수학 시험의 확대와 실용적인 개혁 교과로서의 수학의 위치4.2. 
세기 중반에는 대학에서의 분위기와는 달리 수학이 각종 시험의 주요 과목에 포함되면서 수학19

에 대한 인식이 서서히 변화하고 있었다 이 시기 영국 학생이 유명 사립학교나 대학. 5) 육해군 사, ·

4) 옥스퍼드대학의 경우 년대 후반부터 수학우등시험이 도입되었다 1820 [17, p. 126].
5) 세기 이전 잉글랜드에는 옥스퍼드대학과 케임브리지대학이 유일한 대학이었다 그러다 년  19 . 1828
런던에 유니버시티 칼리지 같은 새로운 유형의 비종파적 대학이 설립(University College, London) 
되고 년에는 국교회 계열의 킹스칼리지 가 설립되었다 이후 런던의 두 대학의 1831 (King’s college) . 

그림 4 케임브리지대학의 총장이 된 앨버트 공이 대학 교육 개혁을 주장하는 모습을 풍자한 기 
사[26]Figure 4. A satirical article depicting Prince Albert, who became chancellor of the University

of Cambridge, advocating for university education reform [26]; 케임브리지대학의 총장이 된

앨버트 공이 대학 교육 개혁을 주장하는 모습을 풍자한 기사 [26]

그러나 대학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일부 개혁이 시도되었으나 대학에서의 수학의

비중은곧바로변화되지않았다 [25, pp. 400–402], [37, p. 65, 313]. 여기에는 19세기중반을

지나면서점차중간계층에속하는교수나의사같은전문직계층의자녀들이대학에진학하기

시작했던것도영향을미쳤다. 19세기후반까지도옥스퍼드나케임브리지대학의경우학생

상당수가 토지를 소유한 계층이거나 상류층, 성직자 가문 출신이었다. 이들은 졸업 후에는

절반가까이가추천등을통해정부요직이나성직과관련된분야로나아갔기에수학공부에

대한유인이적었다 [38, p. 46–47]. 그러나대학공부를통해이후변호사,의사,교수같은전

문직업분야로나아갈수있었던중간계층자녀들은대학공부에매진했다[25, p. 414]. 특히,

옥스퍼드대학이나케임브리지대학의경우대학학비가매우비쌌을뿐만아니라대학생활비도

많이들었으므로일부대학생들사이에서는장학금이나연구비(fellowship)경쟁이치열했다

[38, p. 47]. 빅토리아시기에나온소설중대학을배경으로하는소설에서는학자금대출을

받아빚에허덕이거나파산한대학생을그리는경우가많았다. 대학에입학하자마자빚더미에

앉게된다는말이나돌정도였고,빚으로인해학업을중도에포기하는이들도늘어났다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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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385–387] . 이런상황에서중간계층의자녀들이옥스퍼드대학이나케임브리지대학에서

살아남기위해서는열심히공부할수밖에없었다. 장학금이나연구비등을확보하고자한다면

대학에서 권위를 지니고 있던 고전 및 수학 우등학위를 위해 고전이나 수학 공부에 매진할

수밖에없었다.4) 대학에서수학중심의교육과정이유지되고수학우등시험경쟁이치열했던

이유중하나였다. 그리고그것은그대로중등학교에서의수학교육에도영향을미쳤다.

4.2 수학시험의확대와실용적인개혁교과로서의수학의위치

19세기 중반에는 대학에서의 분위기와는 달리 수학이 각종 시험의 주요 과목에 포함되면

서 수학에 대한 인식이 서서히 변화하고 있었다. 이 시기 영국 학생이 유명 사립학교나 대

학5), 육·해군 사관학교 입시에 성공하거나 대학 등에서 장학금을 받거나 공무원 채용 시험

등에합격하기위해서는수학을공부해야했다. 가령, 1858년 12월 7일 <런던이브닝스탠다

드>(London Evening Standard)에 실린 인도 주둔 공무원 채용 시험의 시험 과목은 영어,

외국어, 수학, 자연과학, 도덕분야로구성되었는데, 이중수학분야의비중은영어다음으로

높았다 [24](Figure 5참조).
관학교 입시에 성공하거나 대학 
등에서 장학금을 받거나 공무원 
채용 시험 등에 합격하기 위해서
는 수학을 공부해야 했다 가령. , 

