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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수학 내러티브의 교육적 활용

  수학 교과는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을 바탕으로 수학적 문제 상황을 논리 수학
적 사고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교과로 인식되어 왔다. 때문에 수학 교수학
습은 수리 논리적인 수학적 사고의 신장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그러나 Bruner에 의
하면 인간은 논리 과학적 사고의 대상에 대해서도 그러한 사고와 서로 보완적인 관
계에 있는 내러티브 사고 양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그 대상에 대한 의미가 발
생한다. 한편 최근 교육부가 스토리텔링형 수학 교과서와 모델 교과서를 개발하면서 
수학 교과에서 이야기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수학 교과에서 이야기 활용의 효과와 제한점을 살펴보는 한편, 수학의 
내러티브적 성격을 규명하고 ‘수학 내러티브’의 활용이 어떻게 이야기 활용의 제한점
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수학에 대한 흥미와 의미를 형성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수학 
교수학습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를 탐구한 것이다. 먼저, 서사학(narratology)과 
Bruner의 논의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내러티브(narrative)의 뜻과, 흥미와 의미를 주
는 내러티브의 조건을 살펴보았다. 이때 만들어낸 이야기 또는 다른 사람이 겪은 이
야기로서의 ‘이야기’와 저자 또는 화자가 경험한 수학적 사실들의 스토리 형식을 갖
춘 재현, 즉 ‘수학 내러티브’를 구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이야기 활용의 효과와 제
한점을 고찰한 후, 수학 및 수학 텍스트의 내러티브적 성격을 드러내어 수학 내러티
브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수학 내러티브와 수학적 사실들에 대한 내러티브 사고 양
식의 적용을 통해 인지적 의미와 정서적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을 논의하였다. 이상
의 논의를 바탕으로 수학 내러티브의 활용이 이야기 활용의 제한점을 보완하고 나아
가 논리 수학적 사고를 지원 및 보완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또, 교육적 활용 가치
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수학 내러티브를 교과서와 수업에서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
안을 탐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수학 내러티브의 활용이 수학 교수학습에 주는 시사점
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수학 내러티브, 내러티브 사고 양식, 통념의 위반, 흥미와 의미, 수학 감상, 
스토리텔링
학번 : 2005-2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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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인간의 인지는 내러티브 사고 양식을 기반으로 한다. Schank(1995)는 우리는 이
야기를 용어로 삼아 생각하고, 이야기를 만들어 세계를 이해하며, 새로운 이야기를 
도입함으로써 학습하고, 스스로에게 하는 이야기를 통해 자신을 정의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이해, 학습, 정체성 형성 등 인간의 모든 사고에 있어서 이야기를 이해하고 
생산하는 내러티브 사고 양식이 필수적임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Rukeyser는 
이러한 상황을 “우주는 원자가 아니라 이야기로 이루어졌다(Mott, Callaway, 
Zettlemoyer, Lee, & Lester, 1999: 78에서 재인용)”는 문구로 표현하였다.
  내러티브(narrative)는 인지의 기반일 뿐 아니라 다양한 교육적 효과가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내러티브는 기억에 용이하고, 삶과 유사하여 친근하며, 의미를 구
성하는데 필요하고, 유의미한 맥락의 학습에 유용하며, 개인차를 조정할 수 있고, 
공동체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며, 상상력을 자극한다(Lauritzen & Jaeger, 2007: 
74-87; Egan, 2008). 
  그러나 내러티브는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수학 교수학습과는 거리가 있다. 전통적
으로 수학 교과는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을 익히고 수학적 문제 상황을 논리 수학
적 사고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교과로 인식되어 왔다. 실제로 수학 학습은 
예제, 연습문제, 응용문제 등을 해결하는 활동이 주를 이루며 학교의 정규고사나 대
학입학시험에서도 문제에 대한 정확한 풀이를 요구한다. 때문에 수학 교과에서 내러
티브의 활용이 근래까지 논의되지 않았다. 
  Bruner(2011b)는 인간의 사고를 논리 과학적 사고 양식과 내러티브 사고 양식으
로 구분하고, 논리 과학적 사고 양식 위주로 편향되어 온 전통적 교육과정에 풍요로
운 사고와 의미의 형성을 위해서 내러티브 사고 양식이 보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 또 “과학적 설명은 내러티브 해석을 수반하고, 내러티브 해석 역시 과학적 설
명을 수반한다(Bruner, 2005: 232)”고 하면서 논리 과학적 사고 양식과 내러티브 
사고 양식의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강조하였다. 이것을 수학교육에 적용하면 논리 
수학적 설명에 대해서도 내러티브 사고 양식을 동원할 수 있고 이러한 시도가 풍요
롭고 의미 있는 사고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교육부에서는 ‘수학교육 선진화 방안’을 통해 ‘쉽게 이해하고 
재미있게 배우는 수학’을 위해 스토리텔링형 교과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교육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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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부, 2012). 실제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1~2학년군 수학과 교
과서가 스토리텔링 교과서로 개발되어 2013학년도부터 사용되고 있으며 2012년도
에는 중 고등학교용 스토리텔링 수학 모델 교과서가 개발되었다. 
  수학교육 분야의 이러한 흐름 속에서 스토리텔링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수학 교수학습에서 스토리텔링을 활용하기 위한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
어 있지 않아 혼란이 있다. 스토리텔링 수학 모델 교과서를 집필한 연구진도 저마다 
스토리텔링에 대해 생각하는 바가 달라 스토리텔링 교과서의 개념 정립과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다(권오남, 박지현, 김영혜, 조형미, 김미주, 2012: 17). 또, 개발된 스
토리텔링 수학 교과서를 실제 수업에 적용하였을 때 학생들의 긍정적 반응도 있었
지만 부정적 반응도 발견되는 등 아직까지 그 효과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다(김유
정, 김지선, 박상의, 박규홍, 이재성, 2013).
  한편 이야기의 활용은 수학 교과에서 완전히 새로운 시도는 아니다. 이야기는 
Dewey의 영향을 받은 생활 중심 교육과정인 1차 교육과정과 수학교육 현대화 운동
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5차 이후의 교육과정에서 꾸준히 활용되어 왔다. 또, 
1920년대에 출판된 Alexander-Dewey 산술 교과서나 1990년대에 출판된 MIC 교
과서에서도 현실적인 소재로부터 만들어낸 다양한 이야기가 활용되었다. 스토리텔링
은 이러한 이야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야기의 활용에 따른 기대 효과와 제한점을 살펴 수학 교과
에서 내러티브 사고 양식의 활용을 건설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
해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내러티브의 뜻과, 흥미와 의미를 주는 내러티브의 조건
을 살펴본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 하에 수학 교과에서 이야기 활용의 긍정적 기대 
효과와 함께 수학 교과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이야기 활용의 제한점을 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면서도 수학 교과에서 내러티브 사고 양식의 교육적 
효과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자 또는 화자가 경험한 수학적 사실들의 스토
리 형식을 갖춘 재현”에 주목하고 이를 ‘수학 내러티브’로 지칭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수학 내러티브의 활용이 어떻게 이야기 활용의 제한점을 보완
하는 방식으로 수학에 대한 흥미와 의미를 형성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수학 교수학
습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를 탐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 과제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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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수학 교과에서 이야기 활용의 효과와 수학 교과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이
야기 활용의 제한점을 밝힌다. 
  둘째, 수학과 수학 텍스트의 내러티브적 성격을 구체화하고, 수학 내러티브가 어
떻게 수학에 대한 흥미와 의미를 형성시킬 수 있는지 밝힌다.
  셋째, 수학 내러티브의 활용이 이야기 활용의 제한점을 보완하고 논리 수학적 사
고를 지원 및 보완할 수 있음을 밝힌다.
  넷째, 수학 내러티브를 교과서와 수업에서 활용하는 구체적 방안을 탐구한다. 
  다섯째, 수학 내러티브의 활용이 수학 교수학습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내러티브 사고 양식의 교육적 
중요성을 강조한 Bruner와 그의 논의가 기반 하고 있는 서사학(narratology)을 중
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또 수학자를 비롯한 진지한 수학 학습자들이 수학적 지
식을 전달하기 위해 저술한 텍스트나 자신의 수학적 사고 과정을 기록한 글 등을 내
러티브 및 내러티브 사고 양식의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수학 내러티브와 수학에 대
한 의미의 구성과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또, 몇 가지 흥미로운 수학 내러티브
의 사례를 교육과정 내에서 개발하여 이론적 논의의 전개와 수업연구에 활용하였다.
  서론에 이은 본 논문의 내용은 각 장별로 다음과 같다.
  제 Ⅱ장에서는 서사학과 이를 교육에 도입한 Bruner의 논의를 중심으로 일반적
인 내러티브 및 내러티브 사고 양식에 대해 고찰하고 흥미와 의미를 주는 내러티브
의 조건을 살펴본다. 또, 이어지는 논의를 위해 수학 교과에서 ‘이야기’와 ‘수학 내
러티브’의 개념을 구분한다. 
  제 Ⅲ장에서는 수학 교과에서 이야기 활용의 효과와 제한점을 Alexander-Dewey 
산술 교과서, MIC 교과서, 최근 주창되고 있는 스토리텔링을 표방하는 사례 등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제 Ⅳ장에서는 수학과 수학 텍스트의 내러티브적 성격을 구체화하고, 수학 내러티
브와 수학적 사실들에 대한 내러티브 사고 양식의 적용을 통해 인지적 의미와 정서
적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에 대해 논의한다. 
  제 Ⅴ장에서는 Ⅱ장, Ⅲ장, Ⅳ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수학 내러티브의 활용이 이야
기 활용의 제한점을 보완하고 논리 수학적 사고를 지원 및 보완할 수 있음을 밝힌다. 
  제 Ⅵ장에서는 이와 같이 교육적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수학 내러티
브를 교과서와 수업에서 활용하는 구체적 방안을 탐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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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Ⅶ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수학 내러티브의 활용이 수학 교과와 학
습자의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과 이를 위해서는 수학 교수학습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요청됨을 논의하는 한편, 수학 내러티브 활용의 제한점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 Ⅷ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고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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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내러티브와 수학 내러티브

  본 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내러티브가 의미하는 바와 그것을 만들어내고 이해하는 
‘내러티브 사고 양식’에 대해 살펴본다. 또, 흥미와 의미를 주는 내러티브의 조건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전개되는 논의의 이론적 배경으로 삼는다. 그리고 그동안 수학 
교수학습에서 활용되어 온 ‘이야기’와 구분되는 또 하나의 내러티브로서 ‘수학 내러
티브’를 도입한다.

1. 내러티브

1.1. 사건들의 재현

  Abbott(2002)에 따르면, 서사학자들에 따라 조금씩 이견은 있지만, 서사학
(narratology)에서 내러티브는 ‘사건 또는 계속적인 사건들의 재현1)’으로 정의된다
(p.12). 더 느슨하게는 내부에 비서사적인 요소들을 포함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계속
적인 사건들의 재현이라고 볼 수 있는 긴 구조로 정의할 수 있다(Abbott, 2010: 
38). 이러한 정의는 옛날이야기, 전해오는 이야기, 어젯밤 이야기와 같이 일상적으
로 사용하는 이야기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표현한다. 
  서사학에서는 내러티브라는 개념을 스토리(story, fabula), 플롯(plot, sjuzet), 내
러티브 담화(narrative discourse), 구성적 사건(constituent event), 보충적 사건
(supplementary event) 등의 개념을 이용하여 구체화한다. 
  우리는 내러티브를 읽을 때 어떤 것이 읽혀지고 있는 순서와 동시에 그 이야기 
내부의 시간을 인식한다(Abbott, 2010: 42).

나는 저녁식사에 늦지 않게 돌아왔다. 은행을 턴 직후였고, 그전엔 잠을 자고 있었다.
(Abbott가 제시한 예의 수정)

1) 원문은 ‘the representation of an event or a series of event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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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러티브에서 저녁식사 장면을 먼저 서술하고 그 후에 은행을 턴 사건과 잠을 
자고 있었던 사건을 차례로 서술하였는데, 이와 같이 인공적인 방식으로 재배열한 
사건의 순서가 ‘플롯’이다(최예정, 김성룡, 2005: 65). 한편 읽는 순서와 상관없이 
마음속에서는 플롯을 원래의 시간 순으로 정렬하여 이해하는데, 이때 사건의 원래 
순서를 ‘스토리’라고 한다. 그런데 하나의 스토리는 여러 가지 플롯으로 재구성할 
수 있고, 특수한 플롯이라 하더라도 시점에 따라, 또는 연속되는 사건 중 하나의 장
면을 더 자세히 묘사함으로써 다른 표현을 얻을 수도 있다. 이처럼 스토리가 화자의 
개성에 따라 다양하게 재현된 것을 ‘내러티브 담화’라고 한다. 즉, 스토리를 내러티
브 담화로 재현한 것을 내러티브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어떤 스토리의 정체성을 결정
하는 데 핵심이 되는 ‘구성적 사건’과 스토리 구성에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지만 내러
티브를 풍요롭게 만드는 ‘보충적 사건’을 구분할 수 있다(Abbott, 2010: 42-43, 55). 
  내러티브 담화로서의 내러티브는 문자언어로 고정된 이야기책과 같이 객관화된 
대상물이다. 그러나 내러티브는 청자의 해석을 통해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역동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Heider에 따르면 인간은 복잡한 세상을 질서 있게 이해함으로써 
생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일관되게 이해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Abbott, 
2010: 95-99, 173-174). 그런데 내러티브는 스토리를 재현한 것이라는 특징 상 화
자가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청자의 입장에서는 항상 ‘틈
(gap)’이 존재한다. 그리고 세상을 일관되게 이해하려는 인간의 욕구가 그 내러티브
를 대상으로 발생하면, 그것에 존재하는 이 틈 때문에 청자는 화자의 의도를 이해하
기 위해 ‘더 읽게’ 된다. 또 내러티브에 담겨 있는 세부 사항들을 모두 기억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텍스트의 불안정한 요소들을 배제하여 안정화시키고 싶어 하는 
인간의 욕망 때문에 ‘덜 읽게’ 된다. 이와 같이 청자가 화자의 의도를 추측하여 내
러티브를 정합적이고 일관되게 이해하는 것이 내러티브의 ‘해석’이다(Abbott, 2010: 
169-190). 이때 청자의 해석은 새로운 내러티브 담화를 낳고 그것을 청취한 다른 
청자는 또 다른 내러티브 담화를 낳으면서 내러티브는 끊임없이 재생산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해석을 통해 내러티브를 이해 또는 생성하는 사고를 ‘내러티브 사고 양식
(narrative mode of thought)’이라고 할 수 있다(Bruner, 1991).
  그런데 각 사건의 의미는 해석을 통해 내러티브 전체가 청자의 입장에서 그럴 듯
하게 파악되었을 때 비로소 발생된다(Haven, 2007: 104-105). 또, 해석을 통해 내
러티브가 청자에게 자기화 되는 과정에서 어떤 견해(idea)나 가치판단(judgement, 
evaluation)이 발생하게 된다(Abbott, 2010: 135-136, 164). 이와 같이 전체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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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각 사건의 의미를 파악하거나 개인적 견해를 생산하는 것은 단순히 내러티브가 
전달하는 스토리를 파악하는 것을 넘어서는 일로서 해석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내러티브 담화로서의 내러티브는 인물, 배경, 사건 등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를 갖
는다(Chatman, 2003: 23-26). 옛날이야기나 소설에서 인물은 독특한 캐릭터를 가
지고 이야기를 주도하고 배경은 이야기의 진행 방향을 암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
다. 특히 청자는 등장인물을 대리인으로 삼아 자신의 욕망을 해소하거나 현실에서는 
이루지 못하는 욕망을 전개하는 장으로 이야기 세계를 이용하기도 한다(최예정, 김
성룡, 2005: 155). 때문에 청자는 이야기 속 인물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고 이
야기라고 하면 으레 개성 있는 인물이나 의인화된 등장인물의 존재를 상정하고는 
한다. 그러나 Aristotle는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인물이나 배경이 아니라 행동
(action), 즉 사건임을 강조하였다. 극적인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반드시 극적 행동
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화 『조스』의 전체 이야기는 ‘식인 상어를 
막는 일’이라는 핵심 행동을 딛고 서 있으며 그 행동은 이야기 속 어떤 인물보다도 
중요하다(Tierno, 2008: 23-24). 이것은 인물 자체 보다는 인물의 행동들이 모여 
만들어진 스토리가 그 이야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드러내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사건과 스토리에 주목하면 내러티브를 넓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Herman, 2003a: 5-7). 실제로 서사학(narratology)에서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로 
분류하는 신화, 전설, 우화, 비극, 희극, 드라마, 영화뿐 아니라 판토마임이나 회화
(paintings) 등도 내러티브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바라본다(Barthes, 1975: 237). 
그것들은 화자에 의해 계획적으로 상정된 인물과 배경을 반드시 포함하는 것은 아
니지만 그 속의 행동이나 사건들이 스토리를 이루어 어떤 주제를 전달할 수 있다.
  다양한 대상을 내러티브로 이해하는 것은 내러티브라는 새로운 렌즈를 통해 그것
을 바라봄으로써 그 대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
로 각 대상들의 독특한 특성을 모호하게 한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 서사학에
서는 ‘서사성(narrativity)’이라는 개념을 통해 더 내러티브적이거나 덜 내러티브적
인 서사물의 존재를 설명함으로서 이러한 비판을 일정 부분 방어한다. 
  Prince(1999a)에 따르면, 서사성이 높은 내러티브, 즉 더 내러티브적인 이야기는 
사건의 진술, 전완성, 정향, 요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사건의 진술에 대해서는 개별
적이고 특정화된 사건이 확정성 있게 진술 될수록 서사성이 높다. 즉, 여러 사건이 
분명히 구분되고, ‘사람’과 같은 일반적인 대상보다는 ‘철수’와 같은 특정한 대상을 
다루며, 사건의 발생에 대한 애매한 태도보다는 확실히 일어났다는 방식의 진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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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은 서사성을 준다. 또, 전완성이란 사건 B에 의해 사건 A가 C로 변화될 때 그 
변화가 충분히 납득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그런 내러티브의 서사성이 더 높다. 그리
고 정향이란 앞 사건과 뒤 사건이 유기적이어서 앞 사건에 비추어 볼 때 가능성 있
는 뒤 사건이 등장하고 반대로 뒤 사건에 견주어 그럴듯한 앞 사건이 등장한다는 
뜻으로, 그러한 내러티브 또는 그렇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내러티브가 더 서사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이 뚜렷한 내러티브가 그렇지 
않은 내러티브보다 더 서사성이 높다. 요컨대, 높은 서사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구체
적인 사건들 사이의 그럴 듯한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사건들 전체를 조화롭게 구성
하며 전체의 요점을 잘 드러내어 서술하여야 한다. 하지만 Prince(1999b)는 자신의 
주장이 이러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서사성이 높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독
자가 텍스트 x에서 이러한 성질 y를 발견하면 그 텍스트를 훌륭한 서사물로 인지하
게 된다는 것임을 강조하였다(p.227). 이것은 서사성이 내러티브 자체의 성질이라기
보다는 독자가 그것을 인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따라서 주관적인 요소를 가진다
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서사성의 관점에서 역사 기록물을 탐구했던 White는 일군의 사건들을 일어난 시
간 순으로 보고하는 ‘narrating’과 사건들에 ‘스토리 형식’을 부여하여 세계가 스스
로 이야기를 말하도록 하는 ‘narrativizing’을 구분하였다(prince, 1999b). 
White(1980)는 역사 기록물을 단순한 사실의 나열인지 아니면 서술자가 해석을 가미
하고 처음, 중간, 끝을 갖춘 하나의 이야기인지에 따라 연보(annals)2), 연대기
(chronicles), 역사(history) 등으로 나누고 뒤쪽으로 갈수록 서사성이 높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1) 전쟁이 발발했다. 전투가 일어났다. 전쟁이 끝났다. 
(2) 전쟁이 발발했다. 그리고 전투가 일어났다. 결과적으로, 전쟁이 끝났다. 
(Herman(2003a)가 제시한 예의 변형)

에서 사건을 순서대로 나열하기만 한 (1)보다는 적절한 해석을 첨가하여 시작 상태
에서 목표 상태로 이행하는 것을 드러내는 (2)가 더 내러티브적이다. 이와 같이 사
건들에 처음, 중간, 끝을 갖추는 것은 서사성의 요소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이것은 
Prince가 서사성의 요소로 제시한 전완성, 정향, 요점 등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

2) 연보는 첫째 열에 연도를 적고 둘째 열에 그 연도에 일어난 사건을 적은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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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건들 사이에 그럴듯한 전완성을 갖추고 앞 사건과 뒤 사건이 유기적인 내러티
브는 그렇지 않은 내러티브에 비해 처음, 중간, 끝을 갖추기에 용이할 것이다. 또, 
처음, 중간, 끝이 갖춰진 내러티브는 그렇지 않은 내러티브에 비해 요점이 뚜렷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건들에 처음, 중간, 끝을 갖추는 것을 White의 용어를 차
용하여 ‘스토리 형식을 갖춘다’ 또는 ‘스토리 형식을 부여한다’고 표현하기로 한다.
  역사와 수학이 사실과 논리의 차이는 있지만 각자의 영역에서의 참을 언어로 표
현하는 유사성을 갖기 때문에 역사를 서사성을 갖추어 서술할 수 있다는 주장은 수
학적 사실들도 서사성을 갖추어 서술할 수 있다는 주장의 간접적인 근거가 된다. 객
관적인 역사적 사건들을 발생한 순서대로 기록하는 것 이상으로 역사를 서술할 수 
있듯이, 수학적 사실들을 논리 수학적으로 기록하는 것 이상으로 수학을 서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aker, Clay, & Fox(1996)도 수학 교실에서 학생과 교사의 
내러티브와 더불어 수학 자체의 내러티브를 언급하였는데(p.29), 이것은 수학적 사
실들이 서사성을 갖추어 재현될 수 있음을 가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는 수학 교과에서 이야기를 활용하려는 시도들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수학사탐구형 스토리텔링 모델 교과서는 수학 발달 과정
에서 발견의 논리를 학습의 흐름을 이끄는 주요 맥락으로 활용하는 것을 표방하면
서도 ‘상훈’이라는 가공의 인물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이야기를 서술하였다(권오남 
등, 2012). 이것은 수학사 자체가 발견의 논리를 드러내는데 효과적일 것이라는 기
대 속에서도 이야기는 가공의 ‘인물’이 등장하여 사건을 이끌어가는 것이라는 이야
기에 대한 통념을 보여준다.

1.2. 자신의 경험의 재현

  내러티브를 스토리 형식을 갖춘 사건들의 재현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소설책
이나 영화와 같이 만들어낸 서사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Labov & 
Waletzky(1967)에 의하면 내러티브는 자신의 경험을 재현하는 말하기 방식으로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장 위험했던 순간에 대해 물으면 사람들은 그 경험을 재
현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사건들을 스토리 형식을 갖추어 나열할 것이다. 즉, 자신의 
경험의 재현도 1.1절에서 설명한 사건들의 재현이라는 점에서 내러티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단순히 사건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말하지 않
는다. Labov & Waletzky는 반복해서 말해진 전문적인 이야기꾼의 이야기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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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섬세하지 않은 화자에 의해 말해진 내러티브를 광범위하게 조사함으로써 간단하
고 기본적인 내러티브 구조를 찾고 그 기능을 연구하였다.

내러티브는 . . .. 경험의 시간적 순서에 대응하는 내러티브 단위들을 구성하는 기술로 
간주될 것이다. 더욱이, 우리는 이 기능을 수행하는 내러티브가 보통의 것과는 다르다
(abnormal)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 그것은 비어있거나 초점이 없는 내러티브로 간
주될 수 있다. 보통, 내러티브는 그것이 발생하는 사회적 맥락에서 결정되는 개인적 
관심이라는 역할을 추가적으로 수행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러티브의 두 가지 기능을 
구분한다. (1) 지시적(referential) 기능 (2) 평가적(evaluative) 기능
(Labov & Waletzky, 1967: 13)

    
  이것은 경험의 재현으로서의 내러티브는 단순히 경험한 사건을 지시하고 나열하
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화자가 주관적으로 그 사건들의 경중과 의미를 평가하여 말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1.1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사람들은 서사물과 같은 이야기에 
내러티브 양식을 적용하여 사고함으로써 그 이야기를 해석하고 이해한다. 그리고 이
러한 사고를 통해서 그 이야기에 대한 견해나 가치판단이 발생한다. 경험의 재현으
로서의 내러티브가 평가적 기능을 포함한다는 Labov & Waletzky의 설명은 해석하
고 가치를 부여하는 내러티브 사고 양식이 이야기뿐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대상으
로도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Bruner(1991)는 마음이 문화에 의해 구성된다는 문화심리학의 입장에서, 경험의 
재현으로서의 내러티브에 대한 Labov & Waletzky의 연구를 ‘무엇이 발생했는지
(what happens)’와 ‘그것을 말할 만한 이유(why it is worth telling)’를 구분했다
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였다. 경험을 재현할 때 무엇이 발생했는지 뿐 아니라 그 사
건들에 대한 평가와 같이 경험을 말할 만한 이유가 함께 말해진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p.12). 이때 경험을 말할 만한 이유는 Bruner(1991)가 강조하는 ‘통
념의 위반(breach of canonicity)’과 긴밀히 연결된다. Bruner(1990)에 따르면 화
자가 자기를 둘러싼 문화의 통념에서 벗어나는3) 사태를 만났을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내러티브를 생성한다. 화자를 둘러 싼 문화는 화자로 하여금 어떤 믿음을 형성
하도록 하는데, 그러한 믿음에서 벗어나는 사태를 어떻게든 그 문화 속에서 이해하
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내러티브를 생성한다는 것이다. 이때 생성하는 내러티브

3) ‘통념의 위반’을 문맥에 따라서는 ‘통념에서 벗어남’이라고 표현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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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반드시 참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럴 듯한 이해를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통념
의 위반을 이루는 사건을 비롯한 각 사건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의미가 발생
하기 때문에 평가나 의미가 경험을 말할 만한 중요한 이유로서 그 내러티브의 요점
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통념의 위반에 대한 평가나 의미 부여는 경험
을 재현하는 내러티브의 주요한 구성 요소이다.
  내러티브의 생성을 유발하는 경험은 일상적인 경험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Bruner(2005)는 “과학적 설명은 내러티브 해석을 수반하고 . . .. 결국 스토리는 또
한 이론에 대한 인간의 의미를 다룬다(p.232)”고 하면서 과학적인 설명에 대한 내러
티브적 해석의 가치를 주장하였다. 또, 아래와 같이 Aristotle를 인용하면서 어떤 사
실들에 대한 인문학적 해석의 정당성을 언급하였다(Bruner, 2011b: 109). 

시인이 하는 일은 발생했었던 일이 아니라, 일어났을 지도 모를 일을 기술하는 것이
다. . .. 그런데 만약 시인이 시의 주제로 실제의 역사를 다루어야 하다고 해도, 그래
도 그는 그 역사를 나타내는 시인이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발생했었던 일들 중 일부
는 아마도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순서로 일어났다고 해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Aristotle, 시학 9장)

  마찬가지로 수학적 사실들도 하나의 경험으로서 그것에 대한 내러티브가 생성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내러티브가 수학적 사실들의 나열에만 그친다면 
Labov & Waletzsky(1967)의 설명처럼 “비어있거나 초점이 없는(p.13)” 것으로서 
의미가 형성되기 어려울 것이다. 수학적 사실들에 대한 내러티브는 그것에 대한 평
가나 의미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2. 내러티브 사고 양식 : 경험을 이해하는 수단

  Bruner에 따르면 문학에서 이야기 내부의 규범적인 세상과 주인공의 정신세계 
사이의 갈등은 내러티브에 강력한 동기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로미오와 줄리엣’은 
사랑하는 두 사람의 집안이 앙숙이라는 정해진 질서에 대한 연인의 대응이 이야기
의 주요 모티브로 작동한다. 이 갈등에 대한 주인공의 행동을 통해서 이야기는 도덕
적 입장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야기는 도덕적 입장뿐만 아니라 주인공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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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것에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보여줌으로써 세계에 
대한 인지적 입장도 제공할 수 있다(Bruner, 1990: 51). 
  문학 내러티브뿐 아니라 자신의 경험의 재현으로서의 내러티브도 규범적인 세상
과 개인의 신념, 욕구, 희망 사이를 중재함으로써 세계를 이해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Bruner, 1990: 52). Herman(2003a)은 현상을 단지 일반적인 법칙의 예화
로 설명하는 과학적인 설명과는 대조되는 내러티브의 인지적 기능을 강조하였다. 내
러티브는 시간 속에서 흘러가 버릴 수 있는 사건들을 고정하는 인공물로서 사고의 
대상이 되며, 그러한 사고는 시간, 과정, 변화와 관련된 현상들이 전체 속에서 의미
를 획득하도록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사고 양식이라는 것이다(p.2). 
Herman(2003b)은 내러티브 사고 양식의 적용이 세계의 이해를 돕는다는 것을 보
여주는 예로서 체로키 인디언 여성으로부터 채록한 내러티브를 소개하였다.

나의 사촌은 올빼미에게 총을 쏘았다가 튕겨져 나온 총알에 맞아 죽었다. 그것은 올빼
미가 실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다. 친구와 함께 
사냥에 나가 큰 다람쥐를 보고 총을 쏘았는데 그 다람쥐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는 
것을 좇아갔더니 아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다고. 할아버지가 그 집으로 들어가자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비열하게 웃었다. 그 집을 나와 친구는 가 버렸지만 할아버지는 다
시 그 집으로 돌아가 그 사람이 등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것을 보았다. 할아버지
는 자신들이 그 사람을 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사람이면서 다람쥐였던 것이다. 
할아버지는 그 일을 결코 잊을 수 없다면서 계속해서 들려 주셨다.
(Herman(2003b: 186-187)의 채록의 요약)

  Herman(2003b)은 이 내러티브가 인간과 동물이라는 종을 나누는 표준적인 기준
에 질문을 던지면서 청자들이 새로운 화합의 지평 속에 순응할 것을 요구한다고 설
명하였다. 사람과 사람이 아닌 것은 분명하게 구분되기 보다는 애매하고 희미한 것
이라는 초자연적인 지평을 제시함으로써 자연적인 카테고리에 대한 재사고 또는 재
전형화를 요청한다는 것이다(p.180). 이 인디언 여성은 사촌이 올빼미에게 쏜 총알
에 맞아 숨진 경험을 할아버지의 경험을 통해 초자연적인 지평 속에서 이해하려고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것은 사촌의 죽음이라는 경험에 대한 그럴듯한 해석으로서 
내러티브 사고 양식이 적용된 것이다. 
  Bruner(2005)는 사람들이 세계에 대한 개인적인 해석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이나 
위치를 설정하기 위해서, 즉 세계관을 창조하기 위해서 내러티브 사고 양식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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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강조하였다(p.91). Shore(1996)는 이와 같은 세계의 이해의 과정을 보다 구
체적으로 표현하였다.
  

특히 [내러티브가] 변칙적이거나 난처한 사건들로부터 나올 때 의미 만들기로서의 역
할은 분명해진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예상 밖의 사건들은 그것이 이야기에 의
해 맛있는 형태로 변형되기 전에는 비교적 이해하기 어렵다. 사람들은 그러한 난처한 
사건들에 대해 . . . 사건들이 . . . 일관되고 공유된 내러티브로 사람들 사이를 순환
하면서 길들여질 때까지 이야기를 말하고 또 말한다. . .. 이상한 것과 친숙한 것은 내
러티브를 통해 파트너 관계를 성취한다. 
(Shore, 1996: 58, Herman, 2003b: 179에서 재인용)

  이와 같이 사람들은 내러티브 사고 양식을 적용하여 말하고 교류함으로써 변칙적
이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난처한 경험들을 자신의 문화와 사회의 맥락에서 이해하려
고 노력하고, 이것이 환경과 개인의 연합을 가능하게 한다. 내러티브 사고 양식은 
단번에 모든 사항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생산하고 공유하여 지혜를 만들어 감으로써 사회적으로 공유된 지능을 형성한다. 
  이야기를 통해 사회적으로 공유된 지능의 대표적인 예로 신화를 들 수 있을 것이
다. Armstrong(2011)에 따르면 우리는 누구나 로고스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
태와 마주하게 되는데 이때 영웅 신화는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p.44). 죽음, 우주의 탄생, 신들의 탄생과 같은 문제들은 인과관계가 불
분명해서 그럴듯한 이야기로 만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p.111). 이러한 사고는 
객관적 사실과 정확히 일치해야 하는 로고스적 사고와는 다르지만 신화가 수반하는 
변화의 제의를 받아들임으로써 로고스의 빈틈을 채우는 데 도움을 준다(p.42). 이러
한 주장은 내러티브 사고 양식을 논리 과학적 사고 양식과 구분하여 그 교육적 가
치를 강조한 Bruner(2011b)의 주장과도 맥을 같이 한다.
  Freudenthal(1973)은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증
명에 포함된 다섯 가지 놀라움을 언급하였다(pp.458-460). 그 증명은 논리 수학적
으로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지만 증명을 이루는 내용 요소들을 반성함으로써 새
롭게 흥미가 환기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어떤 명제나 증명의 경우에
는 그 논리 수학적 타당성을 완전히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비로움이 발
생한다. 그리고 세계의 이해를 도모하는 내러티브 사고 양식의 역할에 관한 이상의 
논의는 어떤 수학 내용에 대한 논리 수학적 사고의 설명력이 다했을 때 그 이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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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내러티브 사고 양식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준다.

3. 흥미와 의미를 주는 내러티브의 조건

  스토리 형식을 갖춘 사건들의 재현으로서의 내러티브이든 아니면 화자의 경험의 
재현으로서의 내러티브이든 간에 관계없이 어떤 내러티브들은 다른 내러티브보다 
더 큰 흥미와 의미를 준다. 이 절에서는 서사학의 논의를 바탕으로 흥미와 의미를 
주는 내러티브의 조건을 내러티브 사고 양식과 관련하여 살펴본다.

3.1. 통일된 이해 욕구의 충족

  Abbott(2010)에 따르면, 인간은 사물의 기원을 끊임없이 모색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스토리는 본질적으로 선형적이기 때문에 내러티브는 이러한 본성을 충족시
킬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된다(p.90). 예를 들어
  

왕이 죽었다. 그러고 나서 왕비가 죽었다.
(Foster, 1927, Abbott, 2010: 92에서 재인용)

라는 내러티브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왕비의 죽음의 이유를 왕의 죽음과 연관시킨
다. 이것은 1절과 2절에서 논의한 것처럼 해석을 통해 경험을 이해하려는 내러티브 
사고 양식이 적용된 것이다. 이와 같이 내러티브는 사건을 차례로 나열함으로써 세
상에 인과적 질서를 부여하려는 욕구, 즉 내러티브 사고 양식을 적용하려는 욕구를 
채워 만족을 준다(Abbott, 2010: 93-94).
  이때 내러티브 사고 양식은 사건들 사이에 논리 과학적으로 참인 인과관계를 찾
기보다는 그럴듯한 열린 관련성을 찾는다. 위 예에서 ‘그러고 나서(then)’의 역할은 
‘if x, then y’에서 ‘then’의 역할과 다르다. 후자는 보편적인 참을 찾는데 반해 전
자는 왕비가 슬퍼서 죽었는지, 자살했는지, 살해당했는지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
어둔다(Bruner, 1986: 12). Bruner(1991)는 이것을 내러티브가 충족시키는 인간의 본
성은 사태의 원인(cause)이 아니라 이유(reason)를 밝히는 것이라고 표현하였다(p.7).
  한편 내러티브는 그 구성 요소들을 표준화함으로써 내러티브 사고 양식 적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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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를 채워주기도 한다. 