년 월 일 런던 이브닝 1858 12 7 <
스탠다드>(London Evening 

에 실린 인도 주둔 공Standard)
무원 채용 시험의 시험 과목은 
영어 외국어 수학 자연과학 도, , , , 
덕 분야로 구성되었는데 이중 수, 
학 분야의 비중은 영어 다음으로 
높았다 그림 참조[24]( 5 ). 
이러한 경향은 비단 공무원 시험

에만 국한되지는 않았다 년 . 1865
월 일 아틀라스 에 12 9 < (The Atals)>

실린 기사는 공무원 채용 시험 외
에도 사관학교 및 대학 입학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고전 수학 역, , 
사 영어 철학 법 등을 공부해야 , , , 
한다고 소개한다 그림 참조[44]( 6 ). 

특히 육군사관학교 입학시험에서 수학의 비중은 매우 높았는데 년 울위치 육군사관학, , 1861 ‘
교 의 입학시험 과목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 시험에서는 전체 ’(Royal Military Academy, Woolwich) . 
아홉 과목에서 다섯 과목을 선택하되 그중 한 과목은 반드시 수학을 포함해야 했다 또한 총, .  2,500

점 이상을 받아야 입학 자격
이 주어졌는데 그중 수학에, 
서는 반드시 점 이상 순 1000 (
수 수학에서 점 이상 을 700 )
받아야만 입학이 가능했다[1]
(그림 참조7 ).
영연방신문아카이브 (The 

를 살펴볼 때 세기 전반에 비해 세기 중반 이후에는 시험 준비와 British Newspaper Archive) , 19 19
관련된 신문 기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그림 참조 잉글랜드에서 나온 기사만 확인하면( 7 ). , 1850
년 이전에 시험 준비와 관련된 기사는 만 건 이상이 검색되는 데 반해 년에서 년 사이59 , 1850 1899
에는 만 건 이상이 검색된다 각종 시험이 늘어나기 시작하던 시기 중등 교육기관의 전통적인 270 . , 
교육과정에서는 시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학이나 외국어 교육의 비중이 낮았다 그 결과 이 . 
시기에는 각종 입시 및 공무원 채용 시험 준비를 위한 최적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학교들이 나타
났다 기존의 공립학교가 교육과정을 개선하는 경우도 있었고 새롭게 설립된 학교도 있었으며 개인. , , 

행정적 문제 등을 관할하기 위해 런던 대학 이 설립되고 영 제국의 다양한 대학(London University)
들과 제휴하면서 대학 입학시험이 체계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수학은 입학시험의 주요 시험 과. 
목 중 하나였다[13].

그림 6 각종 시험 준비를 위해 수학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를 교육한다는  
광고<The Atlas>(1865.12.09.)

그림 5 인도 식민지 주둔 공무원 채용 시험의 시험 과목  <London 
Evening Standard>(1858.12.07.)Figure 5. Subjects of the exam for hiring civil servants who will be stationed in the Indian

colonies [24];인도식민지주둔공무원채용시험의시험과목 <London Evening

Standard>(1858.12.07.)

4) 옥스퍼드대학의 경우 1820년대 후반부터 수학우등시험이 도입되었다 [17, p. 126].
5) 19세기 이전 잉글랜드에는 옥스퍼드대학과 케임브리지대학이 유일한 대학이었다. 그러다 1828년 런던에
유니버시티 칼리지(University College, London) 같은 새로운 유형의 비종파적 대학이 설립되고 1831년에는
국교회 계열의 킹스칼리지(King’s college)가 설립되었다. 이후 런던의 두 대학의 행정적 문제 등을 관할하기
위해 런던 대학 (London University)이 설립되고 대영 제국의 다양한 대학들과 제휴하면서 대학 입학시험이
체계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수학은 입학시험의 주요 시험 과목 중 하나였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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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학교 입시에 성공하거나 대학 
등에서 장학금을 받거나 공무원 
채용 시험 등에 합격하기 위해서
는 수학을 공부해야 했다 가령. , 

년 월 일 런던 이브닝 1858 12 7 <
스탠다드>(London Evening 

에 실린 인도 주둔 공Standard)
무원 채용 시험의 시험 과목은 
영어 외국어 수학 자연과학 도, , , , 
덕 분야로 구성되었는데 이중 수, 
학 분야의 비중은 영어 다음으로 
높았다 그림 참조[24]( 5 ). 
이러한 경향은 비단 공무원 시험

에만 국한되지는 않았다 년 . 1865
월 일 아틀라스 에 12 9 < (The Atals)>

실린 기사는 공무원 채용 시험 외
에도 사관학교 및 대학 입학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고전 수학 역, , 
사 영어 철학 법 등을 공부해야 , , , 
한다고 소개한다 그림 참조[44]( 6 ). 