내러티브 형식에 대한 우리의 요구는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어떤 사실을 스토리의 형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리는 진실성을 의심하게 된다. 사건들의 집합에 내러티
브적 일체성을 부여하는 작업은 이러한 사건에 대한 표준화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
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모든 구성 요소들을 조화롭게 배열함으로써 내러티브에 타당
성을 부여한다. 
(Abbott, 2010: 95-96)

  독자는 인과관계뿐 아니라 내러티브의 여러 요소가 조화롭고 일관되게 구성되어 
표준화될 때 그 내러티브에 매력을 느낀다. 인간은 삶에서 무지한 상황에 놓이기를 
원치 않는데(Abbott, 2010: 97), 내러티브는 무질서한 세상을 조화롭게 배열함으로
써 세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고 그래서 매력적이라는 것
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유민(1998)이 제시한 다음의 예를 참고할 수 있다.

(ㄱ) 그는 젊었을 때 택시 기사였다. 70이 다된 나이에도 운전 솜씨가 훌륭하다. 
(ㄴ) 그는 젊었을 때 택시 기사였다. 그 결과 지금은 철도청에서 일한다.
(ㄷ) 나는 이 가방을 동대문 시장에서 샀다. 그 시장은 무척 컸다. 가방 가격이 훨씬 쌌다.
(ㄹ) 나는 이 가방을 동대문 시장에서 샀다. 그 시장은 무척 크다. 큰 시장은 대체로 복잡하다.

  위 예에서 (ㄱ)과 (ㄷ)은 사건들 사이의 일체성이 높아 이해와 기억이 쉬운 반면 
(ㄴ)과 (ㄹ)은 사건들의 연관관계가 크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산만하여 이해가 어렵
다. 또, (ㄱ)과 (ㄷ)은 각 사건들이 전체 내용과의 관련 속에서 의미를 부여받는 반면 
(ㄴ)과 (ㄹ)은 각 사건들이 독립적이어서 전체 내용과 관련된 의미를 찾기 어렵다.
  요컨대, 인간은 반드시 참은 아니더라도 사건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표준화하여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 즉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일되게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해석을 통해 내러티브 또는 경험을 이
해하고자 하는 내러티브 사고 양식 적용의 욕구이다.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내러티브는 그렇지 않은 내러티브에 비해 더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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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긴장감의 유발과 해소

  Kintsch(1980)는 독자가 텍스트에 느끼는 흥미를 감정적 흥미(emotional 
interest)와 인지적 흥미(cognitive interest)로 구분하였다. 감정적 흥미는 폭력이나 
성과 같이 자극적인 정서적 영향 때문에 관심을 환기하는 흥미 또는 영웅에 대한 
이야기처럼 그것 자체가 문맥 속에서 또는 텍스트 바깥에서 정서적이기 때문에 얻
어지는 흥미를 의미한다. 이에 비해 인지적 흥미는 이야기에서 묘사되는 사건들의 
복잡한 패턴, 그때 발생하는 놀라움, 그것이 말해지는 방법 때문에 매력적인 흥미를 
뜻한다. Kintsch는 이러한 인지적 흥미가 텍스트의 내용에 대한 독자의 사전 지식, 
각 문단이 독자에게 일으키는 불확실성, 문단의 전체 텍스트에 대한 사후정합성
(postdictability) 등의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한편 이미 언급한 것처럼 Bruner(1990; 1991)는 화자가 어떤 경험을 말할 가치
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자신을 둘러 싼 문화 속에서 형성한 믿음, 즉 통념에서 벗
어나는 사태를 포함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런데 화자가 어떤 경험을 말할 
만한 이유는 청자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들을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이유가 된다. 

더욱이, 거의 언제나 이야기는 우리가 직면하는 예외들이 어떤 가능한 세계 속에서 말
이 되거나 “의미”를 가지는 그러한 가능한 세계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다. 만일 누군가
가 우체국에 들어와서 성조기를 펼쳐 흔들기 시작한다면, 당황스러워 하는 당신의 의
문에 대해 일상심리학적인 대화 상대자는 당신에게, 오늘이 자신이 잊고 있었던 국경
일이거나 지역 재향군인지부가 모금행사를 하는 것이거나 또는 단순히 깃발을 든 사
람이 오늘 아침 타블로이드 신문의 어떤 기사 때문에 상상력이 자극된 애국주의자일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Bruner, 1990: 49)

  ‘누군가가 우체국에 들어와서 성조기를 펼쳐 흔드는 사건’과 같이 통념에서 벗어
나는 사태에 접한 사람은 통일되게 이해하려는 욕구, 즉 내러티브 사고 양식 적용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 긴장감을 느낀다. 이때 ‘국경일’이나 ‘재향군인지부의 모금행
사’와 같은 사건들을 상상하는 것은 사건을 나열하여 그 불균형을 해소하고 이야기
된 사건들을 평가하려는 것이다(Bruner, 2005: 309). 마찬가지로 통념에서 벗어나
는 사건을 포함하는 내러티브는 청자로 하여금 사안의 의외성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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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념의 위반이 내러티브를 말하고 들을 만한 가치를 주는 요소라는 Bruner의 지
적은 사건들의 복잡한 패턴과 놀라움 등 말하는 방법에 따라 텍스트에 대한 인지적 
흥미가 발생한다는 Kintsch의 생각에 구체성을 부여한다. 즉, 통념의 위반을 부각시
켜 이전 경험과의 긴장감을 드러내는 내러티브가 인지적 흥미를 유발한다고 할 수 있다.
  통념의 위반이 말해진 다음에는 흥미의 유지를 위해서 그 위반에 대한 긴장감 있
는 해소가 필요하다(Klassen, 2009). 통념의 위반을 조금씩 해소하면서 계속해서 의
문을 남기거나 관련된 새로운 통념의 위반을 부각시킴으로써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다. Kintsch가 인지적 흥미의 요소로 지적한 각 문단이 독자에게 일으키는 불확
실성은 이러한 긴장감에 의한 흥미의 유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Kintsch가 텍스트의 또 다른 인지적 흥미 요소로 지적한 사후정합성을 내러티브
에 적용하면 어떤 사건이 말해질 때에는 그 사건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다가 
모든 사건들이 말해지고 결말이 드러난 후에 전체 내러티브 속에서 그 사건의 의미
가 보다 분명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통념의 위반과 그것의 긴장감 있는 해소 
과정은 결말의 내용에 대한 관심을 유발할 것이다. 그리고 결말이 서술됨으로써 모
든 긴장감이 사라지고 그때 사후정합성에 따른 각 사건의 의미가 생성되고 통일된 
이해 욕구가 충족된다. 
  통념의 위반과 그것의 긴장감 있는 해소가 내러티브를 흥미롭게 만든다는 원리는 
설화 속 흥미 요소를 기반으로 하는 심우장의 연구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심우장
(1999)은 용어 사용의 사례, 미학적 논의, 어원, 서사학의 논의 등을 통해 흥미를 
“주체가 대상의 변격적 특성을 정격의 틀을 바탕으로 자기화하는 인지의 과정에서 
느끼는 긴장감, 놀람, 해소감 등의 열락적 미의식(p.24)”으로 정의하고, 흥미의 원리
를 ‘(흐름의 제시) + 얽힘 + (해소)’라는 흥미의 틀로 설명하였다. 이때 ‘흐름의 제
시’를 통념의 제시로, ‘얽힘’을 통념에서 벗어나는 사태에 의해 긴장감과 놀람이 발
생하는 것으로, ‘해소’를 통념의 위반이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해명됨으로써 긴장감
과 놀람이 해소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심우장이 제시한 설화가 흥미로운 원리4)는 
Kintsch와 Bruner의 견해를 종합한 흥미로운 내러티브의 원리와 상통한다.
  ‘(흐름의 제시) + 얽힘 + (해소)’라는 흥미의 틀에 대한 심우장의 설명은 통념의 
위반으로부터 흥미와 의미가 발생하는 원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는 독자로 하여금 잇따라 나올 서사물의 요소를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제

4) 심우장은 이러한 흥미 틀을 수십 편의 설화에 성공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설화의 변이와 존
재 양상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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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된 서사물의 요소’ 혹은 일반적인 상식을 ‘흐름의 제시’라고 하고, 흐름의 제시에 
의한 ‘예측 심리’가 좌절될 때 얻어지는 인지의 과정, 즉 ‘얽힘’에 흥미의 근원이 있
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세조가 문둥병에 걸렸는데, 씻으면 낫는다는 물로 씻었지
만 낫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라는 구전 설화에서 ‘씻으
면 낫는다는 물로 씻었다’는 것을 ‘흐름의 제시’로 보면 독자는 ‘그래서 나았다’는 
내용이 잇따라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게 된다. 이 예측은 텍스트에서 ‘씻으면 낫는
다’고 서술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런 물로 씻었는데도 ‘낫지 않았다’는 것은 
예측 심리의 좌절로서 흥미를 유발한다. 이때 의미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인지의 흐름에 포괄되어 설명되는 ‘해소’를 필요로 한다. ‘낫지 않았다’는 얽힘 뒤에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는 해소의 과정이 없으면 의미가 완성되지 않아 생
경하다. 하지만 ‘흐름의 제시’에서 ‘얽힘’의 해소를 위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는 명시적인 ‘해소’가 생략될 수 있다(심우장, 1999: 25-33). 
  설화가 흥미를 유발하는 원리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통념의 위반’에서 ‘통념’이 
텍스트 밖 저자나 독자를 둘러 싼 문화 속에서 형성된 믿음뿐 아니라 저자가 텍스트
에서 서술한 내용의 흐름을 포함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또, ‘통념의 위반’에서 ‘위반’
이 문화 속에서 사전에 형성한 구체적인 믿음에 대한 위반뿐 아니라, 내러티브 사고 
양식을 활용하여 서사물을 독해할 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통념에 기반 한 다음 내
용에 대한 예측’의 좌절일 때에도 흥미가 환기됨을 보여준다. 즉, ‘통념의 위반’은 
‘문화적 믿음과 텍스트 내용의 흐름에 기반 한 예측의 좌절’로도 볼 수 있다. 이것을 
간단히 ‘통념에 기반 한 예측의 좌절’로 표현하기로 한다. 그리고 인지적 의미의 구
성을 위해서는 ‘통념’과 ‘위반’ 뒤에 ‘해소’가 필요하고 특히 ‘통념’이 ‘해소’를 위한 
실마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명시적인 ‘해소’가 서술될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제시된 흥미로운 내러티브의 두 가지 조건, 즉 ‘통일된 이해 욕구의 충
족’과 ‘긴장감의 유발과 해소’는 상호 보완적으로 관련된다. 어떤 내러티브가 처음부
터 모든 사건들의 관계를 숨김없이 보여주어 통일된 이해의 욕구를 남김없이 충족
시킨다면 긴강감이 유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흥미롭지 못할 것이다. 한편, 통념
의 위반으로부터 형성된 긴장감이 내러티브가 끝날 때까지 해소되지 않는다면 통일
된 이해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흥미롭지 못할 것이다. 통념의 위반에
서 출발하여 적절한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고 마지막에는 청자가 내러티브 사고 양
식을 동원하여 사건과 사건 사이의 틈들을 채워 사후정합성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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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통념의 위반이 형성시키는 긴장감은 청자가 지금까지 서술된 내용과 자신의 
문화적 배경만으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것은 청자의 통념 
내지 문화와 서사물 사이의 갈등으로서 이 갈등이 해소될 때 비로소 사후정합성으
로서의 흥미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Scholes, Phelan, & Kellogg(2007)에 따르
면 서사적 예술에서의 의미는 작가가 창조하는 허구적 세계와 이해 가능한 우주인 
현실의 세계 사이의 관계로부터 얻어진다. 어떤 서사물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 두 
세계 사이에서 하나 이상의 만족할 만한 관계를 발견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p.14
3). 이를 참고하면 긴장감의 해소에 따른 흥미는, 청자의 통념 내지 문화 속에서 처
음에는 그 서사물을 이해할 수 없지만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됐을 때 인지적 의미가 발생함으로써 얻어진다. 즉, 유발된 긴장감이 해소되어 통일
된 이해 욕구가 충족될 때의 흥미는 ‘재미’보다는 ‘의미(意味)’에 가까운 의미 영역
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심우장, 1999: 20-24).
  한편, 내러티브에서 느낄 수 있는 긴장감은 통념의 위반에 의해서만 유발되는 것
은 아니다. 흥미로운 내러티브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되는 선과 악, 미와 추, 부와 
가난 등은 이야기를 긴장감 있게 전개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신데렐라 이야기에서 선을 상징하는 신데렐라와 악을 상징하는 계모의 갈등은 이야
기 전반에 걸쳐 긴장감을 유발하고 청자는 이 갈등이 어떻게 해소되는지 주목하게 
된다. 이와 같이 대립되는 요소나 인물들 사이의 갈등을 포함하는 내러티브도 청자
에게 긴장감을 유발함으로써 흥미를 준다고 할 수 있다(Egan, 2008).

3.3. 마스터플롯의 자극

  Abbott(2010)에 따르면 개인 또는 어떤 문화권, 더 나아가 인류는 살아가면서 형
성된 세계관을 이야기의 형태로 마음속에 새기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마스터플롯이
라고 하는데, 우리는 마스터플롯을 의식할 수도 혹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지만, 삶
에 대해 사유할 때 여러 마스터플롯과 연관 지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70년대를 대표하는 흑인 미식축구 선수 Simpson이 1994년 전 부인과 그녀의 남자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을 때, 변호인 측과 검사 측은 서로 다른 마스터
플롯을 자극함으로써 배심원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노력하였다. 이 재판과 관련된 첫 
번째 마스터플롯은, 이 사건이 궁핍한 환경 속에서 어렵게 성공한 흑인을 부당하게 
징벌하려는 스토리라는 것으로서, 변호인 측은 Simpson의 검은 피부가 그를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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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쉽게 연결시켜 처벌을 조장한다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 마스터플롯은, 매 맞는 
아내의 스토리로서 검사 측은 이 마스터플롯을 이용해 Simpson의 전 부인이 피해
자라는 것을 효과적으로 주장하였다. 세 번째 마스터플롯은 Simpson에게 부여되었
던 부와 명예가 부당한 특권이었다는 것으로서, 검사 측은 궁핍하게 성장한 흑인을 
부당한 특권에 대한 마스터플롯의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Abbott은 
이 내러티브의 경합에서 결국 첫 번째 마스터플롯이 승리하여 Simpson은 무죄 판
결을 받게 되었다고 해석하였다(pp.99-103).5)

  서사학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이미 알고 있는 스토리에 기반 함에도 불구하고 흥
행에 성공하는 이유를 마스터플롯과 관련지어 설명한다. 예를 들어, 가난하고 보잘 
것 없는 여자가 부유하고 귀한 남자를 만나 행복해진다는 신데렐라 또는 콩쥐팥쥐 
스토리는 흥행에 성공하는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로서 꾸준히 이용되어 왔다.6) 이 
스토리에는 지금은 보잘 것 없어도 착하게 살면 언제가 복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는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유명한 스토리가 변주되어 꾸준히 만들
어지는 것은 그 이야기들이 사람들 마음에 자리 잡은 마스터플롯을 자극하여 흥행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Abbott, 2010: 99). 많은 사람들의 마
음에 존재하는 마스터플롯을 자극하는 내러티브는 사람들의 정서를 유발하고 그것
에 의미를 부여할 가능성을 높인다.
  그런데 마스터플롯은 행위의 옳고 그름뿐 아니라 인간의 숙명과 같은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주제까지 확장될 수 있다. 

왜 오이디푸스 이야기가 우리를 사로잡는 것일까? 현대사회에서 아버지를 죽이고 어
머니와 동침할 것이라는 상세한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운명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
은 거의 없다. . .. 이 경우 가장 그럴듯한 대답은 . . . 오이디푸스 이야기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이러저러한 압박들과의 투쟁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
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 이는 마치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는 운명과
도 같다. . ..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오게 되는 신체적, 정신적인 힘의 
쇠락을 경험할 것이다. 그리고 물론,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운명인 죽
음이 있다. . .. 우리는 . . . 타인이 죽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일찌감치 이러한 결말을 

5) 이러한 Abbott의 설명은 증거가 아닌 스토리가 법정의 판단에서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타당성을 가질 것이다. 실제로 법정에서 증거에 기반하기보다 내러티브에 기반하여 
변론하는 것이 배심원들을 설득하기에 더 효과적이라는 논의가 있다(권근환, 2011).
6) 1990년에 개봉했던 영화 『귀여운 여인』과 2004년도에 방영된 드라마 『파리의 연인』을 예로 
들 수 있다. 『파리의 연인』은 평균 시청률 41.4%를 기록했을 정도로 사람들의 흥미를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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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감하게 되는 것이다. 
(Abbott, 2010: 375-377)

  일련의 수학적 사실들도 우리의 마스터플롯을 자극하여 정서적 의미를 불러일으
킬 수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다각형의 내각의 합과 외각의 
합에 관한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은 내각의 합은 다각형에 따라 일정한 규칙을 가지
고 변해 가지만 외각의 합은 모든 다각형에서 일정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증명한다. 
이때 증명된 일련의 수학적 사실들은 오이디푸스 스토리가 자극하는 마스터플롯과 
매우 유사한 마스터플롯을 자극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죽음으로 대표되는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시간과 공간의 저편에 있을지 모르는 절대자가 부여한 이 세상의 변
하지 않는 질서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다각형을 어떻게 변화시켜도 외각의 합이 변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변치 않는 질서가 세계에 존재한다는 인간의 마스터플롯을 
자극함으로써 정서적 의미를 불러일으킨다고 설명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내러티브가 흥미나 의미를 주는 원리는 내러티브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내러티브를 읽거나 들으면서 통일된 이해 욕구를 
느끼고, 해석을 통해 내러티브가 제공하는 긴장감을 해소하고, 내러티브의 스토리와 
마스터플롯을 비교하는 것은 내러티브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내러티브 양식을 적용
하는 인간의 사고 속에서 일어난다. 내러티브는 사람이 내러티브 사고 양식을 적용
할 수 있는 원천을 제공하고, 또 내러티브에 드러난 저자의 해석을 통해 내러티브 
사고 양식의 적용을 보조하기도 하지만 그 자체를 대신하여 줄 수는 없다. 이것은 
주어진 내러티브에 대하여 내러티브 사고 양식을 작동시켜 자신만의 내러티브를 그
럴듯하게 만들 수 있을 때 비로소 흥미와 의미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수학 교과에서 ‘이야기’와 ‘수학 내러티브’

  1.1절에서 스토리를 내러티브 담화로 재현한 것을 내러티브의 기본적인 의미로 
파악하였다. 그런데 일상생활 속에서는 내러티브나 서사뿐 아니라 이야기, 스토리, 
스토리텔링 등의 용어들이 혼용된다. 교과 교육의 영역에서도 내러티브를 활용하자
는 논의가 있는 반면 스토리텔링을 도입하자는 논의도 있다. 수학 교과에서는 교육
부가 최근에 발표한 ‘수학교육 선진화 방안’에서 ‘스토리텔링형 수학 교과서’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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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로 하고 개발 및 보급함으로써 주로 스토리텔링이라는 용어가 회자되고 있다.
  스토리텔링형 수학 모델 교과서의 개발 연구를 비롯한 여러 논의들은 스토리텔링
(storytelling)의 어원을 ‘story’와 ‘telling’의 합성어로 보고 그것의 의미를 이야기
를 만들거나 이를 다른 사람에게 표현 또는 전달하는 행위로 이해한다(김유정 등, 2
013: 180; 권오남, 박지현, 조형미, 김미주, 2013: 250; 김광욱, 2008: 262). 이때 
스토리텔링의 ‘story’를 서사학에서 논의하는 원형으로서의 ‘스토리’로 보면 ‘tellin
g’은 ‘내러티브 담화’를 만들어내는 행위를 의미하고 따라서 내러티브와 스토리텔링
이 매우 유사한 범주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7)

  이와 같이 내러티브와 스토리텔링을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지만 일상생활 속
에서는 내러티브나 서사보다는 스토리텔링이라는 용어를 더 쉽게 접한다. 이것은 내
러티브가 서사학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학문적 개념인데 비해 스토리텔링은 이야기
의 상품화 과정에서 급속히 부상한 일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특히 서사학은 문
학이론과 구조주의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내러티브의 성질, 형식, 기능 등 내러티브
의 내적 요소에 집중한다. 때문에 사람이 일상생활 속에서 내러티브를 만들어내는 
외적 행위에 대해서는 비교적 깊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이에 비해 일상생활 속에
서 발생한 스토리텔링이라는 개념은 이야기와 이야기를 말하고 전달하는 행위뿐 아
니라 그러한 행위가 발생하는 시공간으로서 이야기판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김광욱, 2008). 즉, 서사학은 표현된 정적인 내러티브의 내적 구조를 탐구하는 
학문이고, 스토리텔링은 일상생활 속에서 이야기를 활용하는 동적이고 실용적인 층
위를 강조한 개념이다.
  앞서 살펴 본 것처럼 Bruner의 문화심리학적 입장에서 내러티브는 그것을 이해
하거나 생산할 때 동적인 인지적 작용을 필요로 한다. 말해진 내러티브를 듣는 청자
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러티브 양식을 적용하여 사고함으로써 새로운 
내러티브를 생산한다. 내러티브 담화 자체와 그것의 구조를 탐구하는 서사학은 정적
일지언정 내러티브가 구성되는 심리적인 과정은 충분히 동적이다. 다만 인간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사고 과정이라는 점에서 이야기를 말하고 전달하는 스토리
텔링의 역동성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사람이 이야기를 말하고 전달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마음속에서 내러티브 사고 양식을 적용하여 이야기를 구성하는 동적인 

7) 그러나 스토리텔링의 ‘story’가 서사학의 ‘스토리’와 동일한 것인지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아래에서 논의되는 것처럼 스토리텔링을 주로 ‘만들어낸 이야기’를 활용하는 것으로 보면, 스
토리텔링의 ‘story’는 서사학에서 논의하는 원형으로서의 ‘스토리’라기보다는 ‘만들어낸 이야
기’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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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필요하다. 사람들이 스토리텔링을 통해 동적으로 이야기를 말하고 교류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내러티브 사고 양식이 역동적으로 활성화된다. 요컨대 이
야기하기라는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내러티브와 내러티브 사고 양식은 그 인지적 
역동성을, 스토리텔링은 그 외적 행위의 역동성을 주목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개념의 발생 과정에 기반 하여 구분한 것일 뿐 실제로는 내러티브
와 스토리텔링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양자의 구분에 대한 명확한 합의에 이
르지 못하고 있다(Dalkir & Wiseman, 2004, 양미경, 2013: 3에서 재인용). 실제로 
교과 교육에서 내러티브 또는 스토리텔링의 활용에 대한 논의들은 두 개념의 뜻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와 관계없이 유사한 교수학습 방법을 주장하기도 한다(신혜은, 20
07; 엄명자, 강현석, 2013). 그럼에도 몇몇 교과 교육의 영역에서 내러티브와 스토
리텔링의 활용을 주장하는 두 연구들을 비교하여 각각 그것이 사용되는 양상을 대
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국어과에서, 김정란, 이상구(2012)는 국어과에서의 내러티브를 일종의 담화
로써 개인의 경험 인식과 표상 과정을 통해 의미를 구성하고 다양한 매체로 변환할 
수 있는 구조나 기능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이야기나 스토리텔링보다 확대된 개
념이라고 하였다. 한편 이지영(2012)은 스토리텔링을 수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하나
의 기술로 보았다. 구체적으로, ‘말장난을 좋아하는 귀신이 이오왕을 괴롭히지만 김
기사가 귀신을 물리친다’는 이야기를 전체 수업 시간을 통해 들려주면서 이야기 문
맥과 관련된 국어 교과 내용을 이야기 사이사이에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사회과에서 
홍미화(2013)는 사회과에서의 내러티브를 사회현상을 담보하는 내용이이면서, 한편
으로 그 내용을 일련의 과정으로 조직하고 담론화하는 방법으로 보았다. 이때 지난 
경험과 지식을 조직하고 구성하여 생산한 내러티브는 주변의 사회현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활용된다. 한편 김경향(2009)은 초등 사회과에서 스토리텔링을 활용하는 사
례로 ‘지역의 역사 자료를 수집하여 그 지역의 옛날이야기 만들기’와 같은 학생의 
이야기 만들기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도덕과에서 신혜은(2007)은 내러티브를 통
한 세계이해 교육에 대한 실행 연구에서 ‘세상을 바꾸어 가고 있는 실제 아이들의 
이야기’와 같은 실제 이야기를 내러티브로 보고, 이 이야기에 대해 반응하는 학생들
의 의견을 ‘내러티브의 재구성’으로 이해하였다. 한편 김항인(2001)은 초등도덕교육
에서 내러티브 스토리텔링을 활용하자는 논의에서 ‘교사나 부모가 좋은 이야기를 학
생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방식’을 전통적인 스토리텔링으로, ‘학생들이 자신들의 이
야기를 다른 대상에게 이야기하는 방식’을 내러티브 스토리텔링으로 구분하고 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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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활용을 주장하였다. 
  이상의 비교에서도 내러티브와 스토리텔링을 완전한 구별하기는 어렵지만 내러티
브는 자신의 경험을 재현함으로써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을 포함한다는 점에
서 어느 정도 공통적이다. 즉, 내러티브는 주로 1.2절에서 논의한 ‘자신의 경험의 재
현’을 의미한다. 또, 스토리텔링에서 활용하는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라기보다는 상상
을 통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를 의미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갈현소(2011)
가 국어과에서 내러티브적 교육 내용을 분류한 범주(<표 Ⅱ-1>)는 내러티브와 스토
리텔링을 구분하는데 도움을 준다. 즉, 내러티브는 화자가 직접 겪은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 반면 스토리텔링은 만들어낸 이야기 또는 다른 사람이 겪은 이야기를 주로 
활용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두 가지 이야기 모두 듣거나 읽고, 그것에 내러티브 양
식을 동원하여 사고하고, 그 결과 다시 이야기를 말하는 활동이 가능하다.

                 이야기하기(활동)
이야기(형식)

이야기 들이기
(이해)

이야기 가지기
(사고)

이야기 내놓기
(표현)

겪은 이야기
(사실성)

직접 경험

간접 경험

만들어낸 이야기
(허구성)

환상적인 이야기

현실적인 이야기

<표 Ⅱ-1> ‘이야기’와 ‘이야기하기’의 교육 내용 구성

  내러티브가 주로 직접 겪은 이야기를 의미한다는 판단은 교육학 분야에서 ‘내러티
브 탐구(narrative inquiry)’를 활용하는 연구들에서 확인된다(신동일, 김나희, 유주
연, 2006; 서제희, 2009). 이 연구들은 연구 대상의 내러티브를 탐구함으로써 겉으
로 드러나지 않는 감춰진 의미를 얻고자 하는 해석학적 접근을 취한다. 이때 ‘내러
티브’는 개인의 경험을 진솔하게 표현한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교과 교육에서 내
러티브가 사용되는 맥락과 유사하다. 
  화자가 자신이 겪은 경험을 재현하는 것과 만들어낸 이야기 또는 다른 사람이 겪
은 이야기를 말하는 것은 화자 자신은 물론 청자에게 매우 다른 의미를 갖는다. 1.2
절에서 살펴 본 것처럼 화자는 자신의 경험을 재현함으로써 경험에 의미를 부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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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 화자가 직접 겪은 이야기는 청자에게 보다 사실적이고 진실된 의미를 전달
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비해 만들어낸 이야기 또는 다른 사람이 겪은 이야기를 말
하는 것은 화자가 자신의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의미를 
청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이다. 또,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 청자는 화자가 부여한 생생
한 의미보다는 다른 누군가가 이야기에 심어 놓은 의미를 전달받는 것에 가깝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1.2절에서 살펴 본, 화자가 자신의 경험을 
재현한 것으로서의 내러티브와 구분하여 ‘이야기’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이야기 또
는 다른 사람이 겪은 이야기’에 한정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이때 ‘자신의 경험의 재
현’으로서의 내러티브와 ‘이야기’는 모두 1.1절에서 ‘사건들의 재현’으로 정의한 넓
은 의미의 내러티브에 포함된다. 즉, 넓은 의미의 내러티브는 ‘자신의 경험의 재현’
이라는 좁은 의미의 내러티브와 ‘이야기’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분에 따르면 교과 교육에서 스토리텔링의 활용을 지지하는 논의는 
화자가 자신의 경험을 재현하는 내러티브보다는 ‘이야기’를 활용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수학 교과에서의 스토리텔링도 화자의 내러티브보다는 주로 ‘이야기’를 활
용한다. 수학 교과에서 스토리텔링을 활용하려는 국내의 예로는, 교육부의 주창 하
에 개발 및 보급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1～2학년군 수학과 교과서
(국정 교과서, 이하 ‘초등 1～2학년군 수학 교과서’)와 각각 5개 유형으로 1개 단원
씩 개발된 중학교와 고등학교용 ‘스토리텔링 수학 모델 교과서(이하 ‘모델 교과서’)’
를 들 수 있다. 또,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수학 ① 교과서도 스토리텔
링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교과서들은 대부분 단원 전체를 하나의 큰 이
야기 속에서 서술한다. 예를 들어, 초등 1~2학년군 수학 ③ 의 ‘세 자리 수’ 단원은 
콩 세기를 좋아하는 도깨비라는 이야기가, 중학교 수학 ① 모델 교과서의 ‘문자와 
식’ 단원은 꼬마 개구리가 여행하며 겪는 이야기가, 고등학교 실생활연계형 모델 교
과서에서는 교사와 학생들이 악당과 대결하는 이야기가 단원 전체에 걸쳐 펼쳐진다
(이재학, 도종훈, 박윤범, 박혜숙, 신준국, 김정자 등, 2013; 박규홍, 이재성, 박상의, 
김지선, 김유정, 2012). 또, 어느 중학교 수학 ① 교과서의 ‘정수와 유리수’ 단원은 
소현, 제민, 정빈, 아버지 등의 인물이 단원 전체에 걸쳐 등장한다(류희찬, 류성림, 
이경화, 신보미, 강순모, 윤옥교 등, 2012). 이러한 이야기는 효과적인 교과서 서술
을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로서 화자의 경험을 재현하는 내러티브와는 구분된다.
  수학 교과에서 스토리텔링의 활용에 대한 외국의 논의도 화자의 내러티브보다는 
이야기에 주목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Zazkis & Liljedahl과 Balakrishnan의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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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볼 수 있다. 특히, Balakrishnan(2008)은 Egan(2008)과 Zazkis & Liljedahl(2009)
의 논의를 바탕으로 중등 수학 교수학습에서 스토리텔링의 활용을 연구하였다. 그는 수
업 주제를 제시하거나 아이디어를 도입하기 위한 이야기의 예로 Archimedes의 
‘Eureka 이야기’나 ‘내 원을 밟지 말라는 이야기’, Descartes가 파리를 보고 좌표
계 설정의 아이디어를 떠올렸다는 이야기나 어린 시절 Gauss가 1부터 100까지의 
합을 특별한 방법으로 구했다는 이야기 등을 제시하였다. 이때 Archimedes, 
Descartes, Gauss 에 관한 이야기는 다른 사람이 겪은 이야기 또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문학적 상상이 보태어진,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또, 수학적 주
제와 뒤얽힌 이야기, 개념을 설명하는 이야기, 활동을 도입하는 이야기 등의 예로는 
각각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Dido 공주 이야기8), 짝수와 홀수를 의인화하여 구성한 
숫자 마을 이야기, 소아마비를 이기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육상선수에 관한 이
야기 등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Balakrishnan이 제시한 이야기들은 환상적인 이
야기와 현실적인 이야기의 구분은 있지만 만들어낸 이야기 또는 다른 사람이 겪은 
이야기에 속한다. 
  만들어낸 이야기 또는 다른 사람이 겪은 이야기의 활용은 수학 교과에서 완전히 
새로운 시도는 아니다. 1차 수학과 교육과정은 Dewey의 실용주의 사상이 반영된 
생활 중심 교육을 위해 학생의 생활을 소재로 하는 이야기를 활용하였다. 또, 수학
교육 현대화 운동 이후의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도 일상 생활 및 사회와 자연 현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수학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강조되고, 학생의 활동이 중시되고, 수
학적 의사소통이 부각되면서(백석윤, 이명희, 2003; 김호우, 박교식, 신준국, 정은실, 
1994; 교육인적자원부, 2007) 수학 교과에서 이야기 활용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실
제로 중학교 1학년 교과서를 살펴보면, 대단원을 도입할 때 5차 교육과정에서는 관
련된 수학사를 소개하였고, 6차 교육과정에서는 수학사나 수학자 이야기뿐 아니라 
현실 맥락을 소개하였으며, 7차 교육과정과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보다 친근한 
실생활 맥락이 도입되었다. 문장제 문제에 있어서는 5차 교육과정에서 ‘동생’이나 
‘형’이 등장하던 것이 6차 교육과정에서는 ‘재희’나 ‘미경’ 같은 이름이 등장하여 더 
서사성이 높은 이야기가 도입되었다. 또, 중단원이나 소단원의 도입을 위해서 6차 
교육과정에서는 간단한 물음이 활용되던 것이 7차 교육과정과 2007 개정 교육과정
에서는 생각열기, 활동하기, 생활에서 알아보기 등의 제목으로 실생활 이야기가 도

8) Dido 공주는 한 마리의 황소 가죽으로 가늘고 긴 실을 만들어 원형으로 둘러쌓음으로써 
토지를 효과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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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되었다(김연식, 김흥기, 1988; 박두일, 신동선, 강영환, 1994; 전평국, 신동윤, 방
승진, 황현모, 정석규, 2000; 정광식, 김정헌, 오종래, 임윤영, 2008). 한편, 이보다 
훨씬 앞서 1920년대에 출판된 ‘Dewey가 편집한 산술 교과서(Alexander, 1920, 이
하 ‘Alexander-Dewey 산술 교과서9)’)’나 1990년대에 출판된 Freudenthal의 수학
교육 이론을 구현하고자 한 ‘Mathematics in context(이하 ’MIC 교과서’)’에서도 
현실적인 소재로부터 만들어낸 다양한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수학 교
과에서 스토리텔링이 활용하는 이야기는 그것이 만들어낸 이야기 또는 다른 사람이 
겪은 이야기라는 점에서는 그동안 수학 교과에서 꾸준히 활용되어 온 이야기와 유
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수학 교과에서도 만들어낸 이야기 또는 다른 사람이 겪은 이야기 외에 
국어과, 사회과, 도덕과처럼 화자가 직접 경험한 것의 재현을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제기된다. 구체적으로, 수학적 경험에 내러티브 사고 양식을 적
용하여 내러티브를 생산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리고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는가 하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간의 인지가 기본적으로 내러티브 또는 내
러티브 사고 양식을 바탕으로 한다는 관점이 주목된다. 실제로 인지과학과 내러티브 
이론의 융합 연구는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한 접근(making sense of stories)’뿐 
아니라 ‘인지의 수단으로서 이야기를 이용하는 접근(stories as sense-making)’을 
취하기도 하는데, 후자는 내러티브를 인지의 대상이 아니라 지능 활동의 기본적 자
원으로 보는 관점이다(Herman, 2003a). 인간의 인지가 기본적으로 내러티브 사고 
양식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수학적 사실들의 인지도 그러한 사고 양식에 의해 비로
소 가능할 것이다. 이것은 수학적 경험에 내러티브 사고 양식을 적용하여 내러티브
를 생산하는 것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인문 교과보다 수학 교과와 더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과학과에서도 과학적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사고 양식의 적용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예를 들어, 김만
희(2003)는 내러티브를 ‘당사자의 마음과 공동체 문화의 합작품’, ‘내용 정보를 일련
의 이야기로 엮어서 전달하는 방식’, ‘화자가 이야기의 내용 요소들을 자기 나름의 