특히 육군사관학교 입학시험에서 수학의 비중은 매우 높았는데 년 울위치 육군사관학, , 1861 ‘
교 의 입학시험 과목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 시험에서는 전체 ’(Royal Military Academy, Woolwich) . 
아홉 과목에서 다섯 과목을 선택하되 그중 한 과목은 반드시 수학을 포함해야 했다 또한 총, .  2,500

점 이상을 받아야 입학 자격
이 주어졌는데 그중 수학에, 
서는 반드시 점 이상 순 1000 (
수 수학에서 점 이상 을 700 )
받아야만 입학이 가능했다[1]
(그림 참조7 ).
영연방신문아카이브 (The 

를 살펴볼 때 세기 전반에 비해 세기 중반 이후에는 시험 준비와 British Newspaper Archive) , 19 19
관련된 신문 기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그림 참조 잉글랜드에서 나온 기사만 확인하면( 7 ). , 1850
년 이전에 시험 준비와 관련된 기사는 만 건 이상이 검색되는 데 반해 년에서 년 사이59 , 1850 1899
에는 만 건 이상이 검색된다 각종 시험이 늘어나기 시작하던 시기 중등 교육기관의 전통적인 270 . , 
교육과정에서는 시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학이나 외국어 교육의 비중이 낮았다 그 결과 이 . 
시기에는 각종 입시 및 공무원 채용 시험 준비를 위한 최적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학교들이 나타
났다 기존의 공립학교가 교육과정을 개선하는 경우도 있었고 새롭게 설립된 학교도 있었으며 개인. , , 

행정적 문제 등을 관할하기 위해 런던 대학 이 설립되고 영 제국의 다양한 대학(London University)
들과 제휴하면서 대학 입학시험이 체계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수학은 입학시험의 주요 시험 과. 
목 중 하나였다[13].

그림 6 각종 시험 준비를 위해 수학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를 교육한다는  
광고<The Atlas>(1865.12.09.)

그림 5 인도 식민지 주둔 공무원 채용 시험의 시험 과목  <London 
Evening Standard>(1858.12.07.)

Figure 6. Advertisement to educate students in various fields including math to prepare for

various exams [44];각종시험준비를위해수학을포함한다양한분야를교육한다는광고<The

Atlas>(1865.12.09.)

이러한경향은비단공무원시험에만국한되지는않았다. 1865년 12월 9일 『아틀라스(The

Atals)』에 실린기사는공무원채용시험외에도사관학교및대학입학시험을준비하기위해

서는고전,수학,역사,영어,철학,법등을공부해야한다고소개한다 [44](Figure 6참조). 특

히,육군사관학교입학시험에서수학의비중은매우높았는데, 1861년 ‘울위치육군사관학교’

(Royal Military Academy, Woolwich)의입학시험과목은이를잘보여준다. 이시험에서는

전체아홉과목에서다섯과목을선택하되,그중한과목은반드시수학을포함해야했다. 또한

총 2,500점이상을받아야입학자격이주어졌는데,그중수학에서는반드시 1000점이상(순수

수학에서 700점이상)을받아야만입학이가능했다 [1](Figure 7참조).

적으로 시험 준비를 제공하는 이들도 
있었다 년 월 일 자 펀치. 1873 11 22 < >
는 우리의 편지함 이라는 기사에서 “ ”
받고 싶은 가상의 편지를 열거한다. 
그중에는 사립학교 교장에게 받고 싶
은 편지도 있는데 펀치는 사립학교 , 
교장들이 크리스마스 방학 후에 현대 “
언어 영어 포함 수학 물리학에서의 ( ), , 
기량이 라틴어 구절을 작성하고 그리
스어 운율을 설명하는 능력과 마찬가
지로 중요하게 인식될 것 이라는 편지”
를 써주길 바란다고 이야기한다[33]. 
이는 사립학교 학부모들에게도 영어, 
외국어 과학과 함께 수학 교육에 대, 
한 수요가 상당했음을 보여준다.
한편 다양한 신문 지면을 통해 각종 , 

시험 준비를 위한 교육을 제공한다고 밝
혔던 중등 교육기관의 교사들은 대부분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대학 울위치 샌· , ·
드허스트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었다 이들. 
은 자신이 다녔던 학교의 수학우등시험

이나 고전우등시험에서 높은 성적을 거두었거
나 장학금이나 연구비를 수령한 적이 있었거
나 시험 조정관 혹은 교수직을 (moderator) 
역임했던 이들이었다 그림 참조 결국 옥스( 8 ). 
퍼드 케임브리지 대학 울위치 샌드허스트 육· , ·
군사관학교 출신이 각종 시험 준비를 지도하
고 있었고 이 학교의 수학 교육과정은 자연, 
스럽게 각종 시험 과목에 반영되었다. 
결국 세기 후반에 이르면 수학은 군 장교나 공무원 교사가 되기 위해서도 대학에서 장, 19 , , , 

학금이나 연구비 등을 받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분야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수학은 이중. 
적인 성격을 지니기 시작했다 수학은 한편으로는 실용성과는 무관한 전통적인 교육과정에 포. 
함된 것이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실용적인 분야로 개혁 교육과정의 일부가 되었다, . 
이러한 이중적인 측면은 년 월 일자 펀치 기사의 뉘앙스에서도 잘 드러난다 비1868 2 1 < > . “

싼 가치가 있는 교육 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그리스어 금지 라틴어 금지 문법 금지 도” “ ! !! !!! 
덕철학 금지 논리학 금지 역사학 금지 라고 외치며 대신 영어 다양하게 프랑스!!!! !!!!! !!!!!!” “ ( ) 
어와 독일어 무제한으로 실용과학 얻을 수 있는 만큼 종합 수학 원하는 만큼 조( ) ( ) (Synthetical) (
금만 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하지만 이내 어차피 다른 것 없이 이 중 하나만으로는 저속한 )” . “ , 
교육관이 아닐까요 라고 되묻는다 사회 변화에 따른 교육 개혁을 주장하는 이들은 기존?” [31]. 
의 고전이나 교양교육 중심의 교육과정을 개선해 외국어나 수학 과학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이 경우 수학은 영어 프랑스어와 독일어 실용과학의 대열에 포함되었다 그런. , , . 

그림 8 육군 사관학교 입학 및 공무원 채용 시험을  
준비해준다는 돈캐스터 문법학교(Doncaster grammar 

의 광고 수학 우등학위 상위권자 고전 우등school) . , 
학위 상위권자가 지도하고 있음을 광고하고 있다[2].

그림 7 울위치 왕립육군사관학교의 시험 과목을 설명하는  
의 기사Army and Navy Gazette [1]Figure 7. Subjects and marks for the entrance exam to the Royal Military Academy of

Woolwich, taken in 1861 [1];울위치왕립육군사관학교의시험과목을설명하는 Army and Navy

Gazette의기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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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연방신문아카이브(The British Newspaper Archive)를살펴볼때, 19세기전반에비해

19세기중반이후에는시험준비와관련된신문기사가폭발적으로증가했다. 잉글랜드에서

나온기사만확인하면, 1850년이전에시험준비와관련된기사는 59만건이상이검색되는데

반해, 1850년에서 1899년사이에는 270만건이상이검색된다. 각종시험이늘어나기시작하

던 시기, 중등 교육기관의 전통적인 교육과정에서는 시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학이나

외국어교육의비중이낮았다. 그결과이시기에는각종입시및공무원채용시험준비를위한

최적화된교육과정을제공하는학교들이나타났다. 기존의공립학교가교육과정을개선하는

경우도 있었고, 새롭게 설립된 학교도 있었으며, 개인적으로 시험 준비를 제공하는 이들도

있었다. 1873년 11월 22일 자 『펀치』는 “우리의 편지함”이라는 기사에서 받고 싶은 가상의

편지를열거한다. 그중에는사립학교교장에게받고싶은편지도있는데, 『펀치』는 사립학교

교장들이 “크리스마스 방학 후에 현대 언어 (영어 포함), 수학, 물리학에서의 기량이 라틴어

구절을 작성하고 그리스어 운율을 설명하는 능력과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인식될 것”이라는

편지를써주길바란다고이야기한다 [33]. 이는사립학교학부모들에게도영어,외국어,과학과

함께수학교육에대한수요가상당했음을보여준다.