9) 이 교과서의 저자는 Georgia Alexander이고 편집자는 John Dewey이다. 하지만 서문에
서 “편집자가 단순히 이름만 빌려 준 것이 아니라, 이 교과서의 구성 원리와 교실에서 이루어
져야 할 실험들을 제안하였고 텍스트를 읽고 비평하였으며, 현재 형태에 공동의 책임이 있다
(Alexander, 1920: ⅲ)”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이 교과서에 Dewey의 아이디어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이 교과서를 ‘Alexander-Dewey 산술 교과서’
로 지칭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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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목으로 재구성하여 전달하는 방식’ 등으로 보았다. 이것은 지식이나 경험을 나열
할 때 화자의 평가나 의미가 함께 표현되는 내러티브의 특징을 반영한 것으로, 과학
적 경험에 내러티브 사고 양식이 적용될 수 있음을 가정한 것이다. 그는 내러티브를 
Polyani가 강조한 바 있는 암묵적인 과학 지식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보고 그 교육
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였다. 
  수학적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사고 양식의 적용 가능성은 저명한 수학자 Mazur
의 지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Mazur(2005)는 타원곡선에 유리수점이 있을 확률
이 2/3인가 아니면 1/2인가와 같이 데이터와 이론의 갈등이 빚어내는 순수 수학 이
야기가 존재한다고 하였다(pp.10-12). 그런데 그 확률이 데이터로부터 2/3일 수 있
다는 추측을 이론적으로는 1/2이어야 한다는 사실과 대비시켜 이해하고 그것을 갈
등으로 느끼는 것은 Mazur의 마음속에서 어떤 인지 작용이 작동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수학적 사실들을 경험하여 습득한 사람이 그 사실들에 내러티브 사고 
양식을 적용하여 스토리 형식을 갖춘 내러티브로 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저자 또는 화자가 경험한 수학적 사실들의 스토리 형식을 갖춘 
재현”을 ‘수학 내러티브’라고 지칭하기로 한다. 이것을 ‘수학에서의 내러티브’가 아
닌 ‘수학 내러티브’라고 지칭하는 것은 수학적 사실들의 재현을 내러티브로 바라볼 
때 그것에 부여되는 특수성 때문이다. 수학 내러티브는 일반적인 내러티브의 특징을 
갖지만, 한편으로는 나열되는 사실들이 수학적 지식이라는 점에서 다른 교과에서의 
내러티브와 다르다.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수학 내러티브’라는 용어를 사용하
기로 한다.
  본 연구는 수학 교수학습에서 활용되어 온 이야기와 구분되는 또 하나의 내러티
브인 수학 내러티브가 가지고 있는 교육적 가능성을 특히 이야기 활용의 제한점의 
보완이라는 측면에서 탐구한다. 이를 위해 다음 장에서는 수학 교과에서 이야기 활
용의 효과와 제한점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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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수학 교과에서 이야기 활용의 효과와 제한점

  Ⅱ장에서는 서사학과 Bruner의 논의를 바탕으로 내러티브 및 내러티브 사고 양
식, 그리고 흥미와 의미를 주는 내러티브의 조건을 살펴보았다. 또, 수학 교과에서 
그동안 활용되어 온 이야기와는 구분되는, 저자 또는 화자가 경험한 수학적 사실들
의 스토리 형식을 갖춘 재현으로서 수학 내러티브를 도입하였다. 
  한편 교육부가 최근 스토리텔링형 수학 교과서를 주창하고 실제로 개발하여 적용
함에 따라 스토리텔링은 수학교육 분야에서 큰 관심이 되고 있다. 교육부는 쉽고 재
미있는 수학교육을 위해 스토리텔링을 주창하였지만 이러한 논의의 배경에는 전 세
계적인 문화적 흐름이 자리하고 있다. 1990년대부터 사회과학 및 인문과학 분야에
서 ‘서사적 방향 전환(narrative turn)’이 일어났고(Salmon, 2010: 24), 이야기를 
활용해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고 마음을 움직여 상품을 파는 시대가 도래 하였으며
(Jensen, 2005), 권력이 이야기를 이용해 개인과 사회를 통제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야기는 우리 문화에 널리 퍼져 있다(Salmon, 2010). 이러한 문화적 분위기 속에서 
교육 및 수학교육의 분야에서도 이야기를 교수학습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
다. 그러나 Ⅱ장 4절에서 살펴 본 것처럼 스토리텔링이 활용하려는 이야기는 만들어
낸 이야기 또는 다른 사람이 겪은 이야기라는 점에서는 수학 교과에서 그동안 활용
해 온 이야기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스토리텔링은 이러한 이야기를 보다 적극적
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본 장에서는 Ⅱ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수학 교과에서 활용해 온 이야기의 효과와 
제한점을 1920년대에 출판된 Alexander-Dewey 산술 교과서, 1990년대에 출판된 
MIC 교과서, 그리고 최근 주창되고 있는 스토리텔링을 표방하는 사례 등을 중심으
로 논의한다. 특히 수학 교과에서 이야기 활용의 제한점은 추상적인 대상과 그것들 
사이의 수학적 관계를 다루는 수학 교과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그러한 특
수성 속에서도 내러티브 사고 양식의 교육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본 장에 이어지는 Ⅳ장과 Ⅴ장에서는, 수학 내러티브가 그러한 접근을 제
공할 수 있고, 그 결과 수학적 사실들에 대한 인지적 의미와 정서적 의미의 구성을 
지원함으로써 이야기 활용의 제한점을 보완하고 나아가 논리 수학적 사고를 지원 
및 보완할 수 있음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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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학 교과에서 이야기 활용의 효과

1.1. 현실 맥락으로부터 수학적 지식 구성의 동기 제공

  Alexander-Dewey 산술 교과서는 수학교육에 대한 Dewey의 아이디어가 상당 부
분 반영된 교과서로서(Alexander, 1920: ⅲ), 한 자릿수의 덧셈에서부터 여러 자릿
수의 나눗셈까지의 내용을 다룬다. 이 교과서에는 ‘대화’, ‘극화하기(dramatize)’, 
‘구두 이야기(oral)’, ‘서면 이야기(written)’ 등의 형태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등장하
는데, 각 이야기에는 제목이 붙어있다. 
  이 이야기들은 산술적 사고를 필요로 하는 실생활 맥락을 제공하는데 활용된다. 
예를 들어, ‘우유 배달부’에서는 우유 배달부와 Mrs. Brown의 대화를 통해 거스름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제시되고(대화), ‘엄마의 부엌’에서는 1달러를 가지고 여러 
가지 부엌 용품 중에 두 가지를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 제공되며(극화하기), ‘쇼핑’에
서는 Mrs. Baldwin이 아들 Louis와 쌍둥이 딸들을 데리고 쇼핑하는 이야기를 통해 
그녀가 사게 되는 물건의 개수를 묻고(구두 이야기), ‘당나귀와 소금’에서는 잘 알려
진 우화의 중간 중간에 산술적 사고를 요하는 문제를 제시한다(서면 이야기). 이와 
같이 Alexander-Dewey 산술 교과서의 이야기들은 실생활 맥락을 대안적으로 제공
함으로써 산술적 지식을 활용해야 하는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때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번호가 붙은 짧은 문단들로 구성된다. 각 문단의 끝 부
분에서는 그 문단과 관련된 수학적 질문이 따라 나옴으로써 문맥 속에서 수학적 사
고를 유발한다. 이것이 Alexander-Dewey 산술 교과서가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를 
자극하는 기본 원리이다. 그런데 몇몇 이야기에서 독자(학생)를 이야기의 일부분으
로 상정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예를 들어, ‘극화’라는 설명이 달린 ‘엄마의 부엌’
은 부엌 용품이 그려진 삽화 아래에 “여러 분은 우리 부엌 용품 가게에서 두 가지 
물건을 사고 싶나요? 여러분은 1달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다 쓸 수 있습니다
(Alexander, 1920: 10).”라고 설명할 뿐 추가로 이야기를 서술하지는 않는다. 또, 
‘사과주스 만들기’에서는 농장주 Brown씨가 ‘우리’를 초대했다는 설정이 도입된다. 
이러한 방식은 내러티브적 기법을 활용한 교재 서술 방식을 ‘맥락을 형성하는 방식’
과 ‘맥락을 설정해 주는 방식’으로 구분(제갈현소, 2011: 105)하였을 때 전자에 해
당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저자가 일부 맥락만을 서술하고 나머지는 독자에게 맡겨 
전체 맥락을 완성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에 비해 ‘맥락을 설정해 주는 방식’은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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릭터와 상황을 설정하고 주인공이 일련의 사건을 겪는 동안 어떤 내용을 알게 되는 
과정을 이야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하는 방식이다. Alexander-Dewey 산
술 교과서의 일부 이야기에서는 맥락을 형성하는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수학적 지식
의 구성 동기를 더 적극적으로 제공한다고 생각된다.
  수학 교과에서 이야기를 활용한 또 다른 사례로는 현실주의 수학교육(Realistic 
Mathematics Education, 이하 RME)을 구현한 MIC 교과서를 들 수 있다. RME는 
Freudenthal의 ‘인간 활동으로서의 수학’이라는 철학을 근거로 현실 상황 맥락 또
는 더 광범위한 현실로서 학생들이 감정을 이입할 수 있는 상황 맥락에서 탐구하는 
활동을 강조한다(De Lange & Verhage, 1987, 김유정 등, 2013에서 재인용). MIC 
교과서는 이러한 현실 상황 맥락의 제공을 위해 이야기를 활용한다. 즉, MIC 교과
서의 이야기도 Alexander-Dewey 산술 교과서와 같이 현실 상황 맥락으로부터 수
학적 지식 구성의 동기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콘프레이크로 나타낸 분수’의 첫 번
째 이야기에서는 ‘콘식품’이라는 회사의 팝콘부에서 소비자의 견학 시에 사용되는 
팝콘 진열대를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 제시된다. 구체적으로 미국인 한 사람이 일 년
에 먹는 팝콘의 양인 5512ℓ를 실감나게 보여주기 위해 한 변이 10cm인 정육면체 
5512개를 가로, 세로, 높이가 정해져 있는 방에 효과적으로 전시하는 문제가 제기된
다. 학생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부피에 대한 양감을 기르고 동일한 부피를 다양
한 형태로 나타내며 그 중에서 조건에 맞는 적절한 것을 선택하는 수학적 경험을 
할 수 있다.
  MIC 교과서의 이야기가 수학적 사고를 자극하는 방법도 Alexander-Dewey 산술 
교과서와 유사하다. 즉, 번호가 붙은 짧은 문단들의 끝에 그 문단과 관련된 수학적 
질문을 제시함으로써 문맥 속에서 수학적 사고를 자극한다. 또, 맥락을 형성하는 방
식의 이야기도 발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독자는 ‘콘식품’에 인턴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설정되고, 각 부서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수학적 문제 상황
을 접한다. 그러한 설정 속에서 독자는 문제 상황의 해법을 말하거나 다른 사람의 
해법에 대한 의견을 말할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더 적극적으로 사고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이 Alexander-Dewey 산술 교과서와 MIC 교과서는 현실 
맥락으로부터 수학적 지식의 구성 동기를 제공하기 위해 이야기를 활용한다는 점뿐
만 아니라 그 방법에 있어서도 유사성을 갖는다. 
  한편, 국내의 스토리텔링 수학 교과서들은 아직 스토리텔링의 개념에 대한 일정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에도 수학적 지식의 구성 동기를 실생활 또는 판타지 문맥으



- 32 -

로부터 제공하거나 그것을 위한 대안적인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공
통적이다. 예를 들어, 초등 1~2학년군 수학 교과서의 ‘세 자리 수’ 단원에서 콩 세
기를 좋아하는 도깨비10)는 마당에 떨어진 수백 개의 콩을 되도록 빨리 센 후에 사
람에게 장난을 치고 싶었을 것이다. 이 이야기의 문맥이 수를 백 단위로 세어야 하
는 동기를 제공함을 알 수 있다. 또, ‘덧셈과 뺄셈’ 단원에서 동물원의 연못에 오리 
5마리가 있는데 2마리가 연못으로 걸어오는 문맥은 꼭 ‘5 더하기 2’를 해야 하는 
동기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그 덧셈 연산을 위한 경험을 제공할 수는 있을 것이다. 
또, 고등학교용 실생활연계형 모델 교과서를 개발한 연구자들은 실생활연계형을 “수
학적 개념과 원리를 함축하고 학생들의 실생활과 연관이 있는 상황을 이야기의 제
재로 하여 관련된 개념과 원리를 탐구하고 수학적 지식을 구성할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하는(김유정 등, 2013: 183)”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를 통해 실생활연계형 스
토리텔링이 수학적 지식의 구성을 위한 동기나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토리텔링 교과서의 이야기는 학생의 수학적 사고를 자극하기 위해 두 가지 장
치를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중 하나는 이야기를 읽어 가면서 등장인물에 몰입
되어 그 사고를 따라 가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실생활연계형 모델 
교과서는 “등장인물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스토리를 사용함으로써 이 교과서를 
학습하는 학생들도 등장인물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함께 따라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수학적 개념을 습득하도록 의도하였다(김유정 등, 2013: 184)”고 밝히고 
있다. 다른 하나의 장치로 스토리텔링 교과서는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수학적인 질
문을 서술하여 독자인 학생이 스스로 생각해 보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사례
는 초등 1~2학년군 수학 교과서 전반에 걸쳐 찾아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이 교과서
가 이야기 속에서 수학 개념을 구성해 가는 기본 원리이다. 고등학교용 수학사탐구
형 모델 교과서에서도 이러한 방식을 찾아 볼 수 있다. 이 모델 교과서는 각 소단원
을 학습을 이끌고 가는 주요한 스토리를 도입하는 준비학습, 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탐구 중심의 본문, 단원 정리와 확인문제로 구성하였다. 이때 본문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풀이과정을 일일이 풀어 서술하는 것을 지양하고 
단계별 질문을 제시하여 학생들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10) 도깨비들은 콩 세기를 좋아한다. 보름달이 뜨는 밤에 사람에 대한 장난이 심해지는 도깨
비를 막기 위해 마당에 콩을 뿌리면 도깨비가 콩을 세고 또 세다가 날이 밝아서 사람에게 해
코지를 못하고 도망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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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남 등, 2013: 232-233).
  한편 실생활로부터 수학적 지식 구성의 동기 제공은 중등 수학에서 스토리텔링의 
효과를 주장한 Balakrishnan이 활용한 이야기에서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찾아 볼 
수 있다. 그는 이야기를 들려줄 뿐 아니라 학생들이 그에 대한 활동을 하거나 직접 
이야기를 만들도록 한다. 예를 들어, 교사는 학생들에게 ‘해골 섬 이야기’를 들려준
다. 그 이야기는 미지의 여인이 건네 준 해골 섬 지도에 직선의 방정식이 두 개 적
혀 있고 그 두 직선이 만나는 곳에 보물이 있다는 이야기이다.11) 학생들은 모둠 별
로 이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를 만든다. 또, 보물 지도와 직선의 방정식을 만든 다
음 다른 모둠에게 주어 보물의 위치를 찾도록 하는 활동을 한다(Balakrishnan, 
2008). 이러한 이야기 만들기 활동에서 학생들은 내러티브 사고 양식을 적용하여 이
야기를 생산하게 된다. 그런데 모둠이 만든 두 직선의 방정식의 교점이 지도의 원하
는 위치에 오도록 하는 등 적절한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선의 방정식을 그래
프로 나타내는 수학적 사고를 동원할 수밖에 없다.12)

  이와 같이 수학 교과에서 이야기가 수학적 지식 구성의 동기를 적절히 제공하는
데 있어 ‘수학적 주제와 뒤얽힌 이야기(Balakrishnan, 2008)’를 만들거나 그에 관
련된 활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국내의 스토리텔링 수학 교과서의 개발에 있어
서도 수학적 주제와 뒤얽힌 이야기의 개발이나 학생의 이야기 만들기 활동의 구안
이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1.2. 흥미 유발

  이상에서 수학 교과에서 이야기의 활용이 현실 맥락으로부터 수학적 지식 구성의 
동기를 제공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한편 스토리텔링을 주창한 교육부의 ‘수학교
육 선진화 방안’의 대표적 구호인 ‘쉽게 이해하고 재미있게 배우는 수학’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는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는 수학에 흥미를 유발할 것이라는 

11)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다양한 보충적 사건과 흥미 요소를 갖추어 말하였다.
12) 수학적 지식 구성의 동기가 제공된다는 것이 그 동기가 수학적 지식을 구성하기에 충분
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해골 섬 이야기’ 만들기 활동은 직선의 방정식을 그래프로 
나타내는 원리를 알고 싶을 만큼 충분한 동기를 제공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보다는 이
미 알고 있는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고 생각된다. 이런 경우 이야기 활용은 
실제적으로는 수학적 지식의 구성이 아닌 수학적 지식의 활용을 위한 동기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Balakrishnan도 ‘해골 섬 이야기’ 만들기 활동을 그러한 방식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Balakrishnan: 2008, 287-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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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를 안고 있다.
  Alexander-Dewey 산술 교과서에서도 흥미 유발은 중요한 지도 원리이다. 이것
은 끊임없으면서도 자발적인 경험의 재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으로서 흥미를 중
시한 Dewey의 생각을 잘 반영한다(Dewey, 2010). 다음은 이 교과서의 부록에 있는 
교사를 위한 지침 중 하나이다.

[선생님들에게]
3. 새로운 아이디어를 귀납적으로 그리고 아이에게 흥미진진한 상황을 통해 도입하십
시오. 이것은 다양한 극화(dramatization)를 활용하여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 놀이(play)를 – 단지 즐거움이 아니라 - 수를 [공부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항상 극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지침에서 보듯이 Alexander-Dewey 산술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흥미진진한 상
황을 극화라는 이야기 형태를 통해 도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이 교
과서에서는 앞서 예로 든 ‘엄마의 부엌’과 같이 극화하기에 적합한 소재를 제공하고 
있다. 이때 극화의 소재로는 ‘엄마의 부엌’ 외에도 ‘마트에서’, ‘Grace의 생일파티’, 
‘식료품점에서’와 같이 학생들에게 친근한 것들이 활용되었다. 즉, 학생들에게 친근
한 상황을 극으로 재현함으로서 흥미를 유발하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친근한 상황
은 극화하기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살펴 본 ‘우유 배달부’, ‘쇼핑’, ‘당
나귀와 소금’과 같은 이야기들도 학생들에게 친근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극화하
기뿐 아니라 이 교과서에 포함된 다른 형태의 이야기들도 친근한 상황을 통해 학생
의 흥미를 유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교과서의 이야기들은 소재가 친근하기는 하지만 스토리나 플롯이 흥미로운 것
은 많지 않다. 예를 들어, ‘쇼핑’에서 Mrs. Baldwin은 여러 가게를 돌아다니면서 쇼
핑을 할 뿐이어서 Ⅱ장 3절에서 살펴 본 흥미와 의미를 주는 내러티브의 조건을 만
족하지 않는다. 또, 감정적 흥미 요소와 같이 이야기를 꾸미는 장식적인 요소도 찾
아보기 힘들다. ‘쇼핑’에서 Mrs. Baldwin에 대해서는 그녀의 행동을 통해 산술 문
제를 제시할 수 있는 정도만이 서술될 뿐 외모나 성격 등이 서술되지는 않는다. 이
것은 이 교과서의 이야기가 산술의 학습을 위한 수단으로서 일차적인 가치를 갖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야기는 산술적 사고의 교수학습을 위해 서술되는 것으로서 스
토리나 플롯 또는 장식적인 요소의 흥미로움은 부차적이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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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미 유발과 관련된 Alexander-Dewey 산술 교과서의 이러한 사정은 MIC 교과
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내가 아는 수의 세계’라는 권의 ‘첫 번째 
이야기 – 인수와 약수’에서는 브렌다의 어머니 헬레나가 등장하지만 그녀의 성격이
나 배경은 서술되지 않는다. 단지 쌓기나무의 운반 책임자라는 사실만이 언급되는
데, 이것은 쌓기나무를 효과적으로 운반하기 위해서 어떤 크기의 상자를 이용하여 
포장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수학적으로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활용된다. 여
기에서도 ‘어머니’나 ‘쌓기나무’는 친숙한 소재이지만, 이 이야기는 흥미와 의미를 
주는 내러티브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고 장식적인 요소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비해 스토리텔링을 표방하는 사례들은 이야기의 여러 가지 흥미 요소를 적
극적으로 활용한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수학사탐구형 모델 교과서는 ‘카르다노’가 
삼차방정식 해법의 발견을 두고 ‘타르탈리아’와 있었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500년
을 기다려 ‘타르탈리아’의 환생인 주인공 ‘상훈’과 재회한다는 이야기를 활용한다(권
오남 등, 2013: 231). 이때 ‘환생’은 감정적 흥미 요소이고, 카르다노와 타르탈리아
의 갈등은 긴장감의 유발이라는 흥미와 의미를 주는 내러티브의 조건을 만족한다. 
또, 앞서 언급한 Balakrishnan이 활용한 ‘해골 섬 이야기’도 ‘미지의 여인’, ‘해골 
섬’과 같은 감정적 흥미 요소를 포함하고, 2.2절에서 서술되듯이 긴장감의 유발이라
는 흥미와 의미를 주는 내러티브의 조건을 만족한다.
  이와 같이 스토리텔링을 표방하는 이야기는 그것이 갖출 수 있는 여러 가지 흥미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Alexander-Dewey 산술 교과서나 MIC 교과
서의 이야기와 구별된다. 그만큼 스토리텔링에서의 이야기 활용은 이야기 자체의 흥
미를 중시한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고등학교 수학사탐구형 모델 교과서 개발 연구자
들은 그 교과서의 의의를 맥락성을 통해 학생들이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면서 수학
학습에도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수학 개념 밖에서 수학 개념 사이를 이어주는 역
할을 한다는 것에서 찾고 있다(권오남 등, 2013: 236). 
  스토리텔링을 표방하는 이야기도 기본적으로는 학생들과 친근한 실생활 맥락을 
통해 흥미를 유발하고자 한다. 실제로 2009 개정 초등 1~2학년군 수학 교과서의 스
토리텔링에서는 교실 생활이나 동물원 방문처럼 학생들과 친근한 맥락을 사용하였
고 고등학교 실생활연계형 모델 교과서에서도 공원에서 미션을 수행하는 이야기를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실생활로부터 수학을 구성하거나 수학을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사례가 다루어진다. 실생활 맥락은 수학적 지식의 구성 동기나 경험을 제공한
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흥미롭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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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이다. 
  학생들과 친근한 맥락이란 꼭 실생활 맥락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고등학교 실생
활연계형 모델 교과서 개발 연구자들은 실생활을 학생들이 감정이입을 할 수 있고 
이를 기초로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김유정 등, 
2013). 반드시 학생들에게 가능한 실생활이 아니어도 학생들이 감정이입을 할 수 있
는 상황이면 흥미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과서에서 사용한 공원에서 악당과의 
대결이라는 이야기도 그러한 유연성이 발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흥미 유발에 대한 기대는 모델 교과서를 개발하는 가운데 실시된 현장 적용에서 
실제로 일부 확인되었다. 고등학교 수학사탐구형 모델 교과서에서 사용한 줄거리에 
대해 72%의 학생들이 4점 척도 중 ‘매우 흥미롭다’ 또는 ‘흥미롭다’라고 응답하였
다. 또, 흥미로웠던 수학 내용이나 스토리, 느낀 점을 묻는 개방형 질문에서는 수학
사에 대한 흥미, 수학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를 바탕으로 한 수업 내용 자체에 대한 
흥미, 스토리 자체에 대한 흥미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권오남 등, 2013: 235). 한
편, 고등학교 실생활연계형 모델 교과서에 사용된 스토리에 대해서도 82.8%의 학생
들이 4점 척도 중 ‘매우 흥미롭다’ 또는 ‘흥미롭다’를 답하였다. 또, 흥미로웠던 내
용이나 느낀 점에 대해서는 ‘실생활에서 흔히 보는 장소에 좌표를 대입하는 것처럼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흥미로움’, ‘실생활에 적용한 스토리가 거부감 없이 수학
내용을 학습 가능하게 해서 유연한 교육이 가능’, ‘두 점 사이 거리가 왜 직선거리 
일 때 최소가 되는지 수업 도중에 의문을 가질 수 있도록 내용을 유도한 것이 흥미
로움’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은 한 반 정도의 제한된 학
생들의 반응이고, 연구자들이 언급했듯이 이미 학습한 내용에 대해 스토리텔링 교과
서로 다시 수업한 결과로서 한계가 있으며, 또 개방형 질문에 대해서 ‘실생활과 가
깝지 않아 보이는 스토리’와 같은 부정적인 답변도 있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논의
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김유정 등, 2013: 192-193).
  한편 수학 교과에서의 스토리텔링은 그것이 주로 활용하는 만들어낸 이야기의 문
학적 성숙도에 따라 단순한 흥미를 넘어서는 정서적 의미의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고등학교용 의사결정형 모델 교과서에서 활용한 다문화 가정 학생의 이야
기는 그러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서적 의미는 수학이 아니라 다
문화 가정 학생의 역경 극복에 대한 이야기 자체에 대해 내러티브 사고 양식을 적
용하였을 때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서적 의미를 수학 교과의 학습에서 형성해
야 하는 것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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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의사소통의 통로 제공

  수학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이어서 사실들을 가치중립적으로 기술하는 데 있어 가
장 적합한 언어로 간주되어왔다. Burton(1996)은 수학이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패러
다임적 사고의 학문이라는 믿음이, 수학 교수학습은 교사가 불변의 진리인 수학적 
지식을 학생에게 전달하는 것이라는 교수 관행(transmission pedagogy)을 강화하
는 요인이 되어왔다고 지적하였다(p.31). Schiro(2004) 역시 통상적인 수학 교실에
서의 교사, 학생, 수학의 상호작용을, 객관적인 수학적 지식을 가진 교사가 그러한 
지식을 교과서로부터 학생에게 전수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수업에서 수학은 
학생과 교사의 외부에 있는 비인간적 지식이 되고, 교사는 비인간적 지식을 전달하
는 전달자로서 학생과 수학으로부터 단절된다. 
  이러한 상황은 수학 교수학습이 진위가 분명한 논리 수학적 사고와 문제해결 위
주로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된다. 교사가 수학 수업에서 사용하는 진위가 분명한 질
문에 대해 학생은 다양한 대답을 내놓기 어렵고 교사, 학생, 수학은 단절된 관계를 
형성하기 쉽다. Schiro(2004)는 이야기를 활용한 수학 교수학습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는 이야기를 도입한 초등학교 수학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 ‘학생
과 학생’, ‘학생과 수학’, ‘교사와 수학’ 사이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변화를 관
찰하였다. 
  우선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스토리텔링의 과정에서 간주관적 의미를 공유하게 되
며, 이것으로 인하여 통상적인 수업 관행에서의 ‘지식을 가진 자’로서의 교사와 ‘지
식을 가지지 못한 자’로의 학생 사이의 상하 혹은 우열관계는 수평적 관계로 변화할 
수 있다. 한편, 학생들은 이야기를 함께 듣는 협동집단의 한 일원으로서 통상적인 
수업을 같이 들을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교사의 이야기에 대해 연대적으로 반응한
다. 또, 객관적 의미뿐만 아니라 주관적 의미를 서로 공유하면서 이야기의 의미를 
함께 구성한다. 
  학생과 수학에 있어서는, 학생들은 통상적인 수학수업에서 연역적으로 문제를 해
결하고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패러다임적 사고의 소유자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야기
를 활용하는 수업에서 학생은 패러다임적 사고 양식뿐 아니라 내러티브 양식을 상
상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허용되고, 수업에서 이 두 사고 양식을 같이 사용함으로서 
학생들에게 더 나은 지적 자극을 주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야기를 활용하여 교
수학습 하는 수학은 학생들에게 논리적이면서도 상상력을 펼칠 수 있고, 형식적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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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개인적인 지식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닌다. 
  교사와 수학에 있어서는, 통상적인 수업에서의 교사는 자신 밖에 존재하는 객관적
인 진리를 의사소통하는 도구로 간주되어 자신의 수업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Schiro(2004)는 이야기는 수학을 교사 개인과 밀접하게 결합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수학 교사는 이야기를 통하여 교사 자신의 수학적 사고, 아이디어, 느낌 혹
은 정서를 투영하고, 객관적 의미와 주관적 의미를 혼합하여 표현하는 개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Schiro의 위와 같은 분석 결과는 수학 교실에서 이야기가 수학적 의사소통을 활
성화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야기를 통한 학생의 수학적 의사소통은 
이야기를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직접 이야기를 만드는 활동을 통해 더 활성화될 
수 있다. Balakrishnan은 무리수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유리수의 존재만을 믿었던 
피타고라스 학파와 직각이등변삼각형의 빗변과 밑변이 통약불가능하다는 것을 발견
한 Hippasos의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들려준 후, 그 내용을 극본으로 작성하고 연극
으로 발표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극본에서 무리수에 대한 틀린 지식도 발견되었지
만 직각이등변삼각형의 빗변을 ‘완전하지 않다’, ‘자연수가 아니다’와 같이 표현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수학적으로 엄밀한 표현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무리
수 개념에 대한 큰 아이디어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Balakrishnan, 2008). 
  이와 같이 수학 교수학습에서 교사가 수학을 포함한 이야기를 말함으로써, 그리고 
그것에 대해 학생들이 이야기를 만들게 함으로써 수학적 의사소통의 통로를 제공할 
수 있다. 

2. 수학 교과에서 이야기 활용의 제한점

  1절에서는 수학 교과에서 이야기 활용의 효과를 Alexander-Dewey 산술 교과서, 
MIC 교과서, 스토리텔링을 표방하는 사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흥미 유
발에 있어서 스토리텔링을 표방하는 사례들은 Alexander-Dewey 산술 교과서나 
MIC 교과서에 비해 이야기의 여러 가지 흥미 요소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함을 알 
수 있었다. 여기에서는 수학 교과에서 이야기 활용의 제한점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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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추상적 대상 도입의 어려움

  Alexander-Dewey 산술 교과서와 같이 다루는 교과 내용이 초등적일 때에는 실
생활 맥락을 활용하는 이야기가 그 구성 동기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 한편 MIC 
교과서는 중학교 수준의 보다 추상적인 대상과 그 대상들 사이의 성질을 다룬다. 하
지만 MIC 교과서는 수학적인 관계에 따라 도입되는 추상적인 대상을 다룰 때 굳이 
이야기를 도입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삼각형을 넘어서’라는 권의 ‘네 번째 이야기 
– 변과 각’에서는 1번부터 11번까지의 활동 또는 질문이 제시되는데, 이 중 1번과, 
2번, 5번에서만 이야기가 활용되고 나머지에서는 보통의 기하 교재에서 볼 수 있는 
삼각형 그림과 그에 대한 활동 및 질문이 제시된다. 구체적으로 1번 이야기에서 세 
지점 사이의 거리 중 가장 긴 거리를 직접 거리를 재어 보지 않고 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2번에서 이야기 속 등장인물의 답변을 보여 준 후, 3번과 4번에서는 삼각
형을 탐구하고 5번에서 등장인물이 어떻게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를 생각하도록 한
다. 이것은 삼각형에서 더 큰 내각에 대응하는 대변이 더 길다는 수학적 사실을 독
자가 직접 구성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후 6번에서 10번에 걸쳐서는 이 
수학적 사실과 관련된 이등변삼각형과 정삼각형의 성질이 실생활 맥락의 이야기 없
이 서술된다. 
  장혜원(2013)은 학교수학에서 스토리텔링 방식이 효과적으로 적용되려면 지도하고
자 하는 수학적 개념이 자연스럽게 포함되는 진짜 이야기를 만들어야 함을 강조하
였다. 또, 모든 수학이 이야기에 적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학적 개념에 어울리
는 이야기가 없다면 억지 이야기에 끼워 맞추는 것보다 스토리 없는 수학이 더 좋
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의견은 MIC 교과서가 수학적인 관계에 따라 추상
적인 대상을 도입할 때 굳이 이야기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그런데 스토리텔링을 표방하는 사례들 중에는 수학적 관계에 따른 추상적인 대상
의 도입에까지 만들어낸 이야기를 활용함으로써 어색함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예
를 들어, 초등 1~2학년군 수학 ④의 ‘규칙 찾기’ 단원에서는 승호가 규칙 마을에 들
어가기 위해서 마법 상자에서 꺼낸 종이에 적혀 있는 ‘규칙을 찾아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시오’라는 문제를 풀어 덧셈구구표를 완성해야 하는 상황이 제시된다. 
이 이야기는 규칙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규칙을 찾아야 한다는 동기를 제공하는 
듯 보이지만 앞서 보았던 도깨비나 동물원 이야기에 비해 그 동기와 경험의 제공이 
인위적이다. 그것은 마법 상자라는 소재를 동원하여 규칙성뿐 아니라 수학의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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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이라도 또는 수학이 아닌 다른 교과의 어떤 활동이라도 할 수 있는 문맥을 제
공하기 때문이다. 즉, 다른 활동이 아닌 덧셈구구표를 완성하는 수학 활동이 왜 승
호가 규칙 마을에 들어가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지가 이야기 문맥에서 드러
나지 않아 자연스럽지 않다.
  규칙 찾기와 관련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1~2학년군의 성취 기준에서
는 ‘물체, 무늬, 수의 배열에서 규칙을 찾고, 규칙에 따라 물체, 무늬, 수를 배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규칙 찾기 내용이 처음 등장하는 수학 ② 교과서에서는 일차
원이나 이차원으로 나열된 수들의 규칙을 찾는 활동을 하였다. 위 이야기는 이러한 
활동의 연장선에서 덧셈 연산의 결과 나열된 수의 배열에서 규칙을 찾는 활동을 도
입하기 위한 것이다. 단순히 나열된 수의 배열에서 규칙 찾기는 달력과 같은 소재를 
이용하여 이야기를 활용할 수 있겠지만, ‘연산의 결과로 얻어지는 덧셈구구표에서 
규칙 찾기’라는 교과 내용에는 적절한 이야기 문맥을 도입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
다. 이 교과 내용은 이후 교육과정에서 규칙과 대응, 비와 비례식, 정비례와 반비례
를 거쳐 함수와 연결되는 것으로서 실생활의 경험 가능성 보다는 함수를 염두에 두
고 연산에 의한 수의 배열에서 규칙성을 찾는 연습을 하기 위한 것, 즉 수학적 관계 
속에서 선정된 것이다. 이와 같이 수학의 교과 내용 중에는 단순히 경험에서 추상되
기 보다는 개념들 사이의 수학적 관계 속에서 도입되는 것이 존재하고, 이런 경우에 
이야기는 수학 개념과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낳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은 학습하여야 할 수학 개념들이 더 추상적이고 그 개념들 사이의 수
학적 관계가 더 긴밀한 상위 학년에서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중
‧고등학교용으로 개발된 모델 교과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 수학 교과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하급학교에 비하여 더 추상적이고 긴밀
한 논리 수학적 관계를 갖지만 다루는 내용에 따라서는 이야기를 활용하여 수학적 
지식의 구성을 위한 동기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형의 방정식’ 단
원을 실생활연계형으로 개발한 모델 교과서의 1차시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활용된다. 선생님과 ‘아벨’, ‘갈루아’라는 두 명의 학생이 지하철 5호선 올림픽공원
역으로 체험학습을 갔는데 악당 ‘엑스맨’으로부터 ‘평화의 문’에 시한폭탄을 설치해 
놓았다는 협박 전화를 받는다. 아벨과 갈루아는 서둘러 평화의 문으로 먼저 출발하
고, 선생님은 학생들이 떠난 후에 출발하지만 공원을 가로질러 간 덕분에 학생들보
다 먼저 도착하여 시한폭탄을 해체할 수 있었다(박규홍 등, 2012: 43). 학생들보다 
늦게 출발했지만 먼저 도착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왜 그런 일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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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를 탐구하도록 하는 동기를 낳고, 이것은 좌표평면에서 직사각형 모양의 공원의 
이웃한 두 변의 거리 및 그 합과 대각선의 거리를 좌표를 사용하여 계산하는 수학
적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델 교과서에서도 추상적인 대상들 사이의 수학적 관계를 도입할 때 
이야기를 활용함으로써 어색함이 발생하는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이 모델 교과서의 
5차시에서 악당 엑스맨은 선생님의 반려견 ‘파이’를 납치한 후에 파이를 찾고 싶으
면 합동인 두 직각삼각형이 특정한 방식13)으로 놓여 있을 때 두 빗변의 기울기의 
곱을 구하는 문제를 해결하라는 지시를 내린다. 이 이야기에서 악당은, 마법 상자 
속에서 덧셈구구표를 채우라는 문제가 나온 상황처럼, 수학의 어떤 문제라도 또는 
수학이 아닌 다른 교과의 어떤 문제라도 해결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즉, 이야기에
서 반려견을 구하기 위해서 왜 다른 활동이 아닌 두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기울기의 
곱을 구해야하는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수학 개념의 구성을 위한 자연
스러운 동기나 경험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로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가 –1이라는 교과 내용은 추상화된 대상을 다루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전개될 교과 내용과의 긴밀한 수학적 관계를 염두에 두고 
‘도형의 방정식’ 단원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치화되기 이전의 직선의 기울
어진 정도는 실생활 경험과 가깝지만, 수치화된 직선의 기울기는 좌표평면을 도입하
고 거기에 y의 변화량에 대한 x의 변화량의 비율을 대응시킴으로써 추상화된, 그래
서 실생활과는 거리가 있는 개념이다. 한편,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1이
라는 것은 그 두 직선의 방향벡터의 내적이 0이라는 것과 동치이다. 이것은 법선벡
터가 주어진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는데 사용되어 직선을 평면으로 확장할 수 있게 
한다. 또, 기울기 벡터가 등위면과 수직이라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곡면을 평면으로 
근사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위 교과 내용은 실생활의 경험 가능성 
보다는 앞으로 전개될 수학 개념들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추상적 대상의 성질을 
다루기 위해 선정된 것으로서 적절한 이야기 문맥을 도입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
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수학 교과에서 이야기는 추상적 대상으로부터의 구
성이나 그 수학적 관계에 따른 성질의 구성에서는 자연스러운 동기를 제공하는 것
이 어렵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13) 이때 특정한 방식은 두 빗변이 서로 수직으로 놓인 상황이다. 구체적인 모습은 Ⅴ장 1.1
절의 [예. 엑스맨의 ‘파이’ 납치]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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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학 외적 흥미에서 내적 흥미로의 전이의 어려움