한편, 다양한 신문 지면을 통해 각종 시험 준비를 위한 교육을 제공한다고 밝혔던 중등 교

육기관의 교사들은 대부분 옥스퍼드·케임브리지 대학, 울위치·샌드허스트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었다. 이들은자신이다녔던학교의수학우등시험이나고전우등시험에서높은성적을

거두었거나,장학금이나연구비를수령한적이있었거나시험조정관(moderator)혹은교수

직을 역임했던 이들이었다 (Figure 8 참조). 결국 옥스퍼드·케임브리지 대학, 울위치·샌드

허스트육군사관학교출신이각종시험준비를지도하고있었고,이학교의수학교육과정은

자연스럽게각종시험과목에반영되었다.

적으로 시험 준비를 제공하는 이들도 
있었다 년 월 일 자 펀치. 1873 11 22 < >
는 우리의 편지함 이라는 기사에서 “ ”
받고 싶은 가상의 편지를 열거한다. 
그중에는 사립학교 교장에게 받고 싶
은 편지도 있는데 펀치는 사립학교 , 
교장들이 크리스마스 방학 후에 현대 “
언어 영어 포함 수학 물리학에서의 ( ), , 
기량이 라틴어 구절을 작성하고 그리
스어 운율을 설명하는 능력과 마찬가
지로 중요하게 인식될 것 이라는 편지”
를 써주길 바란다고 이야기한다[33]. 
이는 사립학교 학부모들에게도 영어, 
외국어 과학과 함께 수학 교육에 대, 
한 수요가 상당했음을 보여준다.
한편 다양한 신문 지면을 통해 각종 , 

시험 준비를 위한 교육을 제공한다고 밝
혔던 중등 교육기관의 교사들은 대부분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대학 울위치 샌· , ·
드허스트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었다 이들. 
은 자신이 다녔던 학교의 수학우등시험

이나 고전우등시험에서 높은 성적을 거두었거
나 장학금이나 연구비를 수령한 적이 있었거
나 시험 조정관 혹은 교수직을 (moderator) 
역임했던 이들이었다 그림 참조 결국 옥스( 8 ). 
퍼드 케임브리지 대학 울위치 샌드허스트 육· , ·
군사관학교 출신이 각종 시험 준비를 지도하
고 있었고 이 학교의 수학 교육과정은 자연, 
스럽게 각종 시험 과목에 반영되었다. 
결국 세기 후반에 이르면 수학은 군 장교나 공무원 교사가 되기 위해서도 대학에서 장, 19 , , , 

학금이나 연구비 등을 받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분야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수학은 이중. 
적인 성격을 지니기 시작했다 수학은 한편으로는 실용성과는 무관한 전통적인 교육과정에 포. 
함된 것이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실용적인 분야로 개혁 교육과정의 일부가 되었다, . 
이러한 이중적인 측면은 년 월 일자 펀치 기사의 뉘앙스에서도 잘 드러난다 비1868 2 1 < > . “

싼 가치가 있는 교육 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그리스어 금지 라틴어 금지 문법 금지 도” “ ! !! !!! 
덕철학 금지 논리학 금지 역사학 금지 라고 외치며 대신 영어 다양하게 프랑스!!!! !!!!! !!!!!!” “ ( ) 
어와 독일어 무제한으로 실용과학 얻을 수 있는 만큼 종합 수학 원하는 만큼 조( ) ( ) (Synthetical) (
금만 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하지만 이내 어차피 다른 것 없이 이 중 하나만으로는 저속한 )” . “ , 
교육관이 아닐까요 라고 되묻는다 사회 변화에 따른 교육 개혁을 주장하는 이들은 기존?” [31]. 
의 고전이나 교양교육 중심의 교육과정을 개선해 외국어나 수학 과학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이 경우 수학은 영어 프랑스어와 독일어 실용과학의 대열에 포함되었다 그런. , , . 