  1.2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Alexander-Dewey 산술 교과서와 MIC 교과서는 학생
들에게 친근한 소재를 사용하여 흥미를 줄 수 있지만 그 외의 이야기의 흥미 요소
를 충분히 활용하지는 않는다. 반면 스토리텔링을 표방하는 사례들은 여러 가지 흥
미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야기 자체를 흥미롭게 제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본 소절에서는 수학 교수학습에서 이야기 자체의 흥미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 발
생하는 제한점에 대해 스토리텔링을 표방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이야기가 제공하는 수학적 지식의 구성 동기가 추상적 대상의 도입에 있어서 난
점을 갖기 때문에 이야기가 유발하는 흥미도 그와 관련된 문제점을 갖는다. 수학사
탐구형 모델 교과서 개발 연구자들은 스토리텔링이 학생들이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
면서 수학 학습에도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수학 개념 밖에서 수학 개념 사이를 이
어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현실 맥락의 이야기가 구체적 대상으로
부터 수학적 지식이 구성되는 동기를 제공하고 이것이 또한 흥미를 유발할 때 이야
기의 활용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마법 상자에서 풀어야 할 수
학 문제가 나오거나 악당이 해결해야 할 수학 문제를 지시하는 이야기처럼 수학적 
지식이 구성되는 동기가 자연스럽지 않을 때에도, 마법 상자나 악당이라는 소재를 
포함하는 이야기가 학생들의 감정적 흥미를 자극하는 것은 수학 교과에서 이야기를 
활용할 때 발생하는 난점이다. 그러한 흥미는 수학적 대상이나 수학적 지식의 구성 
과정 자체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수학적 지식을 제공하기 위한 장치로서의 수학 
바깥 이야기에 대한 흥미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추상적 대상으로부터 그것의 수
학적 관계에 따른 성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자연스러운 구성의 문맥을 
제공하지 못하고, 때문에 수학 개념 밖에 대한 흥미가 수학 개념 안으로 전이되기 
어렵다. 그보다는 수학 개념 바깥 이야기에 대한 흥미에 의존하여 수학 개념을 끼어
서 제공하는 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스토리텔링 교과서 개발 연구자들은 수학을 교수하기 위한 수학 바깥 이야기가 
흥미롭도록 하기 위해 전문 작가의 도움을 받아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다. 실생활
연계형에서는 “재미를 더하기 위해 스토리의 구성 요소의 극적 요소를 고려하여 엑
스맨이라는 악당과 그가 시한폭탄을 설치하거나 강아지를 납치한다는 설정을 하였

(박규홍 등, 2012: 48-49)”고, 수학사탐구형에서도 수학사에서  과 그것의 연
산의 등장 자체가 놀라움의 문맥에서 흥미로울 수 있지만(이기돈, 최영기, 2013)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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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현실세계로 Bombelli를 소환한다는 판타지적 요소를 도입하여 이야기를 서술
하였다. 또, 의사결정형에서는 친구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하는 다문화 가정 여학생
의 역경 극복을 소재로 하여 문학적이고 사회 시사적인 장치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설정들은 흥미와 의미를 주는 내러티브의 조건이 고려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
만 이때의 흥미와 의미는 스토리텔링이 활용하는 수학 바깥 이야기에 대한 것이지 
수학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제한점은 Balakrishnan이 활용한 이야기에서도 드러난다. 1.1절에서 현실 
맥락으로부터 수학적 지식의 구성 동기를 제공하는 이야기의 사례로 제시한 ‘해골 
섬 이야기’의 도입부는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이야기1. 해골 섬 이야기의 도입]
내가 저주받은 그 지도를 처음 본 것은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이었다. 카운터의 여자는 
내가 이 이상한 가게에 들어온 순간부터 나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가 발에 걸
려 넘어지면서 내 손을 잡았을 때 나는 그 지도를 주워 살펴보았다. “당신이 지도의 
주인입니다.” 그녀가 굵은 자메이카 억양으로 말했다. . ..
(Balakrishnan, 2008)

  이 이야기는 ‘저주받은 지도’, ‘이상한 가게’ 등의 특별한 소재를 동원하여 감정적 
흥미를 자극한다. 또, 카운터의 여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나’를 계속 쳐다보거나 
‘나’를 지도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통념에서 벗어나는 사건으로서 긴장감을 유
발한다. Balakrishnan(2008)에 의하면 이러한 이야기의 구성은 학생의 상상력을 활
용해 수학 학습을 지원하고자 하는 의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야기1. 
해골 섬 이야기의 도입]에서 발생하는 학생의 상상은 카운터의 여자가 ‘나’를 쳐다
본 이유라던가 ‘나’를 지도의 주인이라고 말한 이유 등에 관한 것으로서 수학 내용
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처럼 스토리텔링이 일차적으로 자극하는 흥미나 상상은 수학 개념 바깥에 존재
하는 이야기에 관한 것임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수학 개념 밖에서 안으로 흥미나 상
상이 전이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발생한다. 공원을 가로질러 간 덕분에 학
생들보다 먼저 도착하였다는 이야기나 그리스 신화에서 Dido 공주가 땅을 원형으로 
둘러쌓음으로써 효율적으로 땅을 분양 받았다는 이야기와 같이 이야기 자체가 수학 
개념과 뒤얽혔을 때에는 그러한 전이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학 개념과 
뒤얽히지 못한 이야기가 그러한 효과를 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해골 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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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직선의 방정식을 그래프로 그리는 알고리즘의 연습 동기를 제공할 수 있을 정도
로 수학과 뒤얽혀 있는 이야기이지만, 그 이야기를 아무리 흥미롭게 하여도 직선의 
방정식과 그래프 사이의 개념적 관계에 대한 지적 흥미를 자극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야기의 이해에 필요한 상상과 수학적 사고에 필요한 상상은 분명히 동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학 교수학습에서 이야기를 활용하자는 논의들은 
수학 바깥에서 안쪽으로의 흥미나 상상의 전이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설명을 내
놓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Dewey(1987b)는 많은 경우 교사는 학습 자료에 유혹적인 면을 가미하여 학생의 
노력을 짜내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면서 이러한 시도를 ‘어르는(soft14))’ 교육 또는 
‘허기 채우는(soup-kitchen15))’ 교육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또, 이러한 교육은 학
습자가 습득해야 할 기술이나 학습해야 할 자료가 그 자체로서는 흥밋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p.199). 수학 개념 밖과 
안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지 못하는 이야기의 활용도 Dewey의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
렵다고 생각된다.
  Dewey(1987b)는 민주주의 사회를 염두에 두고 자발적이고 끊임없는 경험의 재구
성을 지원하는 교육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자발적인 성향과 관심은 오직 교육에 의
해서만 길러질 수 있다(p.137)”고 보고 학습 대상 자체에 대한 흥미를 통한 자발적
이고 능동적인 학습을 중시하였다. 이를 수학교육에 적용하면 수학 개념 바깥의 이
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교수하고자 하는 수학 개념 자체의 흥미로움을 부각시켜 학
습 동기를 유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수학 외적인 흥미가 아니라 수학 내적 흥미
의 유발이 요청되는 것이다. 
  스토리텔링 교과서 개발 연구자들도 이를 간과하고 있지는 않다. 실생활연계형 모
델 교과서 개발 연구자들은 이야기에 악당과 같은 재미 요소를 가미하면서도 “스토
리의 재미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이런 요소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아벨과 갈루아
가 수학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이 학생들의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이라
고 간주하였다(박규홍 등, 2012: 49)”고 의도를 밝히고 있다. 이것은 스토리의 재미 
요소는 실생활에서 수학적 지식을 구성하고 적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보조적
인 수단이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발생하는 이야기 활용의 제한점은 중등 
수학의 많은 내용들은 실생활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하기 어려운 추상적 대상들의 수

14) soft: 엄격・단호하지 못하고 관대한
15) soup-kitchen: 무료 급식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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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관계에 따른 성질을 구성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야기가 제공하는 실생활 맥락
은 그 추상적인 대상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흥미를 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제한점은 실생활 또는 판타지 문맥에 의존하는 이야기와 수학적 관계 속
에서 추상적인 대상의 성질을 다루어야 하는 수학이 서로 이질적이기 때문에 필연
적으로 발생하는 괴리 현상이다. 실제로 실생활연계형 모델 교과서 개발 연구자들은 
“스토리를 활용한 탐구 활동의 비중과 개념을 설명하는 학습 활동의 비중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할지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김유정 등, 2013: 194)”고 하였
는데, 이것은 이야기와 수학 개념의 이질성에 기인한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이 교과서로 수업을 받은 학생들 중에는 스토리텔링이 제공하는 이야기가 ‘문학성이 
부족한 억지로 끼워 맞춘 듯 한 스토리(김유정 등, 2013: 192)’라는 반응도 있었는
데, 이것은 추상적 대상을 도입하기 위해 이야기를 활용할 때 수학 외적인 흥미가 
내적 흥미로 전이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2.3. 인지적 부담과 메타인지 이동

  1.2절에서 살펴 본 것처럼 Alexander-Dewey 산술 교과서와 MIC 교과서는 친근
한 소재를 사용하는 것 외에 이야기에 특별한 흥미 요소를 추가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 스토리텔링에서 주로 활용하는 만들어낸 이야기는 감정적 흥미 요소를 비롯한 
여러 가지 흥미 요소가 추가된다. 이러한 요소들은 이야기를 흥미롭게 하는 긍정적
인 작용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교사와 학생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해
골 섬 이야기’가 교과 내용과 관련하여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도에 두 개의 직
선의 방정식이 표현되어 있고 두 직선의 교점에 보물이 있다는 점이다. 이것을 말하
기 위해 [이야기1. 해골 섬 이야기의 도입]과 같이 여러 가지 흥미 요소를 고려하여 
이야기를 구성하는 것은 수학 내용을 가르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하는 교사
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수학적 사고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는 
이야기는 교사뿐 아니라 학생에게도 인지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김연미(2013)
는 Schiro가 제시한 다음의 [이야기2]가 그 밑에 제시된 [간결한 문장제 문제]에 비
해 학생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한다는 것에 의문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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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2. 가능한 옷의 조합의 수]
영수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마음이 급했다. 왜냐하면 오늘은 학예회 날이어서 아침
에 최종 준비를 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옷장을 열어보니 블라우스가 흰색, 노랑
색, 빨강색, 보라색으로 네 장, 바지가 검정색, 파랑색, 회색으로 네 벌이 있었다. 흰
색 블라우스와 검정색 바지를 입을까? 아니면 다른 조합을 해 볼까? 영수가 오늘 아
침에 입을 수 있는 가능한 옷의 조합은 모두 몇 가지인가?
(Schiro, 2004, 김연미, 2013에서 재인용)

[간결한 문장제 문제]
영수는 블라우스가 흰색, 노랑색, 빨강색, 보라색으로 네 장, 바지가 검정색, 파랑색, 
회색으로 세 벌이 있었다. 이 옷들을 몇 가지 다른 방법으로 입을 수 있는가?
(Schiro, 2004, 김연미, 2013에서 재인용)

  [이야기2]는 등교, 학예회, 옷 등 학생들에게 친숙한 소재로 감정적 흥미를 유발하
고, 마음이 급했다는 점을 먼저 서술하고 그 이유를 나중에 서술하여 긴장감의 유발
과 해소를 구현하는 등 흥미와 의미를 주는 내러티브의 조건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
나 그러한 사건들은 정작 이야기가 끝나는 지점의 질문과 자연스러운 인과적 관계
를 맺지 않는다. 실제 상항에서 학예회 때 입을 옷을 고르기 위해 이 옷 저 옷을 입
어볼 수는 있지만 가능한 옷의 조합을 생각해보지는 않기 때문이다. 결국 이야기는 
통일된 이해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시시한 것이 되어 버린다. 이와 같은 이야기
는 수학적 사고를 자연스럽게 유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에게 인지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수학적 사고로의 자연스러운 연결과 관계없이 수학 교수학습에서 이야기는 
그 자체로 학생에게 인지적 부담이 될 수 있다. 내러티브 사고 양식을 동원하여 이
야기를 이해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전 지식으로부터 텍스트에 명시되지 않은 의미
를 추출해야 하고 따라서 훨씬 많은 정신적 작업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또, 먼저 이
야기를 이해한 후에는 그 이야기로부터 수학적 내용을 뽑아내야 하는 이중의 인지
적 작업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김연미, 2013). 
  이와 관련하여 고등학교 실생활연계형 모델 교과서 연구자들은 이야기의 비중과 
수학의 비중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음이 주목된다. 결과적으로 이야기의 비중
을 크게 줄였지만 여전히 단원을 시작하는 2~3쪽에는 수학적 사실과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의 인물, 배경, 사건 등을 설명하는데 할애하였다(김유정 등, 2013: 19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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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추가적인 노력이 학생에게는 오히려 불필요한 인지적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
  스토리텔링의 이야기는 특히 작업기억 용량이 낮은 학생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되
어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Sanchez & Wiley의 실험에 의하면 작업기억 용량이 
높은 그룹은 정보를 어떻게 포장하더라도 잘 이해하지만, 작업기억 용량이 낮은 그
룹은 개념적인 삽화나 유혹적인 삽화가 많은 문서보다 오히려 삽화가 없는 문서의 
정보를 더 잘 파악하였다. 이것은 다양한 흥미 요소가 포함된 이야기를 활용하면 작
업기억의 용량이 낮은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더 큰 인지적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김연미, 2013). 실제로 스토리텔링의 효과를 확인하려는 연구에서는 
만들어낸 이야기의 여러 가지 장식적 요소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학생을 관찰할 
수 있다(이지현, 이기돈, 이규희, 김건욱, 최영기, 2012: 307). 
  이야기의 활용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학생의 이야기 만들기 활동에 대해서도 비
슷하게 적용된다. Balakrishnan은 수학 수업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한편, 
보물지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만들고, 보물 지도를 그리고, Hippasos에 관한 극본을 
쓰고 연극을 하는 등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을 유도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수학
적 개념이 구성되고 연습될 수 있겠지만, 학생들은 수학 내용 자체와는 관계없는 수
학 바깥의 이야기를 만드는 것에 인지적 부담을 느낄 수 있다.
  한편 이야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수학적 지식의 구성에 주목하지 못하고 이야기 
자체에 주목하는 메타인지 이동도 충분히 예상되는 이야기 활용의 난점이다. 특히 
Balakrishnan의 스토리텔링처럼 이야기와 이야기 만들기에 다양한 흥미 요소가 가
미된 경우는 메타인지 이동에 더 크게 노출된다. 예를 들어, 팝콘 상자를 효율적으
로 디자인 하는 수업에서 유명한 패스트푸드 업체가 학생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한 학생이 “왜 그렇게 큰 회사가 보잘 것 없는 고등학생들
에게 새 팝콘 상자를 디자인해 줄 것을 부탁하겠어요?(Balakrishnan, 2008: 282)”
라고 말하였다. 메타인지 이동은 만들어낸 이야기가 수학적 지식에 그것과 관련 없
는 다른 요소들을 첨가하여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태생적으로 발생하는 이야기 활용
의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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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수학 내러티브와 수학적 사실들에 대한 의미의 구성

  Ⅲ장에서는 수학 교과에서 이야기 활용의 효과와 제한점을 살펴보았다. 특히 이야
기 활용의 제한점은 추상적인 대상과 그것들 사이의 수학적 관계를 다루는 수학 교
과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그러한 특성 속에서도 내러티브 사고 양식의 교
육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접근으
로서 수학 내러티브의 활용을 제시한다. 수학 내러티브는 수학 교과에서 이야기 외
에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내러티브로서, Ⅱ장에서 “저자 또는 화자가 경험한 
수학적 사실들의 스토리 형식을 갖춘 재현”이라는 의미로 도입한 바 있다. 본 장에
서는 수학 내러티브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수학 내러티브의 흥미 요
소가 학생들이 수학적 사실들에 대해 내러티브 사고 양식을 적용하도록 돕거나 자
극함으로써 인지적 의미와 정서적 의미를 형성시킬 수 있음을 논의한다. 

1. 수학 내러티브에 의한 수학적 지식의 조직화

  본 절에서는 수학 내러티브의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Ⅱ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수학 및 수학 텍스트의 내러티브적 성격을 살펴보고, 수학 텍스트의 내러티브적 서
술에 의한 수학적 지식의 조직화에 대해 논의한다.

1.1. 수학과 내러티브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들

  서사적 방향 전환에 발맞추어 수학교육의 분야에서도 수학과 내러티브의 관련성
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Western Ontario 대학의 교육학과에서 2003년 6
월 13일부터 15일까지 ‘이야기로서의 수학(mathematics as story)’이라는 주제로 
열린 심포지움(이하 ‘Ontario 심포지움’)이나 그리스의 ‘THALES+FRIENDS’라는 모
임이 2005년 7월 12일부터 15일까지 ‘수학과 내러티브’라는 주제로 주최한 
‘Mykonos 컨퍼런스’, 그리고 역시 THALES+FRIENDS가 2007년 7월 20일부터 7
월 23일까지 주체한 ‘Delphi 컨퍼런스16)’가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16) Delphi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이 컨퍼런스에 제출된 논문을 기초로 하여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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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tario 심포지움에서는 인간의 인지가 내러티브를 기반으로 한다는 인식을 공유
하는 수학교육자, 수학자, 예술가, 문학이론가, 인류학자, 컴퓨터 과학자들이 모여 
수학적 경험의 본질과 무엇이 좋은 수학 내러티브를 만드는지를 탐구하였다. 또 미
적인 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그것이 수학 내러티브를 진작시킬 수 있는지
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 심포지움에서 관심을 갖는 내러티브는 수학을 하고 배우
고 가르침으로써 얻게 되는 경험으로서의 내러티브였다. 그리고 더 좋은 수학 경험
을 제공하기 위한 온라인 쌍방향 어플릿의 설계 원리를 이야기 구성의 원리로부터 
배우고자 하였다.17) 이 심포지움은 교과서나 교사에 의한 수학적 사실들의 재현보다
는 학생 개인의 수학적 경험의 재현으로서의 수학 내러티브에 대한 논의로서, 학생
이 더 의미 있는 수학 내러티브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공학적 도구의 설계에 관
심이 있었다.
  한편 Mykonos 컨퍼런스를 주최한 THALES+FRIENDS는 철학, 수학, 천문학, 음
악 등 여러 분야에 관심이 있었던 Thales를 이어받아 수학과 다른 분야와의 연관성
을 찾고 수학교육이나 수학 대중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로서, 작가와 수
학자 등으로 구성된 자율적인 모임이다. 이들은 대중이 수학은 싫어하지만 소설, 영
화, 텔레비전 시리즈 등에서 수학에 대한 내러티브를 좋아하는 현상을 보고, 수학과 
내러티브의 밀접한 관련이 수학에 등을 돌린 대중의 관심을 가져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Mykonos 컨퍼런스를 주최하였다(Senechal, 2006: 24). My
konos 컨퍼런스에는 소설 ‘골드바흐의 추측’의 저자인 Apostolos Doxiadis와 저명
한 수학자 Barry Mazur를 비롯하여 문학, 역사, 수학,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
동하는 사람들이 참석하였다.18)

  Mykonos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내용은 네 가지 주제로 정리할 수 있다
(Senechal, 2006: 27-30). 우선 수학의 이야기와 수학자에 대한 이야기가 가능하
다19)는 논의들이 있었다. Mazur(2005)에 따르면 수학에는 타원곡선에 유리수점이 

에 출판된 《Circles Disturbed》을 통해서 알 수 있다(http://thalesandfriends.org/delphi-
conference/).
17) http://publish.edu.uwo.ca/george.gadanidis/story.htm
18) http://thalesandfriends.org/mykonos-conference/bios-and-abstracts
19) Ⅱ장 4절에서 ‘이야기’는 ‘만들어낸 이야기 또는 다른 사람이 겪은 이야기’에 한정하여 사
용하기로 하였다. 또, 수학교과에서 ‘이야기’와 ‘수학 내러티브’를 구분하였다. 그런 구분에 의
하면 여기서 말하는 ‘수학의 이야기’는 ‘이야기’가 아니라 ‘수학 내러티브’이다. 그리고 ‘수학
자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사람이 겪은 이야기로서 ‘이야기’에 해당한다. ‘수학의 이야기’는 
Senechal이 사용한 용어를 옮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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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확률이 2/3인가 아니면 1/2인가와 같이 데이터와 이론의 갈등이 빚어내는 순
수 수학 이야기가 존재한다(pp.10-12). 한편으로 수학을 만들어낸 수학자들의 이야
기도 가능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는 수학 이야기를 포함하기 마련이다. 이때 추구해야 
하는 것이 수학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수학자들의 이야기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
요가 있다. 특히 순수 수학 내러티브는 오직 전문가들을 위한 것이고 그것을 감상하
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배경 또는 더 일반적으로 수학적 섬세함이 반드시 필요한 것
인가 하는 점이 논의되었다. 이에 대해 몇몇 참석자들은 대중은 수학의 아이디어가 
자신들로부터 요원한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추상의 드라마에 참여하도록 할 수 없
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지적과 관련하여 Zazkis & Liljedahl(2009)이나 
Balakrishnan(2008: 45)의 주장과 같이 수학적 대상을 의인화하는 것이 일종의 대
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Mazur(2008)의 《허수》라는 책과 같이 수학의 추상
적 대상을 의인화하지 않고 그것들이 이루는 드라마를 통해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
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진 바 있다(Senechal, 2006: 27). 
  두 번째로 수학이나 수학자에 대한 내러티브 예술 작품이 엄연한 사실을 왜곡하
는 경우 이것이 허락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예를 들어, 
Ramanujan과 Hardy의 이야기를 다룬 연극 『partition』은 Ramanujan이 죽기 전
에 Fermat의 마지막 정리를 푸는 대략적인 방법을 Hardy에게 전한 것처럼 설정함
으로써 관객을 오도하였다.
  세 번째 주제는 수학과 내러티브가 비슷한 구조를 갖는다는 Doxiadis의 주장에 
관한 것이었다. Doxiadis는 증명의 구성요소를 논리적인 수준의 보증(guarantee)과 
‘무엇이 진짜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더 높은 설명(explanation)으로 구분하
고, 이야기도 작은 이야기들이 모여 더 큰 이야기가 흘러간다는 점에서 증명과 구조
적인 공통점을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네 번째 주제는 스토리와 플롯에 관한 것이었다. Mykonos 컨퍼런스에 참석한 역
사학자들에 의하면 수학사는 기호, 분류 체계, 민감성 등의 변화에 따라 스토리를 
계속해서 다시 말함으로써 새로운 플롯을 구성해 온 역사였고 이것이 의미와 의도
의 변화를 가져왔다. Doxiadis도 수학적 아이디어의 발전이 스토리와 플롯이 연속
적으로 이어지면서 이루어짐을 수학사에서 발견할 수 있고, 이것이 수학과 내러티브
의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수학의 스토리에 대
해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Mykonos 컨퍼런스는 플롯이지만, 후에 이 컨퍼런스를 
THALES+FRIENDS의 홈페이지에 소개하게 된다면 컨퍼런스는 스토리가 되고 홈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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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의 글은 플롯이 된다는 것이다. 
  Mykonos 컨퍼런스에서 두 번째를 제외한 나머지 주제들은 수학 내러티브의 존재
와 대중적 가치, 증명과 내러티브의 구조적 공통점, 플롯으로서의 수학 내러티브 등
으로서, 이 심포지움은 수학적 경험의 재현보다는 스토리 형식을 갖춘 수학적 사실
들의 재현으로서의 수학 내러티브에 대한 논의였다. 즉, 추상적인 수학적 대상들이 
만드는 드라마의 존재와 그 가치에 대한 논의였던 것이다.
  그러나 스토리 형식을 갖춘 수학적 사실들의 재현으로서의 수학 내러티브도 결국 
교과서의 저자나 수업에서의 교사와 같은 화자가 자신이 경험한 수학적 사실들을 
글이나 말을 통해서 발화한 것이기 때문에, 수학적 경험의 재현과 분명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또, 화자가 자신의 수학적 경험을 재현할 때 따라오는 평가 및 의미의 
부여는 그 재현되는 수학적 사실들에 처음, 중간, 끝의 스토리 형식을 갖추도록 하
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점에서 스토리 형식을 갖춘 수학적 사실들의 재현과 수
학적 경험의 재현은 서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수학 내러티브의 두 가지 측면이라
고 할 수 있다. 이때 화자가 수학적 사실들에 얼마만큼 스토리 형식을 갖추어 말하
는지, 그리고 수학적 경험을 이루는 수학적 사실들에 대한 평가를 얼마만큼 표현하
는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객관적이고 수리 논리적인 설명을 요구
받는 일반적인 교과서에서는 수학적 사실들에 대한 평가가 되도록 생략되지만, 수학
의 매력을 전달하고자 하는 열정적인 교사의 수업에서는 수학적 사실들과 함께 그
것에 대한 교사의 평가가 함께 표현되기도 한다(이경화, 2002). 

1.2. 수학 및 수학 텍스트의 내러티브적 성격과 수학 내러티브

  Ⅱ장에서 저자 또는 화자가 경험한 수학적 사실들의 스토리 형식을 갖춘 재현을 
수학 내러티브로 지칭하였다. 이것은 수학이 내러티브적 성격을 갖는다는 가정에 기
반 한 것이다. 그런데 수학적 지식은 저자의 저술이나 화자의 발화를 통해서 수학 
텍스트의 형태로 구체화되기 때문에 수학의 내러티브적 성격은 실제로는 수학 텍스
트를 통해서 파악될 수 있다. 이 소절에서는 수학 또는 수학 텍스트의 내러티브적 
성격을 수학적 대상의 구성, 수학적 사실들의 재현 또는 인지, 수학적 의사소통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수학적 사실들을 이루는 수학적 대상은 문학적인 내러티브의 등장인물과는 달리 인
격이나 성격을 갖지 않지만 인식론적 차원에서는 유사한 점이 존재한다. Margo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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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은 수학과 내러티브를 모두 상징적 담화(symbolic discourse)로 보고 수, 점, 
집합, 함수, 등장인물 등 수학과 문학의 요소들이 어떤 종류의 대상인지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Margolin(2012)에 따르면 허수나 점과 같은 수학적 대상은 유니콘이나 슈퍼맨처
럼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학의 등장인물과 유사하다. 특히 문학 이론
에서 등장인물의 존재성에 대한 논의는 수학적 대상의 존재성에 대한 논의와 맥을 
같이한다. 문학 이론에서는 등장인물의 존재성에 대해 여러 견해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플라톤의 이데아와 같은 영원한 곳에 존재한다는 견해, 저자의 상상에 의해 생
성되고 기록된 것으로 텍스트를 읽을 때 독자에게도 불러일으켜진다는 견해, 어떤 
특별한 시공간에서 구성된 인공물로서 사람들 사이의 문화 공간에 존재한다는 견해, 
대상은 존재하지 않고 등장인물을 포함하는 문장만이 존재한다는 견해 등이 존재한
다(p.493-495). 이러한 견해들은 수학 철학에서 수학적 대상의 존재성을 바라보는 
실념론, 개념론, 유명론 등의 견해와 유사하다. 
  문학이 상상 속이 아닌 현실에 존재하는 인물을 등장인물로 삼을 때에도 등장인
물이 현실의 그 인물을 정확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가 여전히 
가능하다. 그뿐 아니라 수학적 대상은 현실의 대상으로부터 추상된 것으로서 현상을 
참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학에서의 대상과 더 높은 유사성을 갖는다
(Teissier, 2012: 239-242). 
  한편 수학적 대상이 우리가 생활하는 시공간의 현상으로부터 구성된다는 점에서도 
내러티브적 성격을 찾을 수 있다. Teissier(2012)는 무의식의 영역에서 원시적인 대
상들과 인간의 충동의 연합이 발생하고 의식의 영역에서 이것을 반성함으로써 수학
적 대상이 구성된다는 설명을 제안하였다. 그는 자신의 제안을 원시적인 대상들에 대
한 인간 충동의 작용이 어떻게 수직선 개념을 형성시킬 수 있는지를 통해 예시하였다.
  Teissier(2012)에 따르면 우리가 일정한 방향과 속도로 보행할 때 귀 속의 전정기
관이 그 운동의 가속 상황을 매우 정교하게 측정함을 신경생리학의 연구로부터 알 
수 있다. 그는 이러한 감각 상태를 ‘전정 직선(vestibular line)’이라고 지칭하였는
데, 이러한 상태에서 시각에 의존하지 않고 이동한 거리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은 시계를 사용하거나 스텝을 세는 것이다. 또, 직선의 시각적 검출은 뉴런들의 연
합체의 어떤 특별한 자극의 상태에 대응하는데, 이런 상태를 ‘시각 직선(visual 
line)’이라고 지칭하였다. Teissier는 인식 시스템의 진화가 전정 직선과 시각 직선 
사이의 동형사상(isomorphism)을 낳았을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래서 우리는 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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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과 시각 직선 중 어느 하나의 구조를 다른 것의 구조로 대응시킬 수 있다는 것
이다. 이로써 기하적인 직선을 따라 걷는 것을 상상할 수 있고, 시간을 기하적인 직
선으로 묘사할 수 있으며, 실수집합의 연속성이나 Archimedes의 원리20)도 받아들
일 수 있다(pp.237-239).
  Teissier의 설명은 수직선이라는 수학적 대상이 시공간에 대한 우리의 경험으로부
터 구성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내러티브가 기본적으로는 시간에 따른 사건의 
서술이라는 점에서 전정 직선 상태의 경험이 수직선 개념에 시간적 요소를 부가한
다는 설명이 주목된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수직선에 대한 수학적 사고는 시간에 따
른 움직임, 즉 일종의 내러티브를 마음속에 환기시킬 것이다.
  또, 직관주의 수학철학을 주창했던 Brouwer의 직관에 대한 설명도 수학적 대상
이 시간에 대한 경험으로부터 발생한다는 것을 지지한다.