그림 8 육군 사관학교 입학 및 공무원 채용 시험을  
준비해준다는 돈캐스터 문법학교(Doncaster grammar 

의 광고 수학 우등학위 상위권자 고전 우등school) . , 
학위 상위권자가 지도하고 있음을 광고하고 있다[2].

그림 7 울위치 왕립육군사관학교의 시험 과목을 설명하는  
의 기사Army and Navy Gazette [1]

Figure 8. An 1863 advertisement for the Doncaster grammar school, claiming to prepare

students for the military academy entrance exams and civil service exams. An

advertisement stating that masters of the 1st class Mathematical honours and the 1st class

Classical honours will lead the students. [2];육군사관학교입학및공무원채용시험을

준비해준다는돈캐스터문법학교(Doncaster grammar school)의광고. 수학우등학위상위권자,

고전우등학위상위권자가지도하고있음을광고하고있다 [2].

19세기후반에이르면, 수학은군장교나공무원, 교사가되기위해서도, 대학에서장학금

이나연구비등을받기위해서도반드시필요한분야가되었다. 이과정에서수학은이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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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을지니기시작했다. 수학은한편으로는실용성과는무관한전통적인교육과정에포함된

것이었지만,또다른면에서는실용적인분야로개혁교육과정의일부가되었다.

이러한이중적인측면은 1868년 2월 1일자 『펀치』기사의뉘앙스에서도잘드러난다. “비싼

가치가있는교육”이라는제목의기사에서 “그리스어금지! 라틴어금지!! 문법금지!!! 도덕철

학금지!!!! 논리학금지!!!!! 역사학금지!!!!!!” 라고 외치며 “대신영어 (다양하게)프랑스어와

독일어 (무제한으로)실용과학(얻을수있는만큼)종합(Synthetical)수학(원하는만큼조금

만)”을 대안으로제시한다. 하지만이내 “어차피다른것없이,이중하나만으로는저속한교

육관이아닐까요?”라고되묻는다 [31]. 사회변화에따른교육개혁을주장하는이들은기존의

고전이나교양교육중심의교육과정을개선해외국어나,수학,과학교육을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경우수학은영어, 프랑스어와독일어, 실용과학의대열에포함되었다. 그런데

『펀치』는영어와외국어,과학은되도록많이가르치되종합수학은최대한적게가르치는방안

을제안했다. 18세기와 19세기전반기동안프랑스와독일수학계가성장하고독일의산업발

전이두드러지면서상당수영국의지성인들은수학교육이개선되어야한다고주장했다. 그때

개선의방향은미적분학이나함수,방정식같은분야가논의되는대수적이고해석적인방식의

수학이었다 [6, pp. 19–29]. 하지만,복잡하고난해한해석적방식의수학에대한거부감으로

영국의대학은여전히전통적인기하학적방식을선호했다 [8, pp. 204–207]. 『펀치』는고전을

대신할수학으로미적분학과고등대수학,해석학같은분야보다는유클리드기하를염두에둔

종합수학을 조금만 배우자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와 비교해 Figure 4가 보여주는 앨버트

공의 대학 개혁의 방향에서는 유클리드 기하가 전통적인 교육과정을 주장하는 학자들 편에

서있었다. 결국 19세기후반에이르러수학은전통적인교육과정에속해정신도야의도구로

그려지면서,동시에각종시험준비를위해필요한실용적인분야로인식되고있었다.

5 19세기말수학교육의확대와수학에대한인식제고

1880년에이르면공립학교의모든학생이고전외에도현대언어와수학을배우기시작했다.

아동의 교육 기간이 길어지는 가운데 학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학생들의 수준도 높아졌다

[13]. 1869년케임브리지대지방시험위원회가밝힌보고서에따르면,대학에지원한 1,783

명 가운데 401명이 여성이었다. 이전 해에 지원한 여성이 252명이었음을 감안할 때 상당한

증가세를보였음을알수있다. 또한지원한소년중 29%는탈락했으며 47.8%는우등학위에

지원하지않았지만, 23.2%는우등학위를받았다. 소녀들의경우에도지원하지않은 이들이

58.1%였고 25.7%가 탈락하였으나 16.2%나 되는 소녀들이 우등학위를 받았다. 여성들의

경우외국어부문에서소년들에비해훨씬더앞서있었으나,산술과수학부문에서도약진을

보였다. 이전시기여성의교육실태를감안할때이는상당한진전이었다 [21].