직관적 수학은 본질적으로 시간의 이동에 대한 지각, 즉 어떤 삶의 순간이 두 개의 서
로 다른 것으로 나누어지고, 하나가 물러가고 다른 하나가 오는, 그러나 물러간 것은 
기억 속에 남는, 그런 지각에 그 기원을 두는 무언어적(lanuageless) 활동이다. 
(Brouwer, 1952, Schlimm, 2005: 179에서 재인용, 남진영, 2007: 134에서 재재인용)

  그러나 수학적 대상을 구성할 때 그 사고가 낳는 마음 속 내러티브는 단순한 사
건의 연속으로서 처음, 중간, 끝의 스토리 형식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서사성이 
약하다. 그보다는 수학적 사실들을 인지하거나 재현할 때 수학의 내러티브적 성격이 
더 분명히 드러난다.
  문학은 우리가 살아가는 생생한 시간과 동질적인 시간 속에서 발생할 법 한 사건
들을 다루고 역사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들을 다룬다. 그러나 
Mazur(2004)에 따르면 수학은 그러한 것과는 다른 종류의 시간을 대상으로 삼는다. 
예를 들어, 다항식 시간 안에 암호를 풀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룰 때 시간은 우
리가 그 속에서 태어나고, 살고, 죽는 그러한 삶의 시간과는 다른 것이다(p.18). 그
것은 인간적이기보다는 물리적인 시간에 가까운 것이다. 그러나 물리적인 시간을 고
려해야 하는 수학 문제의 경우에도 그 풀이의 진위는 시간이 아니라 논리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서 수학은 무시간적이다.
  수학적 사실들에 대한 진위의 판단과는 달리 그것을 인지하는 것은 시간의 구속

20) 직선 위의 어떤 점이든지 유한 번의 스텝으로 그것을 넘어 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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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는다. Mazur(2004)는 수학에 관한 논의에서 시간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게 되는 시간 순서를 지시하는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Euclid가 독립적
인 명제들을 논리적인 함의 관계에 따라 그물망으로 조직하였을 때 그 논리 순서에 
따라 증명을 하거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지적인 시간 라인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
이다(p.19). 
  Mazur(2004)에 따르면 인지적인 시간 라인은 일종의 가상적인 시간 개념으로서 
그 명제들 사이의 관계를 뒤로, 즉 가정에서 결론으로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
는 앞으로, 즉 결론으로부터 가정을 찾아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그리스 사람들은 
앞을 향해 나아가 기본 원리, 공준, 공리, 가정 등을 찾았고, 현대에는 Hilbert의 영
향으로 모순 없는 시작을 설정하고 뒤로 나아가 끝을 찾아 간다는 것이다. 그뿐 아
니라 1/2 + 1/4 + 1/8 + ... 은 실제로 더하려면 무한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유한의 
시간 안에 그 합이 1임을 확인할 수 있다. 수학적 귀납법이나 연속을 다루는    
의 용법도 실제로 조작하려면 무한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유한의 시간 안에서 해결
함으로써 인지적 시간을 유순하게 만든다(p.19). 
  이것은 수학적 사실들이 조직되는 순서와 방법을 구성함으로써 수학 내부의 시간
을 유연하게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Abbott(2010)에 따르면 시간을 
서술자의 마음대로 조작하는 것은 내러티브의 핵심적인 특징이다(p.22-27). 즉, 시
간 순서를 조절하여 하나의 스토리를 여러 가지 플롯으로 재현할 수 있듯이 증명을 
구성하는 여러 수학적 사실들 사이의 논리적인 관계를 다양한 순서와 방법으로 나
열함으로써 수학적 사실들의 ‘플롯’이 구성될 수 있다. 또, 여러 가지 플롯에 대해 
원래의 시간 순서에 따르는 스토리가 존재하듯이 플롯을 이루는 수학적 사실들의 
순서나 방법과는 별개로 그 수학적 사실들 사이의 논리적인 관계가 존재하는데, 이
것을 수학 내러티브의 ‘스토리’라고 할 수 있다(Dietiker, 2013: 14-19).
  Lloyd(2012)는 수학 증명의 내러티브적 성격을 Aristotle 철학의 ‘현실화
(actualization)’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현실화는 Plato 철학에 대한 Aristotle 
철학의 차별성을 보여주는 개념이다. Plato은 형상과 질료를 구분하고 수학적 대상
은 시간과 무관한 형상의 세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 역동기하의 증명을 
본질적으로 시간적이지 않은 수학의 명제를 시간 속에서 증명한다는 이유로 선호하
지 않았다고 전한다. 한편, Aristotle는 질료가 물체로 형성될 때 그 물체의 속성을 
형상으로 보았다. 그런데 질료가 형상을 부여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 형상은 가능적
으로만 존재한다. 가능적으로 존재하는 대상이 현실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질료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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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받아 현실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Aristotle는 형상과 질료, 가능태와 현실태를 통
합적으로 바라봄으로써 무시간적 명제의 시간 속에서의 증명을 인정할 수 있었다
(pp.389-393). 
  Lloyd(2012)에 따르면 수학에서 추론이나 그에 따라 드러나는 진리는 시간에 관계
되지 않지만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증명은 시간 상에 위치하는 현실화(actualization)
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증명의 과정이 시간 상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나열하는 내러티브적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내용은 국가론에 등장하는 
Socrates와 Glaucon의 대화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수학자들은 시간과 무관한 진리를 시간과 관계있는 방식으로 증명한다.
(국가론, 527ab)

  Lloyd(2012)는 증명의 내러티브적 성격을 Euclid 원론의 증명들을 예로 들어 설
명하였다. 원론의 증명들은 Proclus의 기하 증명의 6단계와 유사한 단계를 거쳐 서
술되고, ‘선을 연장하라’, ‘제곱하라’, ‘더하라’ 등과 같이 시간 상에 위치할 수 있는 
행동들을 나열한다. 구체적으로 원론 Ⅰ권의 5번 명제21)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pp.394-400).

G

C

A

B

F

[그림 Ⅳ-1] 원론 Ⅰ권의 5번 명제

21) http://aleph0.clarku.edu/~djoyce/java/elements/bookI/propI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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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 
순서 단계 서술 내용

1
증명할 명제의 

언명
이등변 삼각형에서 두 밑각은 같고, 길이가 같은 두 변을 연장
하면 밑변 아래 쪽의 두 각도 같다.

2 설정
삼각형 ABC를 AB=AC인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자. 또 AB와 
AC를 연장하여 각각 BD와 CE라고 하자.

3 목적의 서술 나22)는 ∠ABC=∠ACB와 ∠CBD=∠BCE 임을 말한다.

4 그림의 작도
BD 위에 임의의 점 F 를 잡아라.
더 긴 AE에서 더 작은 AF와 같은 AG를 잘라 내어라.
FC와 GB를 연결 하여라.

5 증명의 서술

AF=AG이고 AB=AC이므로 두 변 FA와 AC는 각각 두 변 GA, 
AB와 같다. 

(중략)
∠FBC=∠GCB임을 [이미] 증명하였고, 이것이 밑변의 아래 각들
이다.

6 결론의 확정
그러므로 이등변 삼각형에서 두 밑각은 같고, 길이가 같은 두 
변을 연장하면 밑변 아래쪽의 두 각도 같다.

<표 Ⅳ-1> Proclus의 기하증명 6단계와 원론 Ⅰ권 5번 명제의 증명

  우선 증명할 명제가 무엇인지 말하고, 그것을 구체적 기호로 설정한 후, 그 설정 
상황에서 무엇을 할지 목적을 밝힌다. 그 다음 보조선을 그려 적절한 그림을 구성하
고, 이미 옳다고 알려진 사실들과 연결시켜 서술한 후에, 마지막으로 보이고자 하는 
것이 보여졌음을 언급한다. 특히 ‘그림의 작도’ 단계까지 따라온 대부분의 사람들에
게 증명이 거의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증명의 서술’ 단계를 통해 이미 인정된 사실
들을 나열함으로써 인지적 시간이 필요한 형태로 현실화하였다. 그리고 ‘그림의 작
도’ 단계에서는 ‘잡아라’, ‘잘라 내어라’, ‘연결 하여라’ 등 시간 상에 위치할 수 있
는 행동들을 나열한다는 점에서 내러티브적 성격을 찾을 수 있다(Lloyd, 2012). 또, 
다른 단계에서도 행동을 지시하는 서술은 없지만 이 증명을 Euclid가 작성하거나 
독자가 읽을 때에는 여섯 단계를 차례로 거치고 또 각 단계에서는 여러 사실들을 
차례로 인지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러티브적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이 증명은 수학적 사실들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22) 밑줄은 본 연구자의 것임. 이하 밑줄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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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clid는 ‘증명할 명제의 언명’ 단계(또는 ‘목적의 서술’ 단계)에서 언명한 증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학적 사실들을 의도적으로 나열함으로써 증명 전체에 처음, 
중간, 끝을 갖추었다. 또, ‘목적의 서술’ 단계에서 일인칭 화자 ‘나’가 등장하여 자신
의 수학적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형식을 취한다는 점에서도 내러티브적이다. 
이와 같이 원론의 증명은 그것을 서술하거나 읽을 때 인지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이상으로 스토리를 갖춘 수학적 사실들의 재현 또는 경험의 재현으로서의 내러티브
적 성격을 갖는다.
  한편 수학적 사실들을 공유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때에도 수학의 
내러티브적 성격을 찾아 볼 수 있다. 고대에는 오늘날과 같은 저널 시스템이 없었으
므로 자신의 수학적 발견을 알리기 위해서 편지를 이용하였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
다. 예를 들어, Archimedes의 《The Method》는 원래의 이름 ‘Eratosthenes에게 
보내는, 공학적인 정리의 방법론(The Method of Mechanical Theorems, for 
Eratosthenes)’에서 알 수 있듯이 알렉산드리아의 Eratosthenes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집필되었다(홍갑주, 2008). 이러한 전통은 근대까지도 이어졌는데, 예를 들
어 Hamilton은 사원수의 발견을 동료 수학자 Graves에게 편지로 전했다.

  친애하는 Graves에게
  어제 나에게 아주 흥미진진한 일련의 수학적 추측들이 떠올랐네만, . .. 자네가 알다
시피 나는 오랫동안 내가 이미 출판한 Couplets 이론이나 허수 양(quantities)에 대한 
Warren씨의 기하적 표현과 유사한 Triplets 이론을 세우기를 희망해 왔네. . .. 이제 
나는 어제 그러한 Triplets 이론을 포함하는 사원수 이론(theory of quaternions)을 
발견했다고 생각하네.

  내 일련의 생각은 다음과 같네.  은 잘 알려진 어떤 의미에서 1이라는 직선에 
수직인 직선이기 때문에, 그 두 직선에 모두 수직인 직선을 나타내는 다른 상상적인 
어떤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네. . ..
(Solomon & O'Neill, 1998: 214)

  이 편지에는 Hamilton이 결과적으로 사원수 이론을 낳은 Triplets 이론을 세우고
자 했던 동기와 사원수 이론을 발견한 사고 과정이 서술되어 있다. 이와 같이 어떤 
수학적 발견을 전달하는 편지는 서술자가 자신의 수학적 경험을 스토리 형식을 갖
추어 재현하는 방식으로 서술된다는 점에서 내러티브적이다. 이때 각 수학적 사실들
을 설정한 목적이나 의도가 드러난다. 한편, Hamilton은 자신의 발견을 일기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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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하고 있는데 일기가 자신을 상대로 하는 일종의 편지이기 때문에 같은 이유에
서 내러티브적 성격을 찾을 수 있다. 
  오늘날 수학적 발견을 공표하는 수단인 논문도 수학적 경험을 누군가에게 전달
한다는 점에서는 수학적 아이디어를 교류하는 편지나 일기와 비슷하게 내러티브
적 성격을 갖는다. 다음은 2012년도에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에 제출된 한 박사학
위 논문의 국문초록이다.

  이 논문에서는 해밀턴 플로어 호몰로지와 라비노위츠 플로어 호몰로지의 사교구조
의 변형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마네 특성치보다 큰 에너지를 갖는 에너지 등위면에 대하여 라비노위츠 플로어 호
몰로지가 사교구조의 변형에 대하여 불변함을 보일 것이다. 연속성 방법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두 개의 콤플렉스 사이에 사상을 만들 것이며, 이는 두 호몰로지 사이에 동
형 사상을 주게 된다. . ..
이 방법의 한 응용으로 궤적 교차점의 개념을 일반화한 자기 궤적 교차점을 생각할 
것이다. . ..
(배영진, 2012: 183)

  첫 문단에서는 이 논문이 다루는 분야를 언급하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 논문의 
핵심 주장과 그것에 이르는 방법을 서술하고, 세 번째 문단에서는 그 응용을 적었
다. 이로써 이 논문이 무엇에 관해 어떤 주장을 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즉 논문을 쓰는 목적이나 의도가 드러난다. ‘나’라는 서술자나 감정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수학 논문도 수학적 사실들을 논리적으로 나열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
니라 저자가 경험한 수학적으로 참인 사실들을 스토리 형식을 갖추어 재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수학 논문도 수학적 발견을 편지나 일기로 표현할 
때와 같이 내러티브적 성격을 갖는다.
  한 편의 논문과 같이 큰 규모는 아니지만 작은 명제 하나의 증명도 수학자가 경
험한 아이디어를 소통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Gowers(2012)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예를 들어, 복잡한 정리의 증명을 적기 위해서는 몇 가지 관련된 아이디어들을 선택하
여 선형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소설 쓰기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다. 소설이 일
련의 사건들을 묘사하고 있다면, 그 사건들은 자연스런 순서를 가질 것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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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소설에는 “A가 일어난 후, B가 일어나고, 그 다음 C가 일어났다, 그리고 ...” 보
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존재한다. 독자에게 정보가 밝혀지는 순서는 종종 시간적인 순
서와 다르다. 비슷하게, 수학적인 제시에 있어서도 진술들은 논리적 순서로 제시되지
만(전체적이라기보다는 부분적으로 그렇다), 이 순서는 대부분 진술들이 발견된 순서와 
다르고 그것이 가장 쉽게 이해되기 위해 제시되어져야 하는 순서와도 다르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수학자들은 소설가
들의 도전과제들 중 상당수와 같은 문제에 부딪힌다고 할 수 있다.
(Gowers, 2012: 211)

  이 인용에서 수학자들도 소설가들처럼 의사소통에 더 적합한 서술 방식을 찾고자 
노력하고, 자신의 수학적 경험을 보다 쉽게 의사소통하기 위해 엄격한 증명 형식과
는 다른 서술 순서로 진술들을 제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서술은 서술자
와 독자의 인지적 시간을 조절한다는 점에서 내러티브적이다. 또, 수학적 사실들의 
서술 순서를 조절함으로써 이 정리나 증명의 목적이나 의도가 부각되고, 그래서 스토
리 형식을 갖춘 경험의 재현이라는 내러티브적 성격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저자나 화자가 수학적 사실들을 재현할 때 스토리 형식을 갖추게 되며, 
수학을 의사소통할 때 수학적 사실들을 다양한 순서와 방식으로 재현함으로써 목적
이나 의도가 드러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이때 드러나는 목적이나 의도를 통해 재
현하는 각 수학적 사실들의 가치가 평가될 수 있다. 이것은 경험의 재현으로서의 내
러티브가 지시적 기능뿐 아니라 평가적 기능을 포함한다는 일반적인 내러티브에 대
한 Labov & Waletzky(1967)의 설명에 부합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수학 내러티브를 
“저자 또는 화자가 경험한 수학적 사실들의 스토리 형식과 평가가 부여된 재현”으
로 보다 구체화할 수 있다. 이때 수학 내러티브는 교과서, 보조 교재, 교사의 강의 
등 다양한 내러티브 담화 형태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인 교과서는 수학적 
사실들에 대한 저자의 평가를 포함하지 않은 채 주로 논리적 순서에 따라 수학적 
사실들을 기록함으로써 건조하고 서사성이 떨어지는 수학 내러티브를 형성하고, 이
에 비해 교사의 강의는 수학적 사실들에 대한 평가를 비롯한 다양한 요소들이 첨가
되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수학 교과서와 같은 논리 수학적 사고 중심의 텍스트를 내러티브로 볼 수 있는지
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김태은(2009)은 텍스트를 공간 인접성(spatial 
proximity), 시간 인접성(time proximity), 논리 인접성(logical proximity)에 따라 
묘사, 내러티브, 설명으로, 주태연(2008)은 글의 서술 양식을 설명, 논증, 묘사, 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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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에 따르면 수학 교과서는 설명이나 논증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철우, 박진용, 김명순, 박영민(2001)은 “실제로 많은 텍스트의 경우, 어
느 하나의 텍스트 유형으로 되어 있다고 하기 보다는 여러 텍스트의 요소가 혼합되
어 있다고 봐야 한다(주태연, 2008에서 재인용)”고 지적하였다. 수학 텍스트는 논리 
인접성 중에서 ‘논리’에 방점을 두면 설명이나 논증으로 볼 수 있지만, ‘인접성’에 
방점을 두면 그 내용을 서술하거나 이해할 때 논리적으로 인접한 수학적 사실들을 
시간에 따라 차례대로 인지하여 플롯이 구성된다는 점에서 내러티브적 성격을 갖는
다. 수학 텍스트의 내러티브적 성격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많은 텍스트들이 
‘인접성’보다는 ‘논리’에 방점을 두고 서술함으로써 서사성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에서는 서사성을 지향하는 수학 교과서 중 이인석의 《학부 대수학 강의 Ⅰ: 
선형대수와 군》(이하 ‘《선형대수와 군》’)을 통해 수학 텍스트가 내러티브적으로 서술
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한다.23) 이인석(2005)은 자신의 강의 경험을 기반으로 
학부 대수학 강의를 위한 대학 교과서인 《선형대수와 군》을 집필하였다. 저자는 이 
교재가 수학의 내러티브적 측면을 고려하여 집필한 것임을 여러 차례 언급한다. 이 
책의 머리말에서는 저자가 이 교재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 책’으로 서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학부 대수학 강의]에서 우리의 現實世界에 관한 묘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것이
다. 아마도, 연립방정식의 해집합이나 . . . 그나마 현실세계에 가까운 개념들일 것이
다. 그런 의미에서 [학부 대수학 강의]는 假想世界에 관한 ‘이야기 책’이다. Peter 
Pan 이나 혹은 Harry Potter 같은 이야기책이다.
  . . .. 독자들은 이 ‘이야기책’의 줄거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게 되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마치 우리가 어린 시절 Peter Pan 이나 
Harry Potter를 읽던 때처럼, 눈을 감고도 이 ‘이야기’의 줄거리를 풀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이인석, 2005: ⅳ)

23) 서사성이 높은 다른 교과서의 예로 김홍종(2011), Fraleigh(1999), Hungerford(1997) 등
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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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저자는 이 책에 서술된 하나하나의 증명에 대해서도 내러티브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 책의 증명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story’의 一部이고, 
두번째는 ‘기계’가 맡는 부분이다. 독자들이 이 책의 ‘story’에 빠지게 되면, ‘증명의 
줄거리’도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인석, 2005: ⅳ)

  이와 같이 저자는 이 교과서에서 가상세계의 사실들을 줄거리를 갖추어 서술할 
수 있고 증명 하나에도 줄거리가 있음을 언급하였는데, 이것은 스토리 형식을 갖추
어 수학적 사실들을 서술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구체적으로 이 책의 문장을 쪽수에 따라 살펴보면 저자가 수학적 대상을 ‘등장인
물’로, 명제나 정리들을 ‘사건’으로 삼아 이 책 전체의 스토리를 긴장감 있게 서술하
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표 Ⅳ-2>).

쪽 문장

54쪽 (사실 위 따름정리는 우리 ‘story’의 첫번째 big event라고 할 만하다. . ..)

63쪽 Dimension Theorem은 우리 ‘이야기’의 첫번재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65쪽
다음 소개할 kernel(核)과 image는 그 명칭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우리 ‘story’
의 核에 자리하고 있다.

74쪽
이제 主人公들이 대부분 등장하였으니 ‘story’가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이제 사
건들이 일어나며, 우리 ‘이야기’의 climax를 향해 달려간다. 

87쪽 이 章은 우리 ‘story’의 첫 climax라고 할 수 있다.

<표 Ⅳ-2> 《선형대수와 군》의 문장

  한편 다음 인용은 증명을 스토리 형식을 갖추어 서술한다는 것의 의미를 구체적
으로 보여준다. 증명을 이루는 각각의 수학적 사실들을 시간에 따라 인지할 때 스토
리가 발생하도록 하려는 의도 하에 서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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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들은 명제 3.1.6을 증명하는 순서, 즉, [연습문제 2.2.7(가)] → [보조정리 3.1.5] → 
[명제 3.1.6] → [명제 3.1.6의 증명] = [관찰 3.1.3]의 ‘story’를 기억해 두기 바란다.
(이인석, 2005: 39)

정리 3.7.5.  가 f.d.v.s. 이고 ≤ 이면,
dim   dimdimdim ∩

이다.
증명 : 먼저 ∩의 basis를  ⋯이라고 하고(단, ≥ ), 이를 확장하여 
(Basis Extension Theorem) 의 basis  ⋯ ⋯와 의 basis 

 ⋯ ⋯를 만든다(단,  ≥ ). 자, 이젠 어떻게 하나? 

. . .. 여기까지가 우리의 ‘story’이고, 실제 가 기저가 되는 조건을 확인하는 것은 
‘기계’가 하는 일이다. . ..
(이인석, 2005: 62)

  이인석의 《선형대수와 군》은 저자가 자신의 수학적 경험을 재현하여 학생들과 의
사소통한다는 의미에서도 내러티브적이다. 이것은 <표 Ⅳ-2>나 위 인용문의 ‘본격적
으로 전개된다’, ‘기억해 두기 바란다’, ‘이젠 어떻게 하나?’에서와 같이 다른 수학 
교과서와는 달리 저자의 존재가 비교적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또, 아래 인용들과 같이 읽는 사람을 직접 지칭하거나 다루는 수학 내용에 대한 저
자의 평가를 서술하는 것에서 저자가 독자와 자신의 경험을 의사소통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다음 질문은 독자들이 우리 ‘story’의 중요 장면을 예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인석, 2005: 71, 밑줄은 본 연구자의 것임)

벡터공간이 내년에 공부할 다른 대수적 구조보다 좋은 점은 基底를 갖고 있다는 것이
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른 대수적 구조보다 벡터공간을 가장 먼저 배우는 
이유이기도 하다. 기저를 갖고 있으면 다루기가 쉽기 때문이다. 역시 벡터공간은 마음
이 ‘자유로운’ 우리의 ‘고향’이다.
(이인석, 2005: 37)

  이와 같이 수학 텍스트는 수학적 사실들에 스토리 형식을 갖추고 저자의 수학적 
경험에 평가 및 의미를 부여하여 재현함으로써 학생들과 의사소통하는 방식으로, 즉 
하나의 내러티브로서 서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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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수학 텍스트의 내러티브적 서술에 의한 수학적 지식의 조직화

  이상에서 수학 텍스트는 저자 또는 화자가 경험한 수학적 사실들을 그것에 스토
리 형식을 갖추고 평가 및 의미를 부여하여 내러티브적으로 서술할 수 있음을 살펴
보았다. 수학 텍스트를 내러티브적으로 서술할 때 관심을 갖는 수학적 사고의 층위
는 수학 교과에서 이야기를 활용할 때와는 다르다. 이야기의 활용은 주로 실생활이
나 판타지 맥락을 통해 수학적 지식의 구성 동기나 경험을 흥미롭게 제공하고자 하
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상으로부터의 수학적 지식의 구성 과정에 관심이 있었다. 이
에 비해 Euclid 원론 Ⅰ권이나 《선형대수와 군》의 각 증명들에 포함된 사실들의 나
열, 또는 그 텍스트들 속의 여러 가지 명제들의 나열은 이미 경험되어 구성된 지식
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 재현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수학적 사실들 사이의 
관계가 조직되어 그 구조가 드러난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실생활연계형 모델 교과서에서는 공원에서 악당으로부터 협
박을 당했을 때 선생님이 학생들이 떠난 후에 출발하지만 공원을 가로질러 간 덕분
에 학생들보다 먼저 도착하였다는 이야기를 활용하여 좌표평면 위의 두 점 사이의 
거리의 공식을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 구성하게 되는 동기를 제공하였다. 
  한편 피타고라스 정리는 Euclid 원론 Ⅰ권의 47번 명제로서 그 증명은 앞서 살펴 
본 원론 Ⅰ권의 5번 명제의 증명과 같이 수학 내러티브로 볼 수 있다(Lloyd, 2012: 
400). 이 증명에서는 증명 과정에서 필요한 직각삼각형의 각 변 위에 정사각형들을 
그리거나 삼각형들을 구성하기 위한 보조선을 그렇게 그리게 된 동기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대신 수학적 사실들을 연쇄적으로 나열함으로써 그렇게 구성된 정사각형과 
정사각형, 삼각형과 삼각형 사이의 관계를 드러낸다. 그리고 독자는 이와 같은 
Euclid의 서술을 읽음으로써 수학적 대상들 또는 수학적 사실들 사이의 관계 또는 
구조를 파악하게 된다.
  수학 텍스트의 내러티브적 서술을 통해 수학적 지식이 조직되고 구조화되는 것은 
경험을 재현하는 내러티브의 일반적인 속성으로 볼 수 있다. 강현석(2009)은 
Bruner가 《교육의 과정》으로 대표되는 전기 이론에서는 ‘지식의 구조’를 중시하고 
《교육의 문화》로 대표되는 후기 이론에서는 ‘내러티브 사고 양식’을 중시한 것에 주
목하고, 지식의 구조와 내러티브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였다. Bruner의 지식의 구조
와 그것을 ‘발견’하기 위한 ‘탐구학습’은 인식 주체의 바깥에 지식의 구조가 실재한
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가정한다는 점에서 구성주의의 입장에서는 비판의 여지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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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강현석(2009)은 Bruner의 후기 이론이 이러한 비판을 보완하는 것으로 평가한
다. 내러티브 사고 양식을 적용하여 실재를 해석하고 구성함으로써 구성주의적 실재
론을 주장한다는 것이다(p.6). 
  이러한 논의는 경험 자체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것에 내러티브 사고 양
식을 적용하여 내러티브를 구성함으로써 비로소 구조가 발견 또는 생성된다는 것으
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는 수학적 사실들을 인지하고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적용될 수 있다. 낱낱의 수학적 사실들을 각각 학습하고 경험하는 것만으로는 수학
적 사실들 사이의 관계가 파악되기 어려울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또는 다른 사람에
게 말이나 글을 동원하여 그 수학적 사실들을 재현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수학적 사
실들 사이의 관계가 조직된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했던 Euclid 원론 Ⅰ권의 5번 
명제의 증명은 그 앞에 서술되는 3번과 4번 명제에 논리적으로 의존한다. 이때 3번
과 4번 명제를 각각 학습하고 경험하는 것만으로는 그것과 5번 명제의 관계가 드러
나지 않는다. 3번, 4번 명제와 함께 5번 명제의 증명을 서술할 때 비로소 세 명제 
사이의 관계가 드러나고 세 명제가 하나의 논리적 그물망으로 조직된다. 

2. 수학적 사실들에 대한 내러티브 사고 양식의 적용

  1절에서는 수학 및 수학 텍스트의 내러티브적 성격을 살펴 수학 내러티브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수학 텍스트를 내러티브적으로 서술함으로써 수학적 지식을 
조직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즉, 수학 내러티브는 수학 텍스트의 내러티브적 서술
을 통해서 현실화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수학적 지식이 조직된다. 한편, Ⅱ장 3절
을 참고하면, 수학적 사실들에 대한 내러티브적인 흥미와 의미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수학 텍스트가 그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독자가 그것을 참고하
여 수학적 사실들에 내러티브 사고 양식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절에서
는 수학 텍스트의 내러티브적 흥미 요소를 확인하고 그것이 독자의 내러티브 사고 
양식의 적용을 보조 또는 활성화할 수 있음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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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수학 텍스트의 내러티브적 흥미 요소

  텍스트의 이해에 대한 Beck, McKeown & Worthy(1995: 223)와 Mayer(1984)의 
연구에서는 학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텍스트 자체를 수정할 필요성과 이와 구분하
여 텍스트를 접하는 학생의 맥락이나 텍스트 처리 능력을 수정할 필요성을 제기하
였다. 이것은 텍스트의 이해가 미흡한 원인을 텍스트 자체와 학생으로 양분하여 접
근한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수학 텍스트의 내러티브적 흥미 요소를 부각시키는 일
과 학생이 그 부각된 흥미 요소에 영향 받아 내러티브 사고 양식을 적용하도록 돕
는 일을 논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고, 후자는 전자가 갖추어진 다음에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소절에서는 흥미와 의미를 주는 내러티브
의 조건에 기초하여 수학 텍스트의 내러티브적 흥미 요소를 추출하고, 싱가포르 교
과서인 《New Syllabus Mathematics 1》24)(이하 ‘New Syllabus’)과 연구자가 수학
적 사실들을 직접 서술(narration)하여 작성한 수학 텍스트에서 그 흥미 요소를 확
인한다. 이때 내러티브적인 수학 텍스트가 곧 수학 내러티브의 현실화이기 때문에 
‘수학 텍스트의 내러티브적 흥미 요소’와 ‘수학 내러티브의 흥미 요소’를 동일한 것
으로 보고 문맥에 따라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다.

2.1.1 내용의 일체성

  ‘내용의 일체성’은 Ⅱ장 3절에서 논의된 ‘통일된 이해 욕구의 충족’과 관련된 수학 
내러티브의 흥미 요소이다. 즉,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거나 조화롭고 일관되게 사
건을 배열하는 내러티브는 그렇지 않은 내러티브에 비해서 더 흥미롭다. 이러한 내
러티브적 흥미 요소를 내러티브를 이루는 여러 내용들이 서로 연관되어 하나의 전
체를 이룬다는 의미에서 ‘내용의 일체성’으로 지칭하기로 한다.
  수학 내러티브도 서로 관련된 다양한 사실들을 나열하고 있으므로 내용이 조화롭
고 일관되게 서술된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흥미롭다. 조화로운 수학적 사실들에 
대한 관심과 흥미는 한 수학교육 연구자의 다음 인터뷰에서 잘 드러난다.

24) Lee, P. Y. & Fan, L. H.(2002). New syllabus mathematics 1. shinglee publishers 
pte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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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느끼는 것이지만 수학은 아름답다. . .. 잘 맞아 떨어지는 것들(things fitting 
together)을 경험할 때 그것은 종종 아름답게 보인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기쁨의 감정
을 준다. 
(Nathalie Sinclair, Gadanidis & Hoogland, 2003: 496에서 재인용)

  내용의 일체성에서는 연이어 나열되는 사건들의 적절한 연관성이 중요하다. 관계
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리가 먼 사건들의 연이은 배치는 독자에게 혼돈을 주고 
흥미를 반감시킨다. 그러나 너무 당연한 사건들의 나열도 흥미를 반감시키기 때문에 
적절한 거리를 두어 긴장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내용의 일체성이 꼭 원인
과 결과의 순서, 또는 시간 순서에 따른 사건의 배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때에 
따라서는 원인을 제시하지 않고 먼저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원인을 알고 싶은 독자
의 본능을 자극하여 흥미를 유발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내러티브를 모두 읽은 
후에는 그러한 결과를 낳은 원인을 결국 알게 됨으로써 전체 내러티브는 일체성을 
획득할 수 있다.
  수학 내러티브에서 사건이란 수학의 ‘명제’나 ‘사실’이므로 연이어 나열되는 명제
나 사실들의 관련성과 서술 순서가 중요하다.25) 예를 들어, 정수 또는 자연수의 연
산법칙을 서술하는 다음의 두 교과서의 서술 내용과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예KA1.26) 곱셈의 분배법칙]
탐구하기에서 과일의 개수는 사과의 개수와 배의 개수의 합과 같으므로 

4 × (3 + 2) = 4 × 3 + 4 × 2
이다. 이와 같이 두 수의 합에 어떤 수를 곱한 것은 두 수 각각에 그 수를 곱하여 더
한 것과 같다. 이것을 덧셈에 대한 곱셈의 분배법칙이라고 한다.

[예S1. 덧셈과 뺄셈에 대한 곱셈의 분배법칙] 
John did 5 hours and 9 hours of community work in the first and second 
half of the year respectively. He was awarded 4 points for each hour of 

25) 그러나 하나의 주제에 대해 서술할 때 내용의 일체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정해진 
서술 순서가 존재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 주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저자들의 서로 다른 관
점에 따라 내용의 일체성을 흥미롭게 드러내는 서로 다른 서술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26) ‘예KA1’, ‘예S1’은 각각 ‘KA 교과서의 첫 번째 예’, ‘S교과서의 첫 번째 예’를 뜻한다. KA
와 S는 Ⅵ장 1절에서 비교 분석하는 국내 교과서와 싱가포르 교과서의 약호이다. Ⅵ장 1절에
서는 네 종의 중학교 수학 ① 교과서와 싱가포르 교과서를 비교한다. 이때 네 종의 중학교 수학 
① 교과서를 각각 KA, KB, KC, KD 로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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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work. . ..[맥락1]

In general, for any three whole numbers x, y and z we have x × (y + z) = x 
× y + x × z. This is called the Distributive Law of Multiplication over 
Addition.[법칙1]

We also have the Distributive Law of Multiplication over Subtraction, that is 
for any three whole numbers, x, y and z, we have
x × (y - z) = x × y - x × z.[법칙2]
Look us look at an example. 

Ezar, John’s classmate, performed 8 hours of community service for the 
first half of the year and a total 15 hours for the whole year. The points 
Ezar was awarded for the second half of the year can be obtained as 
shown below:[맥락2]

  
  [예KA1]에서는 덧셈에 대한 분배법칙만 다루고 뺄셈에 대한 분배법칙은 따로 다
루지 않는 반면 [예S1]은 덧셈과 뺄셈에 대한 분배법칙을 모두 다루고 있다. 서술 
순서와 관련해서는 [예S1]은 덧셈에 대한 분배법칙을 설명하는 [맥락1]과 [법칙1]을 
먼저 서술하고, 뺄셈에 대한 분배법칙을 설명하는 [법칙2]와 [맥락2]를 후에 서술하
여 전체적으로 ‘[맥락1] -> [법칙1] -> [법칙2] -> [맥락2]’의 순서로 서술되었다. 
‘[맥락1] -> [법칙1] -> [맥락2] -> [법칙2]’의 순으로 서술하지 않고 위와 같은 순
서를 선택한 것은 [법칙1]과 [법칙2]를 연달아 서술하여 둘 사이의 관련성을 효과적
으로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수학 내러티브에서 서술할 내용의 선택
과 배치 순서 등을 조절하여 내용의 일체성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내용의 일체성이 수학 내러티브를 흥미롭게 하는 요소라는 점은 어떤 수학
적 사실을 다룰 때 전체 교육과정 안에서 그 사실과 수학적으로 밀접한 내용을 함
께 제시하는 서술을 고려하게 한다. 예를 들어, ‘절댓값’과 ‘수직선 위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각각 ‘중학교 수학 ①’ 과 ‘고등학교 수학27)’에서 다음과 같이 다루
어진다. 

27) ‘중학교 수학 ①’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과목명이고, ‘고등학교 수학’은 2007 개
정 교육과정에 따른 과목명이다. 2013학년도 현재 중학교 1학년은 2009 개정 교육과정, 고등
학교 1학년은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을 받는다.



- 68 -

[예KA2. 절댓값의 정의]
  이와 같이 수직선 위에서 어떤 수를 나타내는 점과 원점 사이의 거리를 그 수의 절
댓값이라 하고, 이것을 기호 |  | 를 사용하여 나타낸다. 
  예를 들어, +5의 절댓값은 |+5|=5, -4의 절댓값은 |-4|=4이다.

[예KE.28) 수직선 위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

  일반적으로 수직선 위에 있는 두 점 A 과 B    사이의 거리 AB 는 

 ≤이면 AB 

 이면 AB 

이므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B 

  [예KA2]에서는 어떤 수를 나타내는 점과 원점 사이의 거리를 절댓값으로 ‘정의’했

는데, [예KE]에서는 두 점 A  과 B   사이의 거리 AB 를   으로 정의

하지 않고 과 의 순서 관계에 따른 계산을 통해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AB 을 
정의할 때 [예KE]에서 생략되어 있는 수학적 사실은 ‘    (≥ ) 또는    
(  )’ 이다. 즉, [예KA2]에서 정의한 절댓값의 기하학적 정의가 아니라 절댓값의 
대수적인 정의에 의지하여 서술하였다. 
  수학적으로 절댓값은 순서 구조를 갖춘 실수를 수직선에 나열하여 거리 구조를 
부여하는 장치이다. 따라서 [예KA2]와 [예KE]에서 발생하는 혼란은 다음과 같은 서
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서술1. 절댓값의 정의]
  수직선 위의 두 점 A 과 B  에 대하여 점 A에서 점 B까지 거리를  

으로 정의한다. 점 A에서 점 B까지 거리와 점 B에서 점 A까지 거리는 같으므로 
  이다. 특히,   인 경우  과   은 각

각 A 에서 원점까지 거리와 원점에서 A 까지 거리를 의미하고 이 두 거리는 

같으므로 일반적으로   이다. 

  이때, 을 의 절댓값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와 -3의 절댓값은 각각 |5-2|=3, |-3|=|0-3|=3이다.

28) KE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어느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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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술1]은 ‘중학교 수학 ①’에서 다루는 절댓값의 개념을 ‘고등학교 수학’에서 다
루는 수직선 위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의 개념과 함께 종합적으로 서술한 것이
다. 이 서술은 수학적으로 두 수의 차의 절댓값이 그 두 수에 대응하는 두 점 사이
의 거리임을 설명함으로써 |-3|을 |0-3|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준다. 또, 어떤 
수의 절댓값  을 왜 A 와 원점 사이의 거리로 정의했는지를 말해준다. 이와 
같이 절댓값과 수직선 위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두 개념이 내용의 일체성
이라는 흥미 요소를 갖도록 서술할 수 있다.