이러한실태를반영해 1871년 1월 14일자 『펀치』 기사에서는여성이수학우등시험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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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자로나타나고있으니남성들은긴장하라고주문했다. 여학생상당수가케임브리지대학의

학사학위취득을위한 1차시험에통과한사실을언급하면서 “남성들이열심히하지않으면

어떤 날에는 태양이 달에 가려지는 것보다 더 완전하게 여성들이 남성들을 능가하게 될 것”

이라고 걱정한다. 그러면서 “두 성이 경쟁해 고전 및 수학 우등시험을 치르게 될 때 아폴로

신전의무희는고전시험에서첫번째가되고어린소녀는시니어랭글러 (Senior Wrangler)

를하게될것”이라고이야기한다. 남학생들이열심히공부하지않으면조만간이들이고전우

등시험이나수학우등시험에서남학생들을뛰어넘어우수한성적을거둘수도있을거라고이

야기하는것이다 [32]. 『펀치』 기사는표면적으로는여성이대학에서두드러지기시작했음을

이야기한다. 하지만그아래에는영국사회의고전을포함한수학우등생에대한사회적인정의

시각이깔려있음을알수있다.

1890년에이르면실제여성이최초로수학우등시험의최고순위를차지하였다. 1890년 6월

8일케임브리지대학은수학우등시험의최고순위자인시니어랭글러에두사람이선정되었

으며,여성인필립파포셋(Philippa Fawcett)이수학부문의실질적인최우수졸업생임을밝

혔다. 일반적으로수학우등시험의 1등이시니어랭글러가되는것이었지만,전통적인규정에

따라시니어랭글러는미혼인남성에게수여해왔기에케임브리지대학은여성인포셋에게시니

어랭글러의영광을부여하지않고대신 “시니어랭글러이상(Above the Senior Wrangler)”

이라는낯선수식어를사용해포셋의수상을발표했다 [4]. 포셋이최고순위자보다더우수한

최우수수학우등생이라는소식이전해지면서신문들은일제히포셋의수학적성취를소개했다

[14].

『펀치』 역시포셋과그녀의수학적성취에주목했다. 1890년 6월 14일자 『펀치』 기사에서

는포셋의수학적성과를두고 “누가여성을조롱하며콧방귀를뀌겠는가”라고물은뒤 “누가

여성이 오로지 우아하게 춤추며 매달리는 데만 적합하다고 말하겠는가”라며 여성의 능력을

편향되게바라보는이들을비판한다. 그런다음 “합격에실패한많은남성이얼굴이상기된채

이를악물고 [포셋의성취에대해]듣고있을겁니다. 하지만펀치는잔을높이듭니다. 그리고

미스포셋의건강을기원합니다.”라고전한다 [34].

1890년 12월 27일자 『펀치』기사는여성의수학공부와관련해신데렐라이야기를꺼낸다.

기사속에서는요정대모가신데렐라의계모와딸들이왕자가연무도회에간사이신데렐라가

혼자집안일을하는모습을보고매우속상해하고안타까워한다. 하지만신데렐라는케임브리

지대학의수학우등시험을준비하면서사용했던책을읽으며 “전책과함께남겨진데완전히

만족해요. 사실춤은제게지루하거든요”라고대답한다. 답답한요정은마차와마부를만들기

위해호박과쥐를갖다달라고말한다. 하지만신데렐라는 “저를믿으세요. 그아이디어는분명

히구식이예요. ... 오늘날에디슨과코흐와함께라면어떤것도불가능하다고말하기어려울

거예요. 전자연스럽게부엌정원냄새가날운송수단을타고,설치류에서비롯된마부가운전



36 Changes in England society’s perception of mathematics

하는것에반대해요.” 라고대꾸한다. 당시는토마스에디슨(Thomas Edison)의전기시스템

발전으로새로운방식의교통수단개발시도가이루어지고있었고 [45], 19세기말로베르트

코흐(Robert Koch)는생쥐를비롯한실험동물실험과현미경관찰연구를통해탄저균,결핵

균, 콜레라균 등을 발견하면서 전염병 치료에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고 있었다 [3]. 『펀치』는

여성이남성보다수학에뛰어난면모를보였을때수학을여성적인면모와연결시키지않았다.