2.1.2 통념의 위반

  ‘통념의 위반’은 Ⅱ장 3절의 ‘긴장감의 유발과 해소’로부터 추출된 수학 내러티브
의 흥미 요소이다. Bruner의 지적대로 내러티브에 통념에서 벗어나는 사건이 등장
하면 독자는 통일되게 이해하려는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 지적인 긴장감을 느낀다. 
한편 통념의 위반은 ‘통념에 기반 한 예측의 좌절’로도 볼 수 있으며 ‘해소’의 과정
을 거쳐 인지적 의미가 형성된다.
  수학적 사실들 중에는 통념적인 예측을 넘어서서 의외의 놀라움을 주는 것들이 
존재한다.

P

G

H

O

A

B

C

[그림 Ⅳ-2] Euler 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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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Ⅳ-2]의 삼각형에서 외심(O ), 무게중심(G ), 구점원29)의 중심(P ), 수심(H ) 
등은 서로 독립적으로 정의되었기 때문에 어떤 특수한 관계를 만족하기 어려워 보

인다. 그런데 이 점들은 한 직선(Euler 직선) 위에 있고 OG  GP PH      

이라는 선분의 길이비가 성립함을 삼각형의 닮음비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내대
각의 성질 등을 이용하여 증명할 수 있다. 즉, Euler 직선의 존재와 길이 비는 독립
적으로 정의된 네 점이 특수한 관계를 만족하기 어렵다는 통념에 대한 위반의 사례
로서 우리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놀라움을 준다. 실제로 Hofstadter(1997)는 통념
에서 벗어나는 Euler 직선의 존재에 대해 놀라움을 느꼈다고 기록하였고, 
Posamentier(2003)는 우리의 마음을 훔치는 수학 문제 중 하나로 이 문제를 꼽았
으며, Dӧrrie(1965)는 초등수학에서 100개의 위대한 문제 중 하나로 이 문제를 선
정하였다.
  Euler 직선의 존재는 교육과정 밖의 내용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학교 수업에서 이
러한 놀라움을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수학적 
사실들도 그것이 처음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전에는 미처 예견하지 못했던 것들로
서 이미 알려진 다른 수학적 사실들에 비추어 놀라움을 주었을 것이다
(Movshovits-hadar, 1988: 35). 또는 처음 발견되었을 상황을 굳이 재구성하지 않
아도 서로 관련된 여러 가지 수학적 사실들을 통념과 그 위반의 형식으로 서술할 
수 있다. [서술2]는 두 직선이 수직일 때 그 기울기의 곱을 구하는 문제를 그러한 
방식으로 서술한 것이다.
  

[서술2.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의 불변성]
  [그림 Ⅳ-3]과 같이 원점을 지나는 두 직선을 사잇각이 30° 가 되도록 그리고 두 직
선의 기울기의 곱을 추측하여 보자. 정확한 값을 구하지 않아도 두 직선의 기울기가 
모두 음수이므로 기울기의 곱은 양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그림 Ⅳ-4]와 같이 
이 두 직선을 원점을 중심으로 회전하여 두 직선 사이에 축이 위치하도록 하자. 이
때 한 직선의 기울기는 양수이고 다른 직선의 기울기는 음수이므로 두 직선의 기울기
의 곱은 음수로서 [그림 Ⅳ-3]의 경우와 같지 않다. 
  실제로 [그림 Ⅳ-3], [그림 Ⅳ-4]에서 기울기가 더 작은 직선이 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라 하면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29) 임의의 삼각형에서 변의 중점 3개, 꼭짓점에서 대변에 내린 수선의 발 3개, 수심과 각 꼭
짓점을 이은 선분의 중점 3개 등 모두 9개의 점을 지나는 원이 유일하게 존재한다. 이 원을 
구점원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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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 × tan    tan × tan
tan tan  tan 

  (--- ※)30)

으로서 에 따라 변한다.31)

  이를 통해 원점을 지나는 두 직선이 서로 를 이룰 때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두 직선의 방향에 따라 변함을 추측할 수 있다. 
  원점을 지나는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인 경우에도 (※)을 이용하여 이와 같이 추측할 
수 있는가?([그림 Ⅳ-5] 참조)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인 경우 

tan × tan    tan × tan


    (단, tan≠ )  (--- ※※)32)

에서 두 직선이 각각 축, 축이 아니라면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1로 일정하다.

   

4

2

-2

-4

-5 5


30°

[그림 Ⅳ-3] 사잇각이 30°인 
원점을 지나는 두 직선 1

  

4

2

-2

-4

-5 5
30°

[그림 Ⅳ-4] 사잇각이 30°인 
원점을 지나는 두 직선 2

30)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을 공부하는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아직 탄젠트의 덧셈정
리를 학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전개가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그림 Ⅳ-3], [그림 
Ⅳ-4]를 주 논거로 제시하고 식 (※)은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31) 왜냐하면, 에 따라 기울기의 곱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즉, 모든 실수 에 대해  tan× tan
tantan tan

  ( 는 상수) 

    ⇒ 모든 실수 에 대해  tan tantan   
    ⇒ 모든 실수 에 대하여 tan  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차식의 성질에 의해 모순이다.
32)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을 공부하는 ‘고등학교 수학’의 

후반부에서 tan  tan
 임을 공부한다. 위 수학 내러티브는 이를 참고하여 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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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2

-4

-5 5

90°

[그림 Ⅳ-5] 사잇각이 90°인 
원점을 지나는 두 직선

  [서술2]는 우선 사잇각이 30°이면서 원점을 지나는 두 직선을 원점을 중심으로 회
전이동 할 때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일정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이때 사잇각이 
로 일반적인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사고 방법과 식을 동원하였다. 이를 통해 
사잇각이 일정하더라도 두 직선의 방향에 따라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일정하지 않
음을 추측할 수 있다. 여기까지의 서술은 통념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인 경우 tan가 존재하지 않아 기울기의 곱이 변하는지 또는 
일정한지를 식 (※)을 이용하여 추측할 수 없다. 때문에 서로 수직인 두 직선의 경우
에 대해 묻는 것은 통념에 기반 한 예측에서 벗어나는 사태를 제공한다. 그리고 마
지막 문장에서 식 (※※)을 이용하여 서로 수직인 경우에는 두 직선이 각각 축, 
축이 아니라면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1로 일정함을 설명함으로써 통념의 위반이 
해소된다. 이로써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수직이 아닌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에 비하여 특별한 의미를 획득한다. 
  다만, 두 직선이 각각 축, 축인 경우 때문에 항상 기울기의 곱이 –1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1이라는 것은 두 직선의 방향벡터의 
내적이 0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두 직선이 각각 축, 축인 경우를 포함하
여 서로 수직인 두 직선의 방향벡터의 내적은 항상 0이다. [서술2]를 서술한 후에는 
그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수학 내러티브를 서술할 수 있다.
  교육과정의 내용을 통념에 기반 한 예측의 좌절 형식으로 서술한 다른 예를 New 
Syllabus에서도 찾을 수 있다.



- 73 -

[예S2. 자연수에는 마지막 수가 없음] 
The whole numbers get larger and larger in the above order. There is a 
first whole number. Is there a last whole number?

There is no largest whole number.

  [예S2]는 처음 두 문장을 통해, 모든 자연수에 다음 수가 존재하고 또 처음 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통념으로서 제공한다. 이 통념을 통해서 다음에 전개될 내용이 
다음 수나 처음 수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런데 세 번째 문장에서 마지
막 수에 대해 물음으로써 통념에 기반 한 예측에서 벗어나는 사태를 제공한다. 그리
고 한 줄 띄워 학생들에게 스스로 생각해 볼 시간을 준 후 마지막 수가 없다는 사
실을 서술함으로써 통념의 위반을 해소한다. 즉, ‘[통념] -> [벗어남] -> [해소]’의 
형식으로 내용을 배치하여 통념의 위반과 그 해소를 드러내었다. 이로써 다음 수가 
있다는 통상적인 생각만으로는 미처 의식하지 못했던 마지막 수가 없다는 사실이 
처음 수가 있다는 사실과 대조적으로 파악되고 의미가 부여된다.

2.1.3 대상들 간의 갈등

  ‘대상들 간의 갈등’은 긴장감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통념의 위반과 유사한 메커니
즘에 의해 흥미를 유발하는 수학 내러티브의 흥미 요소이다. 통념의 위반이 자연스
러운 상황에 위배되는 새로운 상황의 등장을 통해 흥미를 주는 것이라면, 대상들 간
의 갈등은 두 대상의 서로 대립되는 속성으로 인한 흥미 요소를 지칭한다. 
  대상들 간의 갈등은 이야기의 교수학적 가치를 주장하는 Egan에 의해서 강조된 
바 있다. Egan(2008)은 학습 내용을 아동의 정서적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정서의 발달 단계를 신화적 단계, 낭만적 단계, 철학적 단
계로 구분하고, 이 중 신화적 단계에서는 천사와 악마의 싸움과 같이 이항 대립 개
념에 대해 정서적으로 끌림을 느낀다고 하였다.33) 그런데 이항 대립에 대한 끌림은 
꼭 낮은 정서적 단계에서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선과 악의 이항 대립은 꾸준히 사용되는 주요 

33) Egan(2008)에 의하면 이항 대립은 정서적인 흥미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인지가 효과적으
로 이루어지도록 돕는다(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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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 요소이다. 
  수학 내러티브에서도 대상들 간의 갈등을 찾을 수 있다. 다음은 자연수의 연산에
서 덧셈과 뺄셈을 대조적으로 서술한 New Syllabus의 예이다.

[예S3. 덧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만 뺄셈은 그렇지 않음] 
We can see that the order of adding any two numbers does not affect the 
result. This is the Commutative Law of Addition

    If x and y represent two whole numbers, then
        x + y = y + x

It is obvious that 8-5 and 5-8 will not give the same result.

Thus, subtraction is not commutative. In general . . .

  [예S3]에서는 자연수의 덧셈에서 교환법칙이 성립함을 서술한 후 이어서 예를 통
해 뺄셈에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음을 서술함으로써 덧셈과 뺄셈의 대립되는 
성질에 주목하게 한다. 
  Bruner(1991)는 내러티브가 해석적 순환을 통해서 이해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p.7). 내러티브의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 내러티브를 참조하여야 하고, 한
편으로 전체 내러티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분을 참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예S3]에 적용하면 ‘덧셈에서 교환법칙이 성립함’과 ‘뺄셈에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
지 않음’이라는 부분적 사실들을 두 가지가 연쇄적으로 서술된 전체 내러티브 속에
서 파악함으로써 각각의 사실들에 인지적 의미가 부여된다고 할 수 있다. 즉, 각각
의 사실들은 그것과 대립되는 사실들이 함께 서술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서술이 없
는 것에 비하여 더 의미 있게 느껴진다.

2.1.4 내적 주제와 외적 주제의 표현

  Ⅱ장 1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Labov & Waletzsky는 무엇이 발생했는지와 그것을 
말할 만한 이유를 경험을 재현하는 내러티브를 이루는 두 가지 핵심 요소로 지적하
였다. 또, Bruner에 의하면 통념에서 벗어나는 사태는 그것에 대해 말할 만한 이유
를 제공하고 화자는 무엇이 발생하였는지를 이야기함으로써 통념에서 벗어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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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가 어떻게 이해 가능한 것인지를 밝힌다. 이때 통념의 위반에 대해 흥미를 느꼈던 
청자들은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에 주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어떻게 통념에서 벗
어나는 사태가 이해 가능한 것인지, 그 요점(point)을 서술하는 내러티브는 더 흥미
로울 수 있다(Labov & Waletzsky, 1967). 
  황혜진(2006)은 문학 작품의 주제를 진술할 때에는 문학 작품의 중심 줄거리, 그
에 대한 문학 작품 내부의 가치판단, 그에 대한 독자의 가치판단 등이 포함될 수 있
음을 지적하였다. 이 중 문학 작품의 중심 줄거리와 그에 대한 문학 작품 내부의 가
치판단이 통념의 위반이 어떻게 해소되었고 그래서 저자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한다
는 것인지에 관한 것으로서 내러티브의 요점이라고 할 수 있다.34)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요점을 뒤에 소개되는 외적 주제와 구분하여 내적 주제라고 지칭한다. 즉, 
글의 중심 줄거리나 그에 대한 저자의 가치판단이 요점이고 내적 주제이다. 
  그런데 내적 주제는 항상 명시적으로 서술되지는 않는다. 특히 전통적인 교과서와 
같은 서사성이 낮은 수학 내러티브는 논리적 관계에 따라 내용을 순차적으로 배치
할 뿐 그 전체 내러티브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언급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것은 수리 논리적 관계를 중시하는 수학 텍스트의 전통적인 표현 방법 
때문으로 보이지만, 또한 수학 내러티브의 요점을 찾는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흥미
를 반감시키지 않기 위한 서술자의 배려도 작용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요점을 찾
지 못한다면 수학 텍스트는 낱낱의 내용들이 독립적으로 적힌 백과사전과 같은 것
으로서 문맥이 형성되지 않아 의미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학생 수준에 따라
서는 수학 텍스트의 요점을 명시적으로 서술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요점의 명시적인 서술의 중요성은 Ausubel의 유의미 학습이론에서도 주장된 바 
있다. 그는 학습자에게 학습 내용의 구조화된 의미를 먼저 제공하면 개념 학습에 향
상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개념을 제시하는 최선의 절차는 “무엇을 말할 것인지
를 말하고, 그것을 말하고, 무엇을 말했는지를 말하라(Egan, 2008: 20에서 재인용)”
라는 것이다. 이때 무엇을 말할 것인지를 말하는 것, 또 무엇을 말했는지를 말하는 
것이 요점의 명시적인 서술이라고 할 수 있다. 
  수학적 사실들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요점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내적 
주제의 부각을 위해서는 보다 의도적인 서술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다음 예와 같이 
교과서 본문의 앞부분에 오는 학습목표에서 내적 주제를 부각시켜 서술할 수 있다.

34) 한편, 독자가 이러한 요소들을 읽으면서 갖게 되는 자신의 가치판단은 내러티브에 대한 
감상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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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S4. 학습목표의 선택] 
In this chapter, you will learn how to 
  ▲ represent numbers on the number line and order them;
  ▲ use the symbols =, ≠, >, <, ≥, ≤;
  ▲ perform mental calculations with whole numbers;
  ▲ perform calculations with whole numbers using a calculator;
  ▲ check the accuracy of a calculation by estimation.

[비교1. New Syllabus의 제1장의 모든 절]
The concept of Whole Numbers
Ordering of Whole Numbers
Natural, Even and Odd Numbers
The Number Line
Addition and Subtraction of Whole Numbers
Commutative and Associative Law of Addition
Multiplication and Division of Whole Numbers
Laws of Multiplication of Whole Numbers
Order of Operations
Rounding off Whole Numbers
Use of Calculator

  [비교1]은 이 교과서가 이 장(chapter)에서 다루는 모든 절의 제목을 나열하고 
[예S4]에 포함된 내용에 밑줄을 그은 것이다. 저자는 의도적으로 일부 내용만을 선
택하여 학습목표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습목표에서 선택된 내용을 중심
으로 생각하면 이 장에서 다루는 자연수의 연산법칙은 머릿셈을 하거나 계산기의 
결과를 머릿셈으로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장에서 무엇
을 말할 지 그 요점이 학습목표로 제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외적 주제는 내러티브를 통해 화자가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감추어진 주제
로서 내적 주제와 구분된다. 예를 들어, 새엄마에게 구박받지만 하늘이 콩쥐를 도와
서 결국 원님의 아내가 되어 행복하게 산다는 콩쥐팥쥐의 줄거리는 내적 주제를 이
룬다. 하지만 잘 알려진 것처럼 저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 착함을 권하고 악을 경계
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이것을 외적 주제로 볼 수 있다.
  수학 내러티브는 논리 수학적 사고의 결과들을 서술한 것이기 때문에 내적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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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도 외적 주제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Euclid 원론 Ⅰ권의 첫 번째 명제의 증명에서는 공준3에 
의해 주어진 선분의 양 끝점을 각각 중심으로 하는 두 개의 원을 그리고 공준1에 
의해 두 원의 교점 중 하나와 주어진 선분의 양 끝점을 연결해 정삼각형을 작도할 
수 있다는 요점을 정리할 수 있지만, 이 증명을 통해 Euclid가 간접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논리 수학적으로 상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실재적 참에 구애
받지 않는 그럴듯한 상상은 수학 내러티브의 외적 주제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Euclid 원론 Ⅰ권은 자명한 다섯 개의 공준으로부터 당연하다고 볼 수 없는 피
타고라스의 정리와 그 역 명제를 증명하면서 마무리 되는데, 이와 같이 자명한 사실
이 자명하지 않은 사실을 함의하는 것으로부터 복잡한 세계가 비교적 단순한 원리
에 의해 작동한다는 메시지를 얻을 수 있다.35) 이것은 Euclid 원론 Ⅰ권이 세계가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논리적 증거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로 세계는 생각만큼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보다는 Euclid 원론 
Ⅰ권의 내적 주제와 세상에 대한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럴듯한 상상을 통해 
얻어진 메시지일 뿐이다.36)

  이때 외적 주제는 마스터플롯을 자극함으로써 내러티브의 주요 흥미 요소가 될 
수 있다. Ⅱ장 3.3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Abbott(2010)은 백설공주 스토리가 계속해
서 만들어지고 꾸준히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 이유를, 백설공주 스토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즉, 권선징악과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와 유사하게 Euclid 원론 Ⅰ권의 외적 주제로 상정했던 복잡한 세계의 단순한 구성
도 사람들의 마스터플롯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지구에는 매우 많은 물질이 
있지만 그것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많아야 118 종류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또,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복잡 미묘한 처세술도 필요하지만 
결국 근면, 성실, 진심 등의 단순한 원리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만 같지 못하다는 경
험을 하기도 한다. 이런 경험을 통해 형성된 마스터플롯은 Euclid 원론 Ⅰ권이 전해
주는 복잡한 세계의 단순한 구성이라는 메시지와 일치한다.
  외적 주제는 저자나 독자의 그럴듯한 상상을 바탕으로 얻어지기 때문에 수학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교과서에 그것을 명시적으로 서술하는 것은 어려운 일

35) Euclid 원론 Ⅰ권뿐 아니라 공리로부터 형식적으로 구성되는 모든 수학 체계에서 이러한 
외적 주제를 찾을 수 있다.
36) 그럴듯한 상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외적 주제도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
라질 수 있다. 특히 저자와 독자가 생각하는 외적 주제도 서로 다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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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것이다. 이 소절에서 수학 내러티브의 흥미 요소의 사례로 들었던 싱가포르 교과
서 New Syllabus에서도 외적 주제의 명시적 서술은 찾을 수 없었다. 이 교과서의 
대수 영역은 자연수(Whole number), 약수와 배수(Factor and Multiples), 수열
(Number Sequences and Problem), 분수와 소수(Fractions and Decimals), 실
수(Real Number), 어림과 근사(Estimation and Approximation), 기본 대수(Basic 
Algebra), 대수 방정식(Algebraic Equations) 등 연속적으로 배치 된 8장으로 구성
된다. 이때 이 부분의 내적 주제를, ‘자연수, 양의 유리수, 음수를 비롯한 실수와 그 
연산을 공부하고, 실수의 연산 법칙으로부터 얻어지는 방정식37)의 풀이 방법을 이용
해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 스토리는 미지의 값을 문
자의 사용과 연산 법칙의 적용을 통해 체계적으로 찾아내는 놀라움38)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필요한 것을 체계적으로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세계가 질서정연하다
는 메시지를 상상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일종의 외적 주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러한 외적 주제는 수업과 같이 교과서보다 비교적 자유로운 형태의 수학 교수학습
에서 화자의 내러티브를 통해 말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 화자가 
표현하는 외적 주제는 수학적 사실들에 평가나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수학 내러티브
의 서사성을 높인다고 할 수 있다.

2.1.5 저자의 정서 표현

  이경화(2002)는 일상적인 초등 수학 수업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의도적으로 
수학적 대상이나 조작에 감정을 이입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예를 들어, 485센티미터
를 4미터 85센티미터로 바꾸는 것을 ‘멋있다’ 고 표현하기도 하고, ‘분수와 소수가 
섞여 있어서 불쌍하죠? 우리 모두 분수로 바꾸어줄까요?’라는 설명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방법은 초등 저학년뿐 아니라 고학년까지 사용되고 있었다(pp.447-448). 초
등 저학년과 고학년의 일상적인 수업에서 교사가 의도적으로 감정 이입을 사용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효과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경화(2002)는 이것을 딱딱하고 어려
워 산만해지기 쉬운 수학 수업에서 자신감, 자부심, 잘 하고 있다는 느낌 등을 심어
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였다(p.447). 

37) New Syllabus에서 다루는 방정식은 일차방정식이다.
38) 일차방정식의 이론을 공부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학생에
게 체계적인 일차방정식 풀이 방법은, 막막함이라는 통념에 대한 벗어남으로서 놀라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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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본 연구의 관점에서 보면, 수학적 대상이나 조작에 대한 감정 이입은 화자
(교사)가 수학적 사실들에 대해 그럴듯한 상상을 발휘했을 때 발생한 정서를 표현한 
것이다. 이와 같이 화자가 수학 내러티브 내부의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자신의 정서
를 부각시키면,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던 학생들은 자신과 같은 감정을 갖는 교사
에게 동료의식을 느끼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교사의 감정이 통념의 위반으로 작
용하여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상가포르의 교과서에서도 저자의 정서 표현을 일부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New Syllabus는 연산 법칙을 이용해 머릿셈을 쉽게 하는 방법을 다루는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저자의 정서를 서술하였다.

[예S5. 10의 거듭제곱은 친근하다] 
1, 10, 100 ... are friendly numbers.

  10의 거듭제곱에 대한 ‘friendly’라는 표현은 ‘자주 접하는’ 또는 ‘자주 사용되는’
이라는 설명적 표현에 비해 저자의 정서가 묻어있는 표현으로서 학생이 수학 개념
을 개인화함(personalizing)으로써 수학 내러티브에 대한 흥미나 의미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Schiro, 2004: 89).
  이때 저자의 정서 표현도 앞서 살펴 본 외적 주제의 표현과 같이 수학적 사실들
에 대한 평가나 의미 부여로서 수학 내러티브의 서사성을 높인다고 할 수 있다. 

2.2. 흥미 요소와 내러티브 사고 양식 적용의 관계

  Ⅱ장에서 살펴 본 것처럼 사람들은 낱낱의 경험에 내러티브 사고 양식을 적용함
으로써 내러티브를 생성한다. 이 과정에서 경험이 조직, 해석, 이해되며 그 결과 의
미가 발생한다. 특히 통념의 위반에 접하면 이를 자신의 경험과 문화를 바탕으로 통
일되게 이해하기 위해 내러티브 양식을 상상적으로 적용하여 그럴듯한 내러티브를 
생성한다. 경험, 내러티브 사고 양식, 내러티브 사이의 이와 같은 관계를 수학적 경
험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저자가 이미 자신이 경험하고 획득한 수학적 사실들에 대해 내러티브 사고 양식
을 적용하여 생산한 내러티브가 수학 내러티브이고 이것이 글과 말로 구체화된 것
이 수학 텍스트이다. 수학 텍스트에는 수학적 사실들이 스토리 형식을 갖추어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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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것에 이르는 논리 수학적 사고가 진술되어 있다. 독자(또는 
학생)는 그 수학 텍스트를 통해 수학적 사실들을 접하고 논리 수학적으로 사고함으
로써 수학적 사실들을 올바르게 구성하고 이해할 수 있다. 독자는 이렇게 경험하고 
획득한 수학적 사실들에 대해 내러티브 사고 양식을 적용함으로써 자신의 수학 내
러티브를 생산할 수 있다. 그리고 수학 내러티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수학적 사실
들에 대한 의미가 발생한다.
  2.1절에서 살펴 본 수학 텍스트의 내러티브적 흥미 요소들은 독자가 내러티브 사
고 양식을 동원하여 그 텍스트를 이해하고자 할 때 그러한 사고를 보조하거나 유발
하는 역할을 한다. 유능한 독자는 수학적 사실들이 내러티브로 조직되어 있지 않아
도 낱낱의 수학적 사실들에 대해 스스로 내러티브 사고 양식을 적용함으로써 수학 
내러티브를 생산하고 결과적으로 의미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수학 텍스트를 통
해 현실화된 수학 내러티브는 낱낱의 수학적 사실들을 내러티브로 조직해 놓음으로
써 독자가 수학적 사실들에 내러티브 사고 양식을 동원하는 것을 돕는다. 이때 수학 
텍스트의 내러티브적 흥미 요소들은 독자가 수학적 사실들에 대한 의미를 구성하기 
위해서 그것들에 내러티브 사고 양식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내용들
이다. 수학 텍스트가 포함한 내러티브적 흥미 요소들은 수학적 사실들에 대해 저자
가 파악한 것으로서 학생이 비슷한 방식으로 사고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즉, 저
자와 학생은 동일한 수학적 사실들에 대한 내러티브 사고 양식 적용의 결과를 수학 
텍스트를 통해서 소통한다.
  구체적으로 수학 내러티브의 흥미 요소 중 내용의 일체성은 수학적 사실들을 파
편화되지 않게 나열함으로써 독자가 일련의 수학적 사실들로부터 스토리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예S1]에서 덧셈에 대한 곱셈의 분배법칙을 다루고 
이어서 뺄셈에 대한 곱셈의 분배법칙을 다루는 것은 [예KA1]에서 덧셈에 대한 곱셈
의 분배법칙만을 다루는 것보다 스토리 형식을 갖추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대상들 간의 갈등도 일련의 수학적 사실들로부터 스토리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돕
는다는 점에서 내러티브 사고 양식의 적용을 보조한다. 예를 들어, [예S3]은 교환법
칙의 성립 유무와 관련하여 덧셈과 뺄셈을 대조함으로써 덧셈의 교환법칙만 서술하
는 것에 비하여 보다 긴장감 있는 스토리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수학 내러티브의 흥미 요소 중 내적 주제와 외적 주제의 표현도 독자의 내러티브 
사고 양식의 적용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어떤 수학 내러티브의 저자가 내적 
주제와 외적 주제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독자는 그 수학 내러티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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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는 과정에서 주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독자가 수학 내러티브에 
대해 내러티브 양식을 동원해 사고함으로써 주제를 구성하는 과정이다. 이때 수학 
내러티브의 명시적인 주제 표현은 독자의 수준에서 주제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 
주제 구성을 돕고, 독자가 수학 내러티브의 주제를 파악한 경우에도 그것을 저자가 
제시한 주제와 비교하면서 음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수학 내러티브에 포함된 저자의 정서 표현도 독자의 내러티브 사고 양식의 적용
과 그에 따른 흥미 또는 의미의 형성에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수학 내러티브를 
경험하고 재현하여 자신의 내러티브를 구성하고, 그것이 갖는 내적 주제와 외적 주
제를 파악하고, 마스터플롯과의 일치에 따라 정서적 의미를 구성하는 것은 독자 자
신의 역할이다. 수학 내러티브에 드러난 저자의 정서는 독자에게는 같은 스토리에 
대한 다른 사람의 정서로서 독자의 정서 형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상
황은 Ⅵ장 2절에서 살펴 볼 수업연구3의 학생과 교사의 대화를 통해 확인된다. 교
사가 내러티브를 발화하여 정서를 드러냈을 때 비로소 학생2가 수학적 사실들에 내
러티브 사고 양식을 상상적으로 적용하여 내러티브를 구성하고 정서를 환기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수학 내러티브의 흥미 요소들이 독자의 내러티브 사고 양식을 보조하
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해서 그것이 수학 텍스트에 없어도 좋은 것은 아니다. 전통
적인 교과서와 같은 수학 텍스트는 수학적 사실들을 내러티브로 조직하기보다는 논
리 수학적 사고의 진술에 치중함으로써 내러티브적 흥미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수학적 사실들을 내러티브로 조직할 때 얻어지는 인지적 
또는 정서적 의미의 구성에 실패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수학 텍스트가 여러 
가지 흥미 요소들을 포함하는 것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한편 수학 텍스트의 내러티브적 흥미 요소 중 통념의 위반은 다른 흥미 요소들
보다 더 특별한 역할을 수행한다. 수학적 사실들을 통념과 그것에서 벗어나는 형
식으로 서술하면 인지적 흥미를 유발하고 더불어 그 위반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
고를 작동시킬 수 있다. 이를 활용하면 수학적 사실들을 흥미롭게 제시하여 수학 
학습에 대한 동기를 제공하며 인지적 의미와 정서적 의미를 형성시킬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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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통념의 위반에 의한 내러티브 사고 양식의 활성화

  이 소절에서는 수학 텍스트의 내러티브적 흥미 요소 중 특히 통념의 위반이 수학
적 사실들에 대한 내러티브 사고 양식을 활성화한다는 점에 대해 논의한다. 이것은 
이어지는 3절에서 내러티브 사고 양식 적용에 의한 의미의 구성을 논의하기 위한 
선행 논의로서 필요하다. 이를 위해 내러티브 사고 양식을 패러다임적 사고 양식과 
비교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Ⅱ장에서 내러티브 사고 양식을 기존 내러티브나 경험에 대한 해석을 통해 새로
운 내러티브를 생산하여 기존 내러티브나 경험을 이해하는 사고로 보았다. 새로운 
내러티브의 생산은 기존 내러티브나 경험을 자신의 문화의 틀 속에서 그럴듯하게 
이해하기 위한 인식 행위였다. 이때 경험이 수학적 사실들에 대한 경험이라면 수학
적 사실들에 대한 자신의 내러티브를 생산함으로써, 즉 수학적 사실들에 대해 내러
티브 사고 양식을 적용함으로써 그것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수학적 사실들에 대해 자신의 내러티브를 생산하는 것은 수학을 수리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과는 다르게 수학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
는 ‘수학적 사실들에 대한 내러티브 사고 양식’을 간단히 ‘수학에 대한 내러티브 사
고 양식’ 또는 문맥상 혼동의 여지가 없을 때에는 더 간단히 ‘내러티브 사고 양식’
이라고 지칭하기로 한다.
  수리 논리적인 수학적 사고 양식과 수학에 대한 내러티브 사고 양식의 구분은 
Bruner의 논의에 기반 한 것이다. Bruner(2005)에 따르면 우리는 경험이나 지식을 
조직하고 구조화하는 데 두 가지 종류의 사고 양식을 사용한다. 하나는 패러다임적 
사고 양식으로서 ‘물리적인 사물(physical things)’을 다루는데 보다 전문화된 것이
고, 다른 하나는 내러티브 사고 양식으로서 ‘사람들과 그들의 문제(people and 
their plights)’를 다루는데 보다 전문화된 것이다(p.92). 하지만 Bruner가 두 가지 
사고 양식이 보다 전문적으로 적용되는 각 영역을 구분한 것은 설명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배타적인 영역의 구분이 아니다. 그는 하나의 영역에서 두 가지 사고 양식
이 서로 보완적으로 사용될 때 세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사물들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그 사물들이 어떻게 그러한 방식에 이르게 되었으며, 그
리고 그것들이 어디로 진행되는가에 관한 대안적인 “스토리”에 대해 정중한 “현실적인 
마음”은 과학적 사고에 대해 정반대적인 것이 아니다. 과학적 설명은 내러티브 해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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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반하고, 내러티브 해석 역시 과학적 설명을 수반한다. 결국 스토리는 또한 이론에 
대한 인간의 의미를 다룬다. 사실 사회과학에서의 몇몇 이론적 노력들은 신뢰할 수 있
고 분별력 있는 내러티브에 의해 풍요로워지고, 심지어 구체화되고 분명해지기도 한다.
(Bruner, 2005: 232)

  패러다임적 사고 양식과 내러티브 사고 양식은 대상을 다루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패러다임적 사고 양식에서는 비모순성을 추구하고, 조작, 연산 등을 사용해 
개념화, 범주화, 체계화하며, 입증 가능한 근거에 기반 하여 일반적인 원인을 찾는
다. 또, 어떤 가설에 의해 도출된 관찰 가능한 사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특별한 절
차를 사용한다(Bruner, 2011b: 36). 한편 내러티브 사고 양식에서는 인간의 행위가 
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논리적, 인과적, 실험적 방법이 아닌 그
럴듯한 해석을 추구한다. 예를 들어, 떨어지는 사과를 보는 Newton의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실험으로는 알 수 없고 그럴듯한 내러티브를 구성함으로써 해석
할 수 있다(Bruner, 2005: 280, 310).
  패러다임적 사고 양식은 논리, 추론, 실험 등에 의한 사고로서 논리적 명제 또는 
과학적인 가설의 진위를 가려내는 역할을 한다. 이에 반해 내러티브 사고 양식은 과
학이나 수학의 분야에서 가설들을 생성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Bruner, 2011b: 
35). 구체적으로 Bruner(2005)가 소개한 Bohr의 일화는 내러티브 사고 양식이 과
학의 가설을 생성하는 사례를 보여준다.

Niels Bohr는 그가 물리학의 상보성을 밝혀 낼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 고백한 바 있
다. . .. 그의 아들이 동네 잡화점에서 장신구를 훔쳤다. . .. “그러나 나는 사랑이라는 
관점과 정의라고 하는 측면 모두에서 내 아들을 바라볼 수는 없었다는 점이 충격이었
다.” 이것을 통해 그는 그것이. . . 둘 중 하나만 볼 수 있는 그런 양면성 같다고 느끼
게 되었다. . .. 수학은 . . . 올바른 내러티브를 파악하며 이해하고 있었다.
(Bruner, 2005: 313-314)

  한편 내러티브 사고 양식은 Ⅱ장 2절에서 논의한 것처럼 우리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Bruner(2011a)는 Feldman의 연구에 등장하는 Emily라는 
어린이의 내러티브를 예시하면서 내러티브 사고 양식은 어릴 때부터 사용하는 사고
로서 우리가 의미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주요 수단임을 강조하였다(pp.127-128). 
  요컨대, 사람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논리, 추론, 실험 등을 사용하는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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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사고 양식과 그럴듯한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내러티브 사고 양식을 사용하는데, 
패러다임적 사고 양식은 가설의 진위를 판단하고 내러티브 사고 양식은 가설을 생
성하고 경험에 의미를 부여한다(<표 Ⅳ-3>).

구분 패러다임적 사고 양식 내러티브 사고 양식

보다 전문화된 영역 물리적인 사물 사람들과 그들의 문제

사고방식 논리, 추론, 실험 그럴듯한 해석을 추구

역할 가설의 진위 판단 가설의 생성, 경험에 의미 부여

<표 Ⅳ-3> 패러다임적 사고 양식과 내러티브 사고 양식

  패러다임적 사고 양식, 즉 논리 과학적 사고를 수학의 영역에서는 ‘논리 수학적 
사고’ 또는 ‘수학적 사고’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Bruner에 따르면 패러다임적 
사고 양식과 의미를 형성하는 내러티브 사고 양식은 서로에게 환원될 수 없지만 서
로를 확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고(Bruner, 2011b: 33; 2005: 232) 
공존하면서 상호 보완할 수 있다(Bruner, 2005: 278-279). 이것은 수학적 사고와 
수학에 대한 내러티브 사고 양식이 수학의 이해에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수학에 대한 내러티브 사고 양식은 그동안 수학적 사고의 
교육을 통해 이루기 어려웠던 가설의 생성이나 수학적 경험에 대한 의미의 부여와 
관계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수학적 사고와 수학에 대한 내러티브 사고 양식의 구체적인 양상으로 수학적 상
상과 내러티브 양식의 상상적 적용을 생각할 수 있다. Bruner(2011b)에 의하면 패
러다임적 사고 양식의 상상적 적용은 어떤 형식적인 방법에서 그것들을 증명할 수 
있기 전에 가능한 형식적 관련성을 이해하는 능력이고, 내러티브 양식의 상상적 적
용은 반드시 참은 아니라 할지라도 훌륭한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능력이다(p.37). 
이것은 각각 논리 과학적인 틈을 메우는데 필요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능력과 사
건들 사이의 틈을 메우는데 필요한 그럴듯한 해석을 떠올리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
으로 보인다. 특히 내러티브 양식의 상상적 적용의 구체적인 모습은 Ⅱ장 3.2절에서 
살펴본 Bruner가 통념에서 벗어나는 사례로 제시한 ‘우체국에서 성조기를 흔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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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통해 파악된다. 그 사례에서 일상심리학적 대화 상대자는 이 이해하기 힘든 
사태를 설명하기 위해 ‘오늘이 국경일이다’, ‘지역 재향군인지부가 모금행사를 한
다’, ‘그가 애국주의자이다’ 등의 사건을 떠올려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었다. 이와 
같이 주어진 경험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럴듯한 사건이나 해석을 떠올리는 것이 내러
티브 양식의 상상적 적용이다. 
  수학적 상상에 대한 Perkins(1985)의 논의는 Bruner의 패러다임적 사고 양식의 
상상적 적용의 의미를 수학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Perkins는 삼각형의 넓
이 공식을 찾는 문제를 예로 들고 있다(p.16).

[그림 Ⅳ-6] 수학적 상상에 의한 삼각형의 넓이 공식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림 Ⅳ-6]과 같이 우선 같은 삼각형을 하나 
더 추가하여 평행사변형을 만들고, 다음으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평행사변형을 잘
라 붙여서 직사각형을 만드는 두 번의 창조적인 변환이 필요하다. 이 두 번의 창조
적인 변환 후에는 삼각형의 넓이 공식과 그 형식적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지만, 이 
두 번의 변환은 그것을 증명할 수 있기 전에 그러한 가능성을 깨달아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 두 번의 창조적인 사고의 생산을 수학적 상상이라고 할 수 있다.
  수학에 대한 내러티브 양식의 상상적 적용의 예로는 Hofstadter의 사고를 들 수 
있다. 이때 Hofstadter의 내러티브 양식의 상상적 적용은 수학 내러티브가 포함하
는 통념의 위반과 관계가 깊다. Ⅱ장 3.2절에서 살펴 본 것처럼 화자는 통념의 위반
을 통해 그 내러티브가 말할 만한 것이라는 근거를 얻고 무엇이 발생했는지를 말함
으로써 그 통념의 위반을 해소하게 된다. 이것은 통념의 위반이 화자로 하여금 내러
티브 사고 양식을 상상적으로 발휘하여 그 통념의 위반을 해소하는 내러티브를 생
성하도록 한다는 것, 즉 내러티브를 생성하는 동기를 제공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우체국에서 성조기를 흔드는 사람’의 사례에서 내러티브 양식의 상상적 적
용이 통념에서 벗어나는 사태의 발생에 의해서 촉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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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절에서 제시한 것처럼 Hofstadter는 외심(O ), 무게중심(G ), 구점원의 중심

(P ), 수심(H ) 등 네 점이 한 직선(Euler 직선) 위에 있고 OG  GP PH 

     이 성립하는 것([그림 Ⅳ-2])에 놀라움을 느꼈다. 이때 네 점 O , G , P , H  
사이에 각각 특정한 관계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통념에 기반 한 예측으로 보면 
Hofstadter의 놀라움은 이 예측이 좌절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Hofstadter는 내심 I 가 Euler 직선 위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또 다른 통념의 위반을 느낀다([그림 Ⅳ-7]). 삼각형에서 중요한 점들이 한 직선 위
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중요한 점의 등장
이 새로운 통념의 위반으로 부각되었던 것이다. 두 가지 통념의 위반을 구분하기 위
해 각각 <통념의 위반 A>와 <통념의 위반 B>로 지칭하기로 한다(<표 Ⅳ-4>). 

I
P

G

H

O

A

B

C

[그림 Ⅳ-7] Euler 직선 위에 있지 않은 내심

통념 위반 특징

통념의 위반 A

O , G , P , H  는 서로 
독립적으로 정의된 네 
점이므로 특정한 관계
가 없을 것이다.

O , G , P , H  는 
한 직선(Euler 직선) 
위에 있음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특정한 관계가 있음

통념의 위반 B

I 도 다른 주요 점들 
O , G , P , H  와 같
이 Euler 직선 위에 
있을 것이다.

I 는 다른 주요 점들 
O , G , P , H  와는 
달리 Euler 직선 위
에 있지 않음

특정한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음

<표 Ⅳ-4> ‘통념의 위반 A’와 ‘통념의 위반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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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fstadter는 <통념의 위반 B>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내러티브적 상상을 하였다

나는 Euler 선분을 사랑했지만 왜 내심 I 가 그 선분으로부터 배제되었는지에 대해 
깊은 혼란을 느꼈다. 그리고 (a) 내심은 분명히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나머지 네 
점과 관계를 맺던가, 아니면 (b) 아마도 특별한 친구들과 자신만의 집단을 이룰 것이
라고 느꼈다.
(Hofstadter, 1997: 4, ‘(a)’, ‘(b)’와 밑줄은 본 연구자에 의한 것임)

  삼각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다섯 점 중 네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지만 오직 
내심만이 그 직선 위에 있지 않다는 사실은 논리 수학적으로 증명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Hofstadter는 그것에 대하여 통념의 위반을 느끼고 (a) 또는 (b)와 같은 
상상을 통해 그 위반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사고는 <통념의 위반 B>를 해결
하기 위해 진위를 떠나서 그럴듯한 해석을 첨가하였다는 점에서 수학에 대한 내러
티브 양식의 상상적 적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Hofstadter는 수학적 사실들로부터 
통념의 위반을 발견하고 이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러티브 사고 양식을 상상
적으로 적용하였다. 이와 같은 Hofstadter의 사례는 통념의 위반이 내러티브 양식
의 상상적 적용을 통하여 내러티브를 생성하는 동기를 제공한다는 Bruner의 설명
이 수학 내러티브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그러나 수학에 대한 내러티브 사고 양식의 적용이 항상 수학 내러티브가 포함하
는 통념의 위반에 의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수학 내러티브가 통념의 위반을 포함
하지 않더라도 교과서와 같은 수학 텍스트를 읽고 독자가 자신의 머릿속에서 수학
적 사실들을 스토리 형식을 갖추어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러티브 사고 양식을 필요
로 한다. 이때 내러티브 사고 양식은 Hofstadter와 같은 그럴듯한 상상을 포함하기
보다는 일련의 사실들에 스토리를 부여하는 사고라고 할 수 있다. 수학적 사실들의 
연쇄를 스토리 형식을 갖추어 이해하려고 시도하던 중에 통념의 위반을 만나게 되
면 Hofstadter의 사례와 같이 내러티브 사고 양식을 상상적으로 적용하여 통념의 
위반을 해소하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통념의 위반은 내러티브 사고 양식의 적용이 아니라 패러다임적 사고 양식
의 적용을 유발할 수도 있다. Peirce의 가추법에서 그러한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
다. Peirce는 대표적인 논리적 추론 방법인 연역법과 귀납법 외에 문제해결의 과정
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가추법(abduction)도 일종의 추론 방법임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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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치 못한 놀라운 사실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예측으로부터 필연
적이거나 개연적으로 그 사실에 이르러야 하는데, 가추법은 이러한 예측의 단계로서 
가설을 채택하는 추론 과정이다(강미정, 2007: 153). 이것은 기존의 규칙들에 형식
논리를 적용하여 결론을 추론하는 연역법과도 다르고, 여러 가지 사례를 관찰하여 
일반적인 원리를 도출하는 귀납법과도 다른 것으로서, 예기치 못한 사태에 직면하여 
기존의 규칙을 바탕으로 그 사태를 설명해주는 적절한 가설을 세우는 사고이다
(Hartshorne & Weiss, 1998: 374, <표 Ⅳ-5>). 이때 가추적 사고가 예기치 못한 
사태, 즉 통념의 위반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내러티브 사고 양식의 유발에 대한 
Bruner의 설명과 상통하는 면이 있다. 

사고
순서 연역법 귀납법 가추법

1 규칙
이 가방 안의 모든 
콩들은 흰색이다.

사례
이 콩들은 이 가방
에서 껴냈다.

규칙
이 가방 안의 모든 
콩들은 흰색이다.

2 사례
이 콩들은 이 가방
에서 꺼냈다.

결과 이 콩들은 흰색이다.
(예기치 
못한)
결과

이 콩들은 흰색이다.

3 결과 이 콩들은 흰색이다. 규칙
이 가방 안의 모든 
콩들은 흰색이다.

사례
(가설)

이 콩들은 이 가방
에서 꺼냈다.

<표 Ⅳ-5> Peirce의 가추법

  Peirce와 Bruner의 생각이 상통하는 것은 논리 과학적 사고와 내러티브 사고 양
식 사이의 긴밀한 관련성을 보여준다. 가추적 사고에 의한 가설은 그러한 가설이 반
드시 성립한다는 논리적 근거에 의존하여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내러티브
적이다. 그 가설은 연역이나 귀납에 의해 참이기 때문에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
게 설정했을 때 이전의 규칙이 예기치 못한 결과를 논리 과학적으로 잘 설명하기 
때문에 설정된다. 이때 연역이나 귀납의 도움을 받지 않고 논리 과학적으로 적합한 
어떤 가설을 떠올리는 것은 매우 창의적인 사고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러한 창의
적인 사고는 상상적으로 적용되는 내러티브 사고 양식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앞서 살펴보았던 Bohr가 상보성의 원리를 발견한 사례에서, Bohr는 양자역학
에서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측정할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하여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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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상의 세계에서 관찰되는 현상과 다르기 때문에 통념의 위반을 느꼈을 것이다. 
Bohr는 이 과학적 상황을 아들을 교육하면서 얻은 경험에 비유함으로써, 즉 내러티
브적으로 사고함으로써 상보성 원리라는 창의적인 논리 과학적 사고를 생산해 낼 
수 있었다. 그러나 상보성 원리라는 아이디어가 창안된 후에 수학에 의해 그 논리 
과학적 정당성을 보장받을 수 없었다면 그것은 양자역학의 원리로 받아들여지지 못
했을 것이다. Bohr는 통념의 위반에 대해 내러티브적이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논리 
과학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적절히 사고하였다. 이것은 논리 과학적 사고에 도움
이 되도록 건설적으로 내러티브 사고 양식을 적용하는 것의 어려움을 시사한다. 
  통념의 위반과 논리 과학적 사고에 대한 이상의 논의는 수학 내러티브가 포함하
는 통념의 위반이 내러티브 사고 양식이 아닌 논리 수학적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
음을 시사한다. 또, 수학에 대한 내러티브 사고 양식이 논리 수학적 사고를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요컨대 수학에 대한 내러티브 사고 양식이 반드시 통념의 위반을 필요로 하는 것
도 아니고 또 통념의 위반이 반드시 수학에 대한 건설적인 내러티브 사고 양식을 
유발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Hofstadter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통념
의 위반은 수학에 대한 내러티브 사고 양식의 유발을 돕는 수학 내러티브의 주요한 
흥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통념의 위반은 독자가 그 수학 내러티브에 
흥미를 느끼고 내러티브 사고 양식을 발휘하도록 하는 촉발제가 될 수 있다.
  한편, 수학 텍스트가 포함하는 통념의 위반이 인지 갈등 상황과 구별되는 것인지
의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깨끗이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
은 차이를 지적할 수 있다. 보통 수학 교과에서 인지 갈등은 새로운 수학 개념을 논
리 수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제공된다. 즉, ‘학생은 논리 수학적으로 
A라는 믿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A가 아니라 B임이 드러난다. 학생은 논리 수학
적인 인지 구조를 동화 또는 조절하여 B를 이해한다.’와 같은 과정에 의해 학습이 
가능하고 이때 초기의 인지 갈등은 흥미와 불안을 유발한다(최은주, 2001). 이러한 
갈등이 발견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개념 정의’와 ‘개념 이미지’ 사이의 인지 갈등이
다(김연식, 우정호, 박영배, 박교식, 2001). 예를 들어, ‘분수함수는 불연속함수이다’
와 같은 오개념과 정확한 개념 사이에 인지 갈등이 존재한다(이경화, 신보미, 2005). 
  이에 반해 Bruner의 통념의 위반은 내러티브 사고 양식과 관련된 것이다. 통념은 
일상적인 견해나 기대로서 반드시 개인의 논리 수학적 사고에 의한 것일 필요는 없
다. 또 이것은 한 개인의 것이라기보다는 그 개인을 둘러싼 문화에 의해 형성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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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즉, ‘학생은 평소의 경험을 바탕으로 A를 기대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B임이 
드러난다. 학생은 자신의 기대에 반하는 사태에 접하여 흥미를 느끼고 상상을 첨가
하여 내러티브를 생성함으로써 이 인지적 갈등을 해소한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예
를 들어, Ⅵ장 2절에서 서술되는 수업연구2-1에서 학생들은 복소수를 기하적으로 
표현할 수 없다는 믿음을 통념으로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믿음은 논리 수학적 사고
에 의한 믿음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단순한 기대 
또는 예측이다.
  요컨대, 인지 갈등은 논리 수학적으로 알려 주었는데도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여 
올바른 논리 수학적 사고와의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고, 통념의 위반은 가르쳐 주지 
않은 새로운 지식이 그 전까지 알고 있던 지식과 달라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인지 갈등을 통해서는 논리 수학적 인지 구조의 변경을 낳게 되고, 통념의 위반
을 통해서는 내러티브 사고 양식이 활성화된다. 즉, 인지 갈등은 학생이 가지고 있
는 잘못된 논리 수학적 개념을 수정해야 한다는 가정을 가지고 있는 반면, 통념의 
위반은 그러한 수정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움을 바탕으로 새로운 개념을 
소개하려는 것이다.
  통념의 위반과 놀라움의 구별에 대한 의문도 제기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놀라움
은 기대했던 것이 있고 그것과 다른 사태가 발생했음을 의미한다(Bruner, 2011b: 
94). 즉, 놀라움은 통념의 위반이 발생했을 때 이어서 발생하는 감정으로 볼 수 있
다. 그러나 수학 교수학습에서 통념의 위반을 활용할 때 놀라움이라는 정서의 발생 
자체가 목표라기보다는 수학적 사실들에 대해 내러티브 사고 양식 또는 논리 수학
적 사고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더 큰 목표라고 할 수 있다. 

3. 내러티브 사고 양식 적용에 의한 의미의 구성

  2절에서는 수학 내러티브의 흥미 요소가 독자의 내러티브 사고 양식의 적용을 보
조 또는 활성화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는 독자가 내러티브적 흥미 요소
를 포함한 수학 내러티브를 접했을 때 수학적 사실들에 내러티브 사고 양식을 적용
함으로써 의미를 구성할 수 있음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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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수학적 사실들에 대한 인지적 의미의 구성

  2.1절에서 내용의 일체성, 통념의 위반, 대상들 간의 갈등과 같은 내러티브적 흥
미 요소를 갖춘 수학 내러티브의 사례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흥미 요소들을 갖추어 
수학적 사실들을 서술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실들을 연역적으로 나열하는 것과는 
구분된다. 물론 수학적 논리에 어긋나지 않게 내용을 서술하는 것은 수학 텍스트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조건이다. 그러나 동시에 내러티브적 흥미 요소를 갖추기 위
해서는 서로 가까운 사실들, 통념과 그것에서 벗어나는 사실들, 대상들 간의 서로 
반대되는 특성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 그렇게 파악된 사실들을 효과적으로 배
열하고 그러한 특성을 강조하여 서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서술은 여러 가지 수학
적 사실들 사이의 관계를 드러내어 인지적 의미의 구성을 돕는다.
  다음은 어느 2007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에서 외접원 및 외심에 대해 서술한 것이
다. 이것은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취하는 서술 방식이다.
  

[예KF.39) 외심의 존재]
  수학 실험에서 △ ABC의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은 모두 한 점 O에서 만나고, 이 점 
O에서 세 꼭짓점 A, B, C 까지의 거리가 같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점 O에서 세 꼭짓점까지의 거리를 반지름의 길이로 하는 원을 그리면 이 
원은 세 점 A, B, C 를 모두 지난다.
  이와 같이 △ ABC의 세 꼭짓점을 지나는 원을 O라고 하면 원 O는 △ ABC에 외접
한다고 한다. 또 원 O를 △ ABC의 외접원이라 하고, 외접원의 중심 O를 △ ABC의 
외심이라고 한다.

외심

O

A

B C

39) KF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어느 ‘중학교 수학 2’ 교과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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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KF]은 예각삼각형을 오려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을 접어보는 수학 실험에 이어
지는 서술이다. 이때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을 생각해 보는 활동은 아래의 [서술3]에
서 보듯이 세 꼭짓점으로부터 같은 거리를 갖는 점, 즉 외접원의 중심이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서술은 논리적으로 잘 짜여진 연
역적인 설명이다. 그러나 전체 수학 내러티브 속에서 각각의 수학적 활동이나 사실
들에 부여되는 의미가 [서술3]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 특히 갑자기 세 변의 수
직이등분선을 도입하는 이유가 의아스럽다. 
  [서술3]은 [예KF]보다 높은 서사성과 내용의 일체성을 갖추어 서술한 것이다.

[서술3. 두 점을 지나는 직선과 세 점을 지나는 원]
  우리는 평면 위의 두 점이 그것을 지나는 직선을 유일하게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그림 Ⅳ-8]).
  그렇다면 평면 위의 세 점이 결정하는 도형이 있을까?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을 때([그림 Ⅳ-9]), 삼각형이 그러한 대표적인 도형이
지만, 원도 그러한 성질을 가지는 후보자가 될 수 있다. 그러한 원이 있다면 그 원의 
중심은 [그림 Ⅳ-10]과 같이 선분 AB의 수직이등분선 l 위에 있다. 또, 마찬가지로 
[그림 Ⅳ-11]에서와 같이 선분 BC의 수직이등분선 m 위에 있다. 그런데 두 직선 l 과 
m 이 오직 한 점 O에서만 만나기 때문에 점 O가 바로 그러한 성질을 갖는 유일한 
원의 중심이다([그림 Ⅳ-12]). 즉, 평면 위의 일직선상에 있지 않은 세 점은 그것을 지
나는 원을 결정한다. 이 원을 처음에 주어진 세 점을 지나는 삼각형의 외접원이라고 
하고, 외접원의 중심 O를 그 삼각형의 외심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일직선 위에 있는 세 점이 유일하게 결정하는 도형은 무엇인가?
  이 세 점 중 서로 다른 두 점이 결정하는 직선 세 개가 사실은 같은 직선이고 이것
이 이 세 점이 유일하게 결정하는 도형이다([그림 Ⅳ-13]).
  왜 같은 세 점인데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은 원을 결정하고 일직선 위에 있
는 세 점은 직선을 결정하는가?
  [그림 Ⅳ-14]와 같이 일직선 위에 있는 세 점 D, E, F 를 생각하자. 또, 두 점 D, 
E 와, 이 두 점이 결정하는 직선에 가까이 있는 다른 한 점 F´ 이 결정하는 원을 생
각하자. 이때 점 F´ 을 점 F 에 점점 더 가까이 가져가면 세 점 D, E, F´ 이 결정하
는 원은 점점 더 세 점 D, E, F 를 지나는 직선에 가까워지고 원의 반지름은 점점 더 
커진다([그림 Ⅳ-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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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의미에서 일직선 위에 있는 세 점 D, E, F 를 지나는 직선은 중심이 무한대에 
있는 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점 D, E, F 를 지나는 직선이 유일하기 때문에 이 
세 점을 지나는 원도 유일하다. 

  종합하면, 임의의 서로 다른 세 점은 원을 유일하게 결정한다. 특히 일직선 위에 있
는 세 점이 결정하는 원은 그 세 점 중 두 점이 결정하는 직선과 일치한다. 

A

B

[그림 Ⅳ-8] 두 점을 지나는 직선

     

A

B

C

[그림 Ⅳ-9]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을 
지나는 원이 존재?

l

A

B

C

[그림 Ⅳ-10] 두 점 A, 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

     

m

l

O

A

B

C

[그림 Ⅳ-11] 두 점 B, C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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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l

C

B

A

O

[그림 Ⅳ-12] 세 점을 지나는 원

     

E

D

F

[그림 Ⅳ-13] 세 점을 지나는 직선

F '

E

D

F

[그림 Ⅳ-14] ‘세 점을 지나는 직선’에
가까운 ‘세 점을 지나는 원’

     

F '

E

D

F

[그림 Ⅳ-15] ‘세 점을 지나는 직선’에 
매우 가까운 ‘세 점을 지나는 원’

  [서술3]의 네 문단 중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을 서술하고 이
어서 그것을 계기로 발생되는 자연스러운 질문을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도입부에서 
전체 수학 내러티브의 요점을 설정함으로써 서사성을 높였다. 또, 마지막 문단에서
는 내적 주제를 서술하고, 새로운 사실(세 점이 원을 결정한다)과 그 사실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던 이미 알고 있던 사실(두 점은 직선을 결정한다) 사이의 
관계를 서술하여 내용의 일체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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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이 결정하는 삼각형과 비교하여 
그 세 점이 결정하는 원을 도입하였다. 삼각형과 원은 모두 주어진 세 점에 의해 결
정되는 수학적 대상으로서 긴장 관계를 형성한다. 이 긴장은 이 문단의 끝에서 원과 
삼각형 사이의 관계가 정리됨으로써 해소되고, 이로써 두 번째 문단 전체가 내용의 
일체성을 획득한다. 
  세 번째 문단의 첫 부분에서는 아직 서술되지 않은 나머지 경우, 즉 세 점이 일직
선 위에 있는 경우에 대해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질문을 제기하고 답변을 제시함으
로써 이 문단이 말하고자 하는 내러티브의 도입부를 설정한다. 그리고 일직선 위에 
있는 세 점의 상황과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의 상황을 대조시켜 대상들 간의 
갈등이라는 내러티브적 흥미 요소를 부각시킨다. 그 이후에는 일직선 위에 있는 세 
점을 지나는 직선도 중심이 무한대에 있는 원으로 볼 수 있음을 서술함으로써 갈등
이 해소된다. 
  [서술3]을 통해 학생은 [그림 Ⅳ-8]부터 [그림 Ⅳ-15]까지 표현된 일련의 수학적 
사실들을 접한다. 이 사실들은 학생이 그 사실들에 내러티브 양식을 적용하여 사고
함으로써 비로소 학생들에게 하나의 내러티브로 조직된다. [서술3]은 [예KF]에 비해 
서사성과 내용의 일체성을 더 높이는 장치들을 갖추어 서술하였지만 학생들이 그렇
게 서술된 수학 텍스트에 대해 내러티브 양식을 동원하여 사고하지 않으면 학생들에
게는 하나의 내러티브로 조직될 수 없다. [서술3]은 학생들이 보다 수월하게 내러티
브 양식을 적용하여 사고할 수 있도록 서사성과 내용의 일체성이라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서술3]에 대해 내러티브 양식을 동원하여 사고함으로써 적절한 내러티브를 조직한 
학생은 나열된 수학적 사실들 전체를 ‘평면 위의 세 점을 지나는 원이 유일하게 존
재하는가?’라는 하나의 주제 속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이 주제 속에서는 세 점이 일
직선 위에 있지 않은 경우, 두 변의 수직 이등분선을 도입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따
라서 [예KF]에서 갑작스럽게 수직이등분선을 도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의아스러움을 
완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평면 위의 두 점이 직선을 유일하게 결정한다
는 사실이 평면 위의 세 점이 원을 유일하게 결정한다는 사실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는 것을 인지함으로써, 전체 속에서 이 두 가지 사실들 각각에 고유한 인지적 의미
를 부여할 수 있다. 또, 이렇게 구성한 인지적 의미 속에서 직선과 원을 전혀 이질적
인 대상으로 보는 ‘통념’에 대한 위반, 즉 무한원의 관점에서는 직선도 원이라는 ‘통
념의 위반’을 인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독자는 내러티브적인 수학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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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포함하는 내용의 일체성이라는 흥미 요소를 접했을 때 수학적 사실들에 대해 내러
티브 사고 양식을 적용함으로써 인지적 의미를 구성할 수 있다. 
  [서술3]이 서서성과 내용의 일체성을 갖출 수 있었던 것은 외심을 주어진 세 점을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과 관련시켜 서술하기보다는 그 세 점을 지나는 원을 중심
으로 서술하였기 때문이다. 세 점을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은 두 점을 지나는 직선
과 깊은 관련을 갖지 않지만, 세 점이 결정하는 원은 원의 중심을 무한대로 보냄으
로써 두 점을 지나는 직선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이와 같이 수학적 사실들 사이
의 관계에 대한 수학적 분석은 각 수학적 사실들에 인지적 의미가 부여되도록 수학 
내러티브를 구성하기 위한 선행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독자가 수학 텍스트에서 통념의 위반을 접했을 때에도 수학적 사실들에 내
러티브 사고 양식을 적용함으로써 인지적 의미를 구성할 수 있다. 2.3절에서 살펴 
본 대로 Hofstadter는 <통념의 위반 B>에 대해 내러티브 사고 양식을 적용하여 
“내심은 분명히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나머지 네 점과 관계를 맺던가(a)” 또는 
“아마도 특별한 친구들과 자신만의 집단을 이룰 것(b)”이라고 상상하였다. 이것은 
통념의 위반에서 발생하는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러티브 사고 양식을 상상적
으로 적용한 것이다. Hofstadter는 이 상상을 통해 비로소 통념의 위반을 그럴듯하
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즉, 통념의 위반을 이루는 수학적 사실들에 대해 내러
티브 사고 양식을 적용함으로써 인지적 의미를 구성할 수 있었다.
  이때 Hofstadter의 상상인 (a) 또는 (b)는 그로부터 정교화 될 수 있는 수학적 추
측 또는 수학적 상상의 원초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상상 (a)에 주목하는 사람은 
내심이 나머지 네 점과 맺는 특수한 수학적 관계를 추측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상상 (b)에 주목하는 사람은 내심과 함께 일직선 위에 있는, Euler 직선 위에 있지 
않은 다른 세 점을 찾기 위한 수학적 추측을 시도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측이 
논리 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면 통념의 위반에 대한 완전한 해소를 얻지 못할 
것이다.
  Hofstadter는 Coolidge가 저술한 수학 텍스트에서 내심 I 는 무게중심 G , Spier 
원40)의 중심 S, Nagel 점41) N  과 함께 이 순서대로 한 직선(Nagel 직선 IN ) 위에 

있고 Euler 직선에서 성립했던 길이비와 동일한 길이비 IG  GS  SN      이 

40) 주어진 삼각형의 세 변의 중점을 이어 만든 삼각형의 내접원
41) 세 방접원이 각각 세 변과 접하는 점들을 마주보는 꼭짓점과 연결한 세 선분들은 한 점
에서 만나는데, 이 교점이 Nagel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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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함을 알게 되었다([그림 Ⅳ-16]). 즉, 통념의 위반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이 생산한 
내러티브적 상상 (b)와 연결되는 수학적 추측이 실제로 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Hofstadter, 1997). Nagel 직선의 존재에 대한 Coolidge의 서술은, 통념의 위반에 
대한 완전한 해소를 제공함으로써 Hofstadter가 내러티브 양식을 상상적으로 적용
하여 구성하였던 인지적 의미를 공고히 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서술3]이나 Coolidge의 서술이 독자가 수학적 사실들에 대해 인지적 의미를 구성
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서술 과정은 독자가 아니라 저자 
본인의 인지적 의미를 구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수학적 사실들에 대한 독자의 
인지적 의미는, 독자가 수학적 사실들에 대해 내러티브 사고 양식을 적용하여 저자
가 서술한 수학 내러티브와 유사한 수학 내러티브를 생산하였을 때 비로소 구성될 
수 있다. 그러나 [서술3]이나 Coolidge의 서술은 독자가 수학적 사실들에 대해 내러티
브 사고 양식을 적용하는데 있어 참고가 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중요성을 갖는다.

S

P

N

H

I

O

G

A

B

C

[그림 Ⅳ-16] Euler 직선과 Nagel 직선

3.2. 구조화된 수학적 지식에 대한 정서적 의미의 구성

  3.1절에서 <통념의 위반 B>가 내러티브 양식의 상상적 적용을 유발하여 인지적 
의미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원초적 형태의 수학적 상상을 낳고 이것이 실제로 수학
적으로 참이었음을 살펴보았다. 한편 서로 독립적으로 정의되어 관계가 없을 것 같
은 네 점들이 일직선 위에 있다는 <통념의 위반 A>도 Hofstadter가 수학적 사실들
에 대해 내러티브 양식을 상상적으로 적용하여 사고하도록 자극하였다. 그 결과 
Hofstadter는 다음과 같은 내러티브를 생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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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더 삼각형에 몰입하면서, 나는 이 특별한 점들에 대한 나의 애정과 어린 시절 내
가 느꼈던 수학적 애정, 즉 전형적으로 특별한 수인 와 를 포함하는 수직선 위의 
특별한 점들에 대한 애정 사이의 은유적 관계를 깨닫기 시작했다. 아마도 내가 느꼈던 

수학의 가장 흥미진진한 측면은 Euler의 등식   처럼 그런 수들 사이의 비밀 
관계를 보여주는 식을 배우는 것이었다. 12살쯤에 처음 이 등식을 보았을 때 그것은 
정말로 마술 같아서 딴 세상의 일로 보였다. 우리는 심지어 네 가지 중요한 수를 매우 
놀라운 방식으로 연결하는 이 등식과 네 가지 중요한 삼각형의 점들을 매우 놀라운 

방식으로 연결하는 Euler 선분[선분 OH ] 사이의 유추를 찾을 수 있다.
(Hofstadter, 1997: 4, 밑줄은 본 연구자의 것임)

  이 내러티브는 Hofstadter가 <통념의 위반 A>에 대한 경험을 어린 시절 Euler 
등식을 처음 보았을 때의 경험과 연관 지음으로써 자신의 놀라움에 의미를 부여하
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2.3절에서 살펴 본 일반적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사
고 양식의 역할과 같이 수학에 대한 내러티브 사고 양식도 수학적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통념 위반

Euler 직선
서로 독립적으로 정의된 네 
점 O , G , P , H  은 특수
한 관계를 만족하기 어려움

O , G , P , H  는 한 직선
(Euler 직선) 위에 있음

Euler 공식
서로 독립적으로 정의된 네 
수  ,  ,  ,  은 특수한 
관계를 만족하기 어려움

 , ,  ,   이 특수한 관계 
 를 만족함

<표 Ⅳ-6> Euler 직선과 Euler 공식에서 통념과 그 위반

  Hofstadter가 <통념의 위반 A>에 대해 생성한 위 내러티브에서는 <통념의 위반 
B>에 대해 내러티브 사고 양식을 적용하여 구성했던 인지적 의미와는 다른 범주의 
의미가 발견된다. 위 내러티브에서도 Euler 직선의 존재에서 느낀 놀라움을 어린 
시절에 보았던 Euler 등식과 비교함으로써 인지적으로 해소하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Euler 직선에서 발견되는 놀라움이 자신이 경험했던 다른 수학적 경험에서도 
있었음을 상기함으로써 그 놀라움을 완화시키려는 것이다(<표 Ⅳ-6>). 그러나 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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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티브에서 더 돋보이는 것은 Euler 공식이 ‘수들 사이의 비밀 관계’를 보여준다는 
Hofstadter의 생각이다. Hofstadter가, 서로 관련 없어 보이는 수학의 대상들이 모
종의 비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마스터플롯, 더 과장하자면 세계가 무질서해 보이
지만 사실은 숨겨진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마스터플롯을 가지고 있었고, Euler 직
선이 다시 한 번 그런 마스터플롯과 일치하는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깊은 흥미를 갖
게 되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때의 흥미는 내러티브 사고 양식에 의해 형성된 인
지적 의미가 마스터플롯과 일치함으로써 느끼는 정서적 의미에 가깝다. 
  Hofstadter가 느낀 정서적 의미는 수학적 지식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
이 아니라 발견되고 구성되어 일정 수준 구조화된 수학적 지식에 대한 것이다. 그는 
외심(O ), 무게중심(G ), 구점원의 중심(P ), 수심(H ) 등 네 점이 한 직선(Euler 직선) 

위에 있고 OG  GP PH       이 성립한다는 수학적 지식을 직접 발견하고 
구성하지는 않았다. 또, 이 수학적 사실을 이루는 수학 개념인 네 개의 점 각각에 
대해 흥미나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다. Hofstadter는 모든 삼각형에서 이 
네 개의 점들이 항상 일직선 위에 있고 특수한 길이 비를 갖는다는 수학 개념들 사
이의 구조에 대해서 정서적 의미를 구성하였다. 이와 같이 실생활에서 발견되거나 
실용적인 관심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그 추상적 개념들이 이루는 구조가 통념의 
위반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내러티브 사고 양식의 적용을 통해 그 수학적 
사실들과 구조에 대해 정서적 의미를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학에 대한 의미의 구성과 관련하여 수학 내러티브가 포함하는 통념의 위반 자
체보다는 그것에 대한 내러티브 사고 양식의 적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할 필요
가 있다. 수학 내러티브가 포함하는 통념의 위반에 독자가 관심을 보이는 것은 자연
스러운 일이어서 이것을 잘 활용하면 수학적 사실에 대한 주목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통념의 위반은 놀라움이나 관심거리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
것 자체를 의미 있게 느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Bruner(2011a)에 의하면 의
미는 통념에서 벗어나 이해가 어려웠던 사태가 우리의 경험과 문화를 바탕으로 이
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한다. 우리는 통념의 위반에 대하여 자신의 내러티브를 
생성함으로써 의미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내러티브가 포함하는 통념의 위반보다는 그에 대한 내러티브 사고 양식의 적용이 
중요하다는 주장은 흥미에 대한 심리학의 논의에서도 확인된다. Silvia(2006)는 같은 
대상에 대해서 개인에 따라 흥미의 정도가 다양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흥미의 원
인을 사건들이 타고난 본질적인 특징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처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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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른 평가로 돌렸다. 또, 자신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감정을 생각
함으로써, 사람들은 자신들의 감정적인 삶에 대한 안정적인 아이디어를 형성한다
(Silvia, 2006: 149)”고 하였다. 흥미가 개인의 성격이나 인격으로 내면화되기 위해
서는 그 흥미로움에 대해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Silvia의 논의는 수학 내러티브의 흥미 요소로서의 통념의 위반에 대해 단순한 흥미
를 넘어 어떤 의미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해 내러티브 양식을 적용하여 사
고하고 상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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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이야기 활용의 제한점을 보완하는
수학 내러티브의 활용과 그 가능성

  Ⅳ장에서는 수학 및 수학 텍스트의 내러티브적 성격을 살펴봄으로써 수학 내러티
브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수학 텍스트의 내러티브적 흥미 요소에 도움을 받아 수학
적 사실들에 대해 내러티브 사고 양식을 적용함으로써 인지적 의미와 정서적 의미
를 구성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장에서는 수학 내러티
브를 활용한 수학에 대한 내러티브 사고 양식의 적용이 수학 교과에서 이야기 활용
의 제한점을 보완할 수 있음을 논의한다. 또, 나아가 이야기의 활용으로는 이루기 
어려운 방식으로 논리 수학적 사고를 지원하고 보완할 수 있음을 논의한다. 