여성은예전의모습에서벗어난새로운모습으로그려지고있었고,수학은에디슨의발명이나

코흐의 연구처럼 새로운 시대에 맞춰 진취적인 여성이 배우고 알아야 하는 분야로 그려지고

있었다.

19세기말의이런분위기속에서수학공부를잘하는이들은비아냥이아니라부러움의대상

이되기시작했다. 1892년 6월 11일자더비데일리텔레그래프(Derby Daily Telegraph)는

케임브리지대학의수학우등시험의순위를소개했는데,기사마지막부분에서시니어랭글러인

P. H. 코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소개했다. 기사에 따르면, P. H. 코웰은 추밀원에 속한 H.

코웰의둘째아들이었고,이전에남학생예비학교로유명했던에드워드세인트존패리목사

학교(Rev. E. St. John Parry’s school)와명문사립학교이튼칼리지(Eton college)를거쳐

케임브리지대학에서가장크고부유하며훌륭한학자들을키워냈던트리니티칼리지(Trinity

College)에입학해공부했던재원이었다. 더욱이코웰은대학에입학한이후 R. R. 웹(R. R.

Webb)이라는개인지도교사를두고글래이셔박사(Dr. Glaisher)라는칼리지튜터(college

tutor)에게서배웠다 [11]. 화려한이력임에분명했다.

같은 해 6월 25일 자 『펀치』 기사에서는 코웰이 받은 최상의 수학 교육에 대한 부러움을

우회적으로드러낸다. 『펀치』는 6월 11일자데일리텔레그래프에실린기사를다음과같이

소개한다. “시니어 랭글러인 빌 필립 허버트 코웰은 추밀원의 변호사인 H. 코웰의 아들로,

1870년에태어나,이전에슬로우 (Slough)주,스토크 (Stoke)에있는 E. 세인트존패리목사

학교에서교육을받았습니다.” 그러면서 “ ‘태어난’ ‘이전에’교육을받아그렇게삶을시작한다

것은다른경쟁자들에비해코웰씨가어느정도불공평한혜택을받은게아닐까요?”라고질문

한다. 그런다음펀치는 “누군가는위대하게태어나고,누군가는위대함을성취하며,누군가는

위대함을강요당한다”는셰익스피어의유명한문구를인용한다 [36]. 『펀치』는코웰이시니어

랭글러라는위대함을성취한것은위대하게태어났기때문이라고풍자한다. 하지만, 시니어

랭글러를위대함과연결짓고코웰이받은교육을부러워하는바탕에는수학을잘한다는것이

영국사회에서얼마나긍정적인가치를지니고있었는지에대한인식이깔려있다.

6 결론

특정학문이사회에서지니는가치나그것에대한대중의인식은고정되어있지않다. 그것은

사회의변화와학문의발전에따라지속적으로변화한다. 19세기는사회적으로나학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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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변화가일어났던시기였고,그속에서수학교육에대한인식과수요등은이시기영국사회

의발전에따라계속해서변화하였다. 전통적으로수학은대학의교육과정의일부로실용성을

이야기하기힘든분야였다. 하지만수학은 19세기중반사회경제적발전과사회계급의변동,

교육에 대한 수요 계층의 확대와 정부 조직의 변화 등이 맞물리면서 실용적인 개혁 교과의

일부로발전해나갔다.

수학에대한대중의인식은수학분야의학문적발전여부에만달려있지않았다. 수학교육

의 대상이 제한적이고 대중이 수학에 무지한 채 소외감을 느꼈을 때, 수학에 대한 인식은 긍

정적이지않았다. 또한수학공부에대한동기부여가부족한상태에서수학교육이나시험이

과도하게난해해졌을때,수학은비판과비아냥의대상이되었다. 하지만수학교육이확대되

고 각종 시험 등을 준비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야가 되었을 때, 수학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긍정적인방식으로변화하기시작했다. 역사적으로수학에대한대중의인식은수학

교육의역사와무관하지않았다. 우리나라의경우수학교육의비중과난이도는매우높으나

그와비교해수학에대한대중의인식은그만큼긍정적이지않다. 4차산업혁명의시대에수학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수학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인식 제고를 위해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할필요가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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