1. 수학 교과에서 이야기 활용의 제한점 보완

  앞서 Ⅲ장에서는 수학 교과에서 이야기의 활용이 현실 맥락으로부터 수학적 대상
의 구성 동기를 제공하고, 흥미를 유발하며, 의사소통의 통로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
지만, 그 구성 동기의 제공이 추상적 대상 도입에 있어서는 제한적이고, 수학 외적 
흥미에서 내적 흥미로의 전이가 어려우며, 추가적인 인지적 부담과 메타인지 이동이 
발생할 수 있는 제한점을 지적하였다. 여기에서는 수학 내러티브를 활용한 수학에 
대한 내러티브 사고 양식의 적용이 추상적인 대상을 도입하는 동기를 제공하고, 수
학적 지식에 대한 내재적 의미의 구성과 학습 동기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이야기 활
용의 제한점을 보완할 수 있음을 논의한다. 

1.1. 추상적 대상 도입의 동기 제공

  Ⅲ장에서 살펴 본 것처럼 수학 교과에서 이야기의 활용은 수학적 개념과 자연스
럽게 연결되는 실생활이나 판타지 문맥을 사용하여 실생활로부터 수학적 대상을 도
입하는 동기를 제공할 수 있었지만, 추상적인 대상을 도입하는 자연스러운 동기를 
제공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도형의 방정식’ 단원을 실생활
연계형으로 개발한 모델 교과서의 다음 사례를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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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엑스맨의 ‘파이’ 납치]
엑스맨은 파이를 찾고 싶으면 다음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힌트를 보냈다.

  내 성역은 신성한 삼각형 모양이다. 삼각형의 밑변, 높이를 각각 , 라 할 때 두 
삼각형의 빗변의 기울기의 곱을 구하여라. 그러면 거기에 파이가 있을 것이다.

(박규홍 등, 2012: 46)

  서로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을 구하는 문제를 도입하는 이 이야기의 방식
은 매우 어색하다. 이것은 만들어낸 이야기의 활용을 추상적이고 수학적인 구조가 
강한 수학 내용의 도입에까지 무리하게 확장하여 발생한 것이다. 이 이야기는 악당
과의 대결 구도를 설정함으로써 흥미와 의미를 주는 내러티브의 조건 중 하나인 긴
장감의 유발, 또는 Egan의 이항 대립 요소를 이용하여 문제를 흥미롭게 제시하였
다. 그런데 이 흥미 요소들은 수학 문제가 아니라 ‘악당과 선생님의 대결 이야기’를 
대상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수학 문제 자체를 흥미롭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 
문제 바깥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제시한다. 
  한편,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을 구하는 문제는 Ⅳ장의 2.1.2절에서 통념에 
기반 한 예측을 위반하는 서술 사례로 소개한 바 있는 [서술2. 수직인 두 직선의 기
울기의 곱의 불변성]을 통해 제시할 수 있다. 다음은 [서술2]를 간략히 요약한 것이다.

[서술2의 요약.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의 불변성]
(1) 사잇각이 30° 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양수인 경우와 음수인 경우를 제시한다.
(2) 식 (※)을 이용하여 일반적으로 두 직선이 를 이룰 때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방향에 따라 일정하지 않음을 추측한다. 
(3) 두 직선이 수직인 경우에도 이 추측이 성립하는가?
(4) 이 경우에는 식 (※※)을 이용하면 두 직선이 각각 축, 축인 경우를 제외하면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두 직선의 방향이 변하더라도 –1로 일정함을 알 수 있다.



- 103 -

  위 서술 중 (1)부터 (2)까지는 통념의 형성을 위한 것이고, (3)은 통념의 위반의 
형식으로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에 대한 질문을 제시한 것이다. (3)은 통념 
부분에서 설명된 방법으로는 (3)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리고 유독 
두 직선이 수직인 경우만이 그런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통념의 위반
이다. 학생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적절한 시간을 준 후에 통념의 
위반을 해소하는 서술 (4)를 제시한다. 
  통념의 위반을 이용한 이와 같은 서술은 다루고자 하는 문제를 관련된 다른 수학
적 사실들로부터 벗어나게 제시함으로써 그 문제에 더 주목하게 한다. 이로써 이 문
제를 알고자 하는 지적 흥미를 자극할 수 있다. 이때 흥미는 이 수학 문제 자체에 
관한 것으로서 악당, 납치, 협박 등에 대한 감정적 흥미 또는 만들어낸 이야기가 갖
는 내러티브적 흥미 요소에 의한 흥미와는 구별된다. 
  한편 통념의 위반에 의해 야기되었던 유독 두 직선이 수직인 경우만 기울기의 곱
이 변하는지 변하지 않는지 알 수 없다는 불균형은, 서술 (4)에 의해 두 직선이 수
직인 경우가 매우 특별한 경우임을 깨닫게 되면서 해소되고 이로써 수직인 두 직선
의 기울기의 곱에 인지적 의미가 부여된다. 이와 같이 수학 내러티브는 통념의 위반
의 형식을 활용하여 이야기가 제공하기 어려운 추상적 대상 도입의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학 내러티브의 흥미 요소 중, 내용의 일체성, 대상들 간의 갈등, 통
념의 위반 등은 추상적인 수학적 대상을 도입하는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 Ⅳ장의 
2.1절에서 내용의 일체성의 예로 제시한 [예S1. 덧셈과 뺄셈에 대한 곱셈의 분배법
칙]에서는 덧셈에 대한 곱셈의 분배법칙을 다루면서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갖는다는 
문맥을 통해 뺄셈에 대한 곱셈의 분배법칙을 도입하는 동기를 제공한다. 대상들 간
의 갈등의 예로 제시한 [예S3. 덧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만 뺄셈은 그렇지 않음]
에서도 덧셈과 뺄셈을 대조함으로써 덧셈에서의 교환법칙의 의미를 부각시켜 그것
이 사고할 만한 가치가 있음을 드러낸다. 통념의 위반의 예로 제시한 [예S2. 자연수
에는 마지막 수가 없음]에서는 마지막 자연수가 없다는 사실을 통념과 그 위반의 형
식을 사용하여 인상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자연수가 위로 유계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
해 사고하도록 유도한다. 자연수가 위로 유계가 아니라는 사실은 실수의 완비성 공
리의 필요조건으로서 이후 학습에서의 수학적 관계를 고려할 때 강조할 만한 가치
가 있는데 그 사실을 통념의 위반의 형태로 서술함으로써 그러한 효과를 노렸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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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상적인 수학적 대상을 도입하는 동기를 제공하는 위 세 가지 흥미 요소 중에 
특히 통념의 위반은 놀라움의 문맥을 구성함으로써 보다 매력적인 동기를 제공한다. 
이때 통념과 그 위반의 형식을 활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발견된다. [예S2. 자연수에
는 마지막 수가 없음]의 경우에는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 즉 ‘자연수가 위로 유계가 
아님’을 자연수에는 계속해서 다음 수가 있다는 통념만으로는 생각해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위반’으로 제시하였다. 즉,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을 통상적인 생각이나 그에 
기반 한 예측에 대한 ‘위반’으로 제시하여 그 의외성에 주목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삼각형에서 정의된 특수한 점들 사이의 관계로부터 <통념의 위반 A>와 <통
념의 위반 B>를 발견하였던 Hofstadter의 사례에서는 통념과 그 위반의 문맥을 통
해 수학적 대상을 도입하는 또 다른 방법을 발견할 수 있다. <통념의 위반 A>를 부
각시키는 수학 내러티브에서는 Euler 직선을 외심, 무게중심, 구점원의 중심, 수심 
등 네 점이 특수한 관계를 갖기 어렵다는 통념에 대한 위반으로서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에는 [예S2. 자연수에는 마지막 수가 없음]에서 자연수가 위로 유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위반’으로서 제시하는 것과 같은 의외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통념
의 위반 B>에서는 내심이 Euler 직선 위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 통념의 위반으로 등
장하는데, 이 통념의 위반 자체가 Nagel 직선의 존재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그보다
는 <통념의 위반 B>는 그로 인한 인지적 불균형이 Nagel 직선이 도입되거나 구성될 
때 비로소 해소되어 인지적 의미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Nagel 직선 도입의 심리적 
필요성을 제공한다. 즉, 통념의 위반은 도입되는 개념을 그 위반에 대한 ‘해소’로서 
제시하거나 구성할 때 그 개념을 도입해야 하는 심리적 정당성을 제공할 수도 있다.
  수학적 개념의 도입이 통념의 ‘위반’으로써 관심을 불러일으키거나 이전에 형성된 
통념의 위반을 ‘해소’함으로써 그 개념 도입의 심리적 동기를 제공하는 사례는 수학
적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했던 수학자의 사고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Hamilton의 
사원수 발견 과정을 통해 이러한 사례를 살펴본다.
  Hamilton은 복소수 곱셈의 기하적 모델과 유사하게 삼차원 공간의 triple 
   들 사이의 곱셈을 정의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던 중 사원수를 발
견하였다. 사원수를 발견하기까지의 Hamilton의 사고 과정은 일기, 동료 수학자 
Graves에게 쓴 편지, Royal Irish Academy의 프로시딩에 제출한 논문, 사원수에 
대한 강의 노트, 죽음을 앞두고 아들에게 쓴 편지 등을 통해 알 수 있다(Van der 
Waerden, 1976). Van der Waerden(1976)은 이 기록을 바탕으로 Hamilton의 사
원수 발견의 과정을 다섯 가지 시도로 정리하고 있다(<표 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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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순서 사고 내용 통념의 위반 C 통념의 위반 D와 해소

1  로부터 를  또는 로 추측

2 절댓값의 법칙으로부터 를 0으로 추측

3
의 전개식과 절댓값의 
법칙으로부터   으로 추측

통념(교환법칙)에서 
벗어나는 사고의 시작 통념의 위반(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가 
절댓값의 법칙과 정합
적임)4

의 전개식과 
절댓값의 법칙으로부터   

을 확신
통념(교환법칙)의 위반

5
의 전개식과 
절댓값의 법칙으로부터   

를 quadruple    로 추측

에 의미를 부여함42)

으로써 통념의 위반
이 해소됨

<표 Ⅴ-1> Hamilton의 사고 과정 및 통념의 위반과 해소

  Hamilton은 두 triple43)의 곱     에 분배법칙, 교환법칙, 

    44) 등을 적용하여             

를 얻었는데 이로부터 미지의 대상 의 의미를 밝히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의 의미를 밝히려는 첫 번째 시도로서 Hamilton은   라는 데 착안하여 
를   또는  로 추측하였다. 그러나 이 추측은 두 triple의 절댓값45)의 곱이 곱
의 절댓값과 같지 않아 거부되었다. 두 번째 시도에서는 triple의 더 간단한 곱인 

제곱              과 등식          

      으로부터 를 0으로 추측하였다. 이 추측은 절댓값의 법칙
(the law of moduli)46)을 만족시킬 뿐 아니라 편각의 법칙(the law of argumen
t)47)까지 만족시켰다.48) 

42) 에 quadruple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두 수 , 의 곱이 3차원 공간에 닫혀있다는 
통념에 대한 위반이다. 이 통념의 위반이 수단이 되어 통념의 위반 B가 해소된다.
43) Hamilton은 평면 위의 점  를 복소수  꼴로 표현하듯이 공간 위의 점   를 
 꼴로 표현하였다. 
44) Hamilton은   인 것과 마찬가지로   라고 생각했다.
45)  과 

46) 두 수의 절댓값의 곱은 두 수를 곱한 수의 절댓값과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47) 두 복소수의 편각의 합은 두 복소수를 곱한 복소수의 편각과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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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라는 추측에서 이상하고 불편한 느낌49)을 받은 Hamilton은 세 번
째 시도에서   이라는 추측을 버리고 참신한 상상력을 발휘한다. 와 의 곱에 

대한 교환법칙을 포기하고   라고 가정하면   의 전개식이 절댓값
의 법칙과 편각의 법칙을 만족시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그러나 의 의미는 여전
히 알 수 없었기 때문에 Hamilton은     라고 놓고 탐구를 계속하였다. 네 
번째 시도는     라 가정하고

                

에서 절댓값의 법칙과 편각의 법칙이 성립함을 관찰한 것이다. 이로서 Hamilton은 
  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다섯 번째 시도는 일반적인 두 triple의 곱

                 

과 등식

                         

의 관찰로부터 얻어졌다.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triple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떤 의미에서 4차원 공간을 받아
들여야 한다는 것이 이해되기 시작하였다.
(Halberstam & IngramHamilton, 1967: 108, Van der Waerden, 1976에서 재인용)

  즉, Hamilton은 3차원 공간의 triple     가 아니라 quadruple 
    를 연산의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때     , 

48) 



 이므로 와 는 실수축을 포함하는 한 평면 위에 

있다.
49)   ⋅ ≠   에서 보듯이   이라는 추측은 절댓값의 법칙을 만족시키
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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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설정하고     와 유사하게   ,   으로 놓았으며, 이로

부터       을 얻었다. 그리고 두 quadruple의 곱   

′ ′  ′   ′을 전개하여 그 결과가 quadruple이 되고 절댓값의 법칙을 
만족시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사원수의 발견을 완성하였다.
  위와 같은 다섯 가지 시도에서 두 가지 통념의 위반을 발견할 수 있다.

  <통념의 위반 C : 의미가 분명한 대상의 성질이 기존의 수학적 통념과 다름>

  Hamilton에게 와 는 각각 3차원 공간의 두 triple   와   을 의미
하는 것이었지만 의 성질을 알지 못하다가 세 번째 시도와 네 번째 시도를 통해
서   를 추측하고 확신하게 됐다. 그런데   는 연산은 교환법칙이 성립
해야 한다는 기존의 수학적 통념을 결정적으로 위반하는 성질이다. Hamilton은 교
환법칙이라는 수학적 통념에서 벗어나는 와 의 곱의 성질을 발견함으로써 분배법
칙과 절댓값의 법칙에 정합적인 곱 연산을 정의하였다.

  <통념의 위반 D :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대상이 기존의 수학적 법칙과 정합적임>
  
  Hamilton은 네 번째 시도에서도 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다. 그러나     

라는 에 관한 성질의 적용은   과     의 전개식에
서 절댓값의 법칙을 만족시켰다. 즉, 의미도 분명하지 않은 대상 의 성질을 적용한 
결과가 기존에 인정되어 온 절댓값의 법칙에 정합적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정체가 
불분명한 대상은 합법칙적으로 행동하기 어렵다는 상식적인 통념에 대한 위반으로 
볼 수 있다. 다섯 번째 시도에서 의 정체가 quadruple    로 밝혀지면서 
이 통념의 위반은 해소된다.

    이라는 Hamilton의 발견은 수학자들에게 교환법칙이라는 통념에 대한 
‘위반(<통념의 위반 C>)’으로 보여졌을 것이다. Boyer & Merzbach(2000)는 교환법
칙이 성립하지 않는 수체계의 발견을 수학에 엄청난 자유를 부여한 것으로 높이 평
가하였다(pp.947-948). 마찬가지로 수학자들도 <통념의 위반 C>에 대해 놀라움을 
느끼며 큰 관심을 나타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수학 교수학습에서도     
라는 수학적 성질을 교환법칙에 대한 ‘위반’으로 제시함으로써 그 성질의 학습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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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드러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편 Hamilton은 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가 기존의 
절댓값의 법칙과 정합적이라는 <통념의 위반 D>를 놀라운 현상으로 취급하는 데에
서 그치지 않았다. ‘사고순서4’에서 보듯이 <통념의 위반 D>는     라는 성
질을 확신하게 하였고 더 나아가  계속해서 의 의미를 탐구하여 ‘사고순서5’에서 
를 quadruple    로 해석하는 계기가 되었다. Hamilton은 를 quadruple 
   로 해석함으로써 통념의 위반으로부터 형성된 인지적 불균형이 ‘해소’되는 
경험을 통해 ‘4차원 공간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이해’됐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러한 Hamilton의 사고 과정은 수학 교수학습에서도 통념의 위반이 새로운 수학 개
념을 탐구하는 계기가 되고, 이때 구성된 새로운 수학 개념은 그 전에 형성된 통념
의 위반을 해소함으로써 그 수학 개념 구성의 심리적 정당성을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수학 내러티브는 추상적인 수학적 대상에 대하여 내러티브적 흥미 요
소, 특히 통념의 위반을 갖추어 서술함으로써 그러한 대상을 도입하는 동기를 제공
할 수 있다고 기대된다. 때문에 주로 구체적인 대상으로부터의 수학적 지식의 구성
에 대한 동기를 제공하는 이야기 활용의 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가 
구체적 대상으로부터 추상적인 수학적 대상을 구성하는 동기를 제공하고, 수학 내러
티브는 그 구성된 추상적인 대상들 사이의 관계를 통념의 위반을 비롯한 내러티브
적 흥미 요소를 동원하여 서술함으로써 새로운 추상적인 수학적 대상을 도입하는 
동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수학 내러티브가 제공하는 추상적 대상을 도입하는 동기는 이야기가 구체
적 대상에 대해 제공하는 동기와 성격에 있어서 차이가 발견된다. 이야기는 실생활
이나 판타지 문맥을 통해서 그 개념을 구성해야 하는 현실 또는 유사현실 상황을 
제공한다. 이때 이야기가 제공하는 수학적 개념 구성은 그 개념이 그 이야기의 내부
에서 실용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직사각형 모
양의 공원을 변을 따라 이동할 때보다 가로질러 갈 때가 더 빨랐다는 이야기 문맥
은 두 변의 길이의 합과 대각선 길이를 각각 구하고 비교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
다. 수학 내러티브에서도 어떤 개념이 도입되는 것은 그러한 개념이 수학적 관계 속
에서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예를 들어, 음의 정수는 자연수의 뺄셈이 닫혀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도입될 수 있다. 하지만 수학의 개념은 우리에게 실생
활의 필요성과는 구분되는 흥미와 의미를 주는 측면이 있고 그것이 그 개념 도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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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뺄셈에 대한 곱셈의 분배법칙은 그것이 덧셈에 
대해서도 성립한다는 점에서, 덧셈의 교환법칙은 그것이 뺄셈에서는 성립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자연수가 위로 유계가 아니라는 사실은 그것이 아래로 유계라는 점에
서 흥미롭다. 특히, Hamilton의 ‘사고순서4’에서 ‘사고순서5’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보는 것처럼 통념의 위반은 새로운 수학 개념을 구성하고자 하는 동기, 그리하여 그 
위반을 해소하여 의미를 구성하고자 하는 동기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처럼 수학 내
러티브가 제공하는 동기는 수학적 필요성뿐 아니라 문맥적인 흥미나 의미에 기반 
함으로써 주로 필요성에 의존하는 이야기가 제공하는 동기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추상적인 수학적 개념들 사이의 관계가 이루는 내용의 일체성, 대상들 간의 갈등, 
통념의 위반과 같은 흥미 요소는 Hamilton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그 개념들이 
역사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학 교과
에서 수학사를 활용하자는 논의는 개념의 발생 과정 자체를 학생이 되밟도록 하기
보다는 수학자들이 그 개념들 사이의 어떤 관계를 흥미롭게 생각했는지를 교수학습
에 적용하는 것으로 변용이 가능하다(이기돈, 최영기, 2013). 그러나 수학적 개념들 
사이의 흥미로운 관계는 수학사의 분석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서술2.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의 불변성]에서는 수학사와 관계없이 두 직선의 사
잇각이 수직일 때에만 성립하는 기울기 곱의 불변성을 통념의 위반의 형식으로 부
각시켜 추상적 대상 도입의 동기로 삼았다. 또, Hofstadter의 사례에서도 개념의 발
생 과정과는 무관하게 Euler 직선 위에 있지 않은 내심과 같이 구조화된 수학적 지
식이 통념의 위반을 제공함으로써 추상적인 수학적 대상을 도입하는 동기로 활용할 
수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이미 체계화된 수학적 지식들 사이의 관계로부터 흥미로
운 내러티브의 요소를 찾아 활용하는 것이므로 이야기 활용에서 수학 개념과 자연
스럽게 연결되는 실생활이나 판타지 맥락을 찾기 위해 들이는 수고로움이 불필요하
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Ⅵ장 2절의 수업연구2-1에서는 사원수를 발견하는 Hamilton의 사고에서 
드러났던 <통념의 위반 C> 및 <통념의 위반 D>와 유사한 통념의 위반을 각각 복소
수의 수학사적 등장 과정과 복소수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 관점에서 드러내어 수업
하고, 그때 학생들이 허수라는 추상적인 대상에 대해서도 그것을 도입하고 사고하는 
것에 대해 충분한 흥미를 가질 수 있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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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학적 지식에 대한 내재적 의미의 구성과 학습 동기 유발

  Ⅲ장에서 살펴 본 것처럼 수학 교과에서 이야기의 활용은 실생활로부터 수학을 
구성 또는 수학을 실생활에 이용하는 상황을 포함하거나 판타지와 같이 학생들이 
감정을 이입할 수 있는 상황을 포함함으로써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수학적 
관계 속에서 추상적인 대상의 성질을 다룰 때에는 마법 상자에서 풀어야 할 수학 
문제가 나오는 사례에서 보듯이 수학적 지식을 제공하기 위한 장치로서의 바깥 이
야기에 대한 흥미에 의존하여 학습 동기를 유발하게 되는 제한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제한점은 이야기가 실생활 또는 판타지의 문맥에서 추상적인 수학적 대상
들 사이의 관계를 다루고자 할 때 그 이질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Ⅳ장에서 
살펴 본 것처럼 수학 내러티브는 저자의 수학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추상적인 수
학적 대상들의 내러티브이고, 그 수학적 사실들에 내러티브 사고 양식을 적용함으로
써 흥미와 의미를 형성할 수 있다. 실생활 또는 판타지 문맥으로 만들어낸 이야기를 
통해 수학적 지식들을 구성 또는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적 지식들 자체가 이루
는 추상의 드라마에 대해 내러티브적으로 사고함으로써 흥미와 의미를 형성하는 것
이다. 이때 수학적 지식들은 구성되는 과정에 있다기보다는 이미 구성되어 일정 부
분 체계화된 것으로서, 수학 내러티브는 수학적 지식의 구조적 측면을 드러내고 이
에 대한 내러티브 사고 양식은 이 구조화된 수학적 지식 자체에 대한 흥미와 의미
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수학에 대한 내러티브 사고 양식은 추상
적인 수학적 지식을 전달하거나 구성시키는 데 있어 주로 수학 바깥 이야기의 흥미
에 기대는 이야기 활용의 제한점을 보완할 수 있다.
  Ⅳ장 3절에서 살펴 본 것처럼, 수학 내러티브를 읽고 수학적 사실들에 대해 내러
티브 사고 양식을 적용했을 때 인지적 의미와 정서적 의미를 구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술3. 두 점을 지나는 직선과 세 점을 지나는 원]과 같은 수학 내러티브를 
통해 여러 가지 수학적 사실들의 관계를 하나의 내적 주제 속에서 파악함으로써 전
체 속에서 각각의 사실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다. 이때 발생하는 인지적 의미는 
수학적 사실들 자체에 대한 것으로서 만들어낸 이야기를 활용하여 수학적 사실을 
전달하거나 구성할 때 발생하는 바깥 이야기에 대한 흥미나 의미와는 구별되는 것
이었다. 이런 점에서 이때 발생하는 인지적 의미는 수학적 사실들, 즉 수학적 지식
에 내재된 의미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수학 내러티브를 통해 수학적 사실들에 대한 인지적 의미뿐 아니라 정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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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의 구성도 가능하였다. 실제로 Ⅳ장 3.2절에서 수학에 대한 Hofstadter의 내러
티브 사고 양식의 적용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구조화된 수학적 지식 자체에 대해 정
서적 의미를 구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Hofstadter는 모든 삼각형에서 외심, 무
게중심, 구점원의 중심, 수심이 Euler 직선이라는 한 직선 위에 있고 그 길이 비가 
일정하다는 것에 <통념의 위반 A>를 느꼈다. 그리고 <통념의 위반 A>는 그의 내러
티브 사고 양식을 작동시켜 어릴 때 보았던 Euler 공식  을 떠올리게 하고 
이러한 수학적 지식들이 점이나 수들 사이의 ‘비밀 관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정서
적 의미를 구성하였다. 이때 정서적 의미는 세계가 무질서해 보이지만 사실은 숨겨
진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마스터플롯을 자극함으로써 형성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
었다. 
  Hofstadter의 내러티브 사고 양식을 활성화하였던 <통념의 위반 A>는 
Freudenthal의 사고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Freudenthal(1973)은 삼각형의 세 변
의 수직이등분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증명에 포함된 다섯 가지 놀라움을 언급하
였다. 그는 이 증명에서 필요충분조건의 성립이 명시되는 점, 등호의 추이율
(transitivity)이 명시되는 점, 대칭적인 명제가 비대칭적인 방식으로 증명되는 점,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사실이 거리 개념에 의해 증명되는 점, 이 명제에 의
해 외접원을 작도할 수 있는 점 등을 놀라움으로 꼽았다. 이 중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수학적 사실들의 연쇄가 이루는 수학 내러티브의 흥미로운 점을 지적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Freudenthal은 네 번째, 즉 거리에 관한 사실들이 세 직선
이 공점선임을 함의한다는 것을 가장 큰 놀라움으로 지적하였다(p.458-460). 이 놀
라움은 거리 개념과 세 직선들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것이 별개의 개념으로서 서로 
관련을 갖기 어렵다는 통념에 대한 위반, 즉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특정한 관계가 
있을 때 형성되는 <통념의 위반 A>에 의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그리고 
Freudenthal이 지적한 네 번째 사실이 포함하는 통념의 위반은 Hofstadter의 사례
처럼 내러티브 사고 양식을 활성화시켜 이 수학적 사실에 대한 정서적 의미의 형성
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50)

  <통념의 위반 A>와 같이 놀라움을 주고 내러티브 사고 양식을 활성화 시킬 수 있
는 수학적 사실들을 교육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위

50) Freudenthal(1973)에 의하면 거리 개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사실은 서로 논리 
수학적인 연결 관계를 갖지만 그것의 파악은 훨씬 더 깊은 수학적 안목을 필요로 한다
(p.459). 그러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일반인은 이 두 개념의 연관성으로부터 오는 통념의 위
반에 대해 내러티브적 사고 양식을 적용하여 정서적 의미를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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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언급한 Freudenthal이 삼각형의 세 수직이등분선의 만남에 대해서 가졌던 놀
라움도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사례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하나의 사례를 들지 
않아도 교육과정에 있는 대부분의 수학적 사실들은 그것이 발견될 당시에는 알려진 
다른 수학적 사실들에 비해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Movshovits-hadar(1988)는 “모든 수학 정리는 자명하지 않은 발견의 진술이다
(p.34)”라는 과감한 주장을 하였다. 그리고 “수학적 발견들을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드러내는 것, 또는 예측했던 것과 반대되도록 드러내는 것, 그것이 수학을 놀라운 
방식으로 가르치는 비밀이다(p.35)”라고 하면서 학교수학 교수에서 놀라움을 강조하
였다. 그의 주장을 수학 내러티브의 측면에서 해석하면 평범해 보이는 수학적 사실
들도 다른 수학적 사실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적절히 서술하면 통념의 위반이 부
각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그는 이 논문의 첫 번째 예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라는 명제를 제시한다. 이 놀라울 것 없는 명제도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가정하면 임의의 삼각형에 그러한 성질들이 모두 적용되는 
놀라움을 느낄 수 있다. 그의 주장은, 학교 수학교육의 현장에서 사교육에 따른 선
행학습으로 인해 학생과 이러한 놀라움을 공유할 기회가 사라지고 있지만, 그에 앞
서 수학교육의 길에 서 있는 각자가 하나의 수학적 사실을 가르칠 때에도 그 사실
이 다른 수학적 사실과 비교하여 어떤 점에서 놀라운가를 고민했었는지 반성하게 
한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교육과정에는 그 놀라움의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지라도 다양한 통념의 위반이 숨어있다고 할 수 있다.51)

  내러티브 사고 양식의 적용에 의한 수학에 대한 정서적 의미의 구성은 수학 외적 
흥미에 의존하는 이야기 활용의 제한점을 보완하는 것 외에 또 다른 측면에서 이야
기의 활용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남진영(2007)은 수학적 지식의 구성이 수
학적 지식의 구조의 구성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때 수학적 지식의 
구조는 공리적 체계화 이상의 것으로서 마음의 중층 구조 이론에서 위층에 해당하
는 인간의 본연지성을 의미한다. 이것은 구성주의가 주장하는 학생에 의한 수학적 
지식의 구성 과정도 중요하지만, 이때 구성된 수학적 지식의 구조가 인간이 본연지
성을 회복하는데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음미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수학

51) Movshovits-hadar는 학교수학의 놀라움을 다음과 같이 10가지로 분류하였다. 
(1) 임의의 대상에 공통된 성질의 성립 (2)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듦 (3) 예측하지 않았던 
것의 존재, 그리고 예측했던 것의 비존재 (4) 드문 성질의 일반화 (5) 유추에 의한 비유추적 
사실의 증명 (6) 개연추론의 실패 (7) 귀납적으로 얻은 conjecture의 실패 (8) 극한 과정에 
의한 새로운 발견 (9) 하나의 알고리즘에 의한 무한한 문제의 풀이 가능성 (10) 수학적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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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학습한다는 것은 수학적 지식을 구성하는 일도 포함하지만, 그 구성에 의해 수학
적 구조를 형성하는 것 또는 인간 마음의 본연지성을 회복하는 것도 간과할 수 없
고 더 나아가 그것이 수학을 학습하는 진짜 이유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논의의 
구조에서 보면 이야기 활용에 의한 흥미는 수학적 지식의 구성 과정에 대한 흥미라
고 볼 수 있는 반면, 수학에 대한 내러티브 사고 양식의 적용에 의해 형성되는 의미
는 수학적 구조에 대한 것으로서 인간의 본연지성과 관련되고, 때문에 주로 구성 과
정에 특화된 이야기 활용에 의한 흥미를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내러티브 사고 양식의 적용에 의해 형성되는 수학에 대한 정서적 의미는 이
야기 활용이 유발하는 흥미와 그 질에 있어서 구별된다. 이야기 활용이 제공하는 흥
미는 수학적 지식을 구성할 필요가 있는 상황을 제공하거나 학생이 감정을 이입할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하여 얻어지는 것이었다. 그것은 어떤 실생활 또는 판타지 상황
에 대한 흥미로서 수학화가 진행되어 그런 현실 문맥이 사라지고 추상적인 수학이 
시작되면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운 것이다. 이에 반해 수학에 대한 내러티브 사고 
양식은 추상적인 수학적 사실들이 이루는 드라마에 대해 사고함으로써 인지적 의미
와 정서적 의미를 구성한다. 이때 정서적 의미는 삶이 주는 마스터플롯을 자극하여 
형성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흥미에 비해 더 본질적인 학습 동기를 제
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러한 흥미는 수학 한 문제를 더 맞히고자 노력하는 학
습 동기가 아니라 수학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인식에 바탕 하여 수학에 
꾸준하게 관심을 두는 학습 동기로 볼 수 있다. 일회적인 학습 동기가 아니라 개인
의 변화를 유도하는 본질적이고 지속적인 학습 동기를 줄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교육은 긴 안목을 갖고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가 실제적으로 학생들
에게 실현되는지는 몇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단기간에 파악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
각된다. Ⅵ장 2절의 수업연구1과 수업연구3에서는 수학적 사실들에 대해 내러티브 
양식을 적용하여 사고함으로써 정서적 의미를 구성하는 학생들의 사례가 소개된다. 
이 학생들의 반응, 특히 수업연구1에 등장하는 학생2의 “. . . 수학이 신비하다는 
느낌을 가져왔고, 수학이 진리와 가장 근접한 과목이란 것을 실감했다”는 감상은 내
러티브 사고 양식의 적용에 의한 수학에 대한 정서적 의미의 구성이 본질적이고 지
속적인 학습 동기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52)

52) 실제로 수업연구1의 학생2는 원래 수학에 관심이 없고 수업 시간에도 쉽게 졸음에 빠지
곤 하였지만, 수업연구1에 제시된 수업이 있은 후부터는 수업 시간에 졸지 않는 등 학생2의 
구체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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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리 수학적 사고의 지원 및 보완

2.1. 수학 개념의 자연스러운 이해의 지원

  수학 개념의 자연스러운 이해는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잘 드러나지 않은 것이지만, 

이를 위해서도 내러티브 사고 양식을 동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은 

    과 같이 계산할 수 있지만   은   으로 표현

할 수 있을 뿐임을 생각해 보자. 이것은  이  와는 동일한 부류이지만 

 과는 다른 부류라는 것을 의미한다. 교사가 이러한 수학적 사실을 설명할 때 

무리수들을 의인화하여 ‘괴물  가 현재의 모습은 못생겼지만 변신하여   

왕자가 되면   공주와 잘 어울리는 한 쌍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Bruner(2011a)는 내러티브 사고 양식의 적용에 있어서 가능성의 지평을 확장하는 
비유의 역할을 중시 하였다(pp.91-92). 위 설명은 비유를 포함한 수학 내러티브를 
구성함으로써 수학 개념의 자연스러운 이해를 시도한 것이다. 그런데 이 예는 사실 
스토리텔링의 활용을 주장한 Balakrishnan이 개념을 도입하는 이야기로서 제시한 
것이다. 그는 수학 개념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제곱근 나라, 공주, 괴물 등이 
등장하는 다음의 이야기를 사용하였다. 

[이야기3. 제곱근 나라의 괴물과 공주]
제곱근 나라에  공주가 살았습니다. 매일 각국의 구혼자들이 왔지만  이나 
등은 공주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괴물  가 공주를 남몰래 흠모하고 있었
습니다. 어느 날  공주는 악당들의 손에 납치되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괴물  는 
그 악당들의 손에서 공주를 구해냈습니다. 공주와 괴물  는 과연 사랑에 빠질 수 
있었을까요? 과연 괴물  가 공주와 어울리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Balakrishnan, 2008: 256-257)

  앞에서 교사는  와  의 동질성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비
유적 이야기를 간단히 언급하는데 비해, Balakrishnan의 스토리텔링은 같은 목적을 
가지더라도 흥미와 의미를 주는 내러티브의 조건을 활용하여 이야기 자체를 더 흥
미롭게 제시한다. 스토리텔링은 이야기를 더 흥미롭게 각색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인지적 부담이 증가하거나 메타인지 이동이 나타날 위험성이 있다. 그러나 개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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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는 아이디어는 비유를 사용하는 수학 내러티브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이
와 같이 수학 내러티브와 이야기의 활용이 맞닿아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한다. 
한편, 비유를 포함하는 수학 내러티브는 어떤 수학적 사실들이 그것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는 자연스럽지 않을 때 발생하는 수학적 질문들, 예를 들어 ‘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인가?’, ‘왜 1은 소수가 아닌가?’, ‘왜 삼차방정식의 실근은 항
상 3개가 아닌가?’, ‘왜 유리수들의 극한이 무리수가 될 수 있는가?’, ‘왜 무한 개의 
항을 더했을 때 유한한 값이 될 수 있는가?’ 와 같은 질문들을 일상적인 사고와 비
유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들
에 대한 비유를 포함하는 수학 내러티브의 개발은 단순히 수학 내용을 포함하는 재
미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밖에 될 수 없었던 수학적 성질에 숨
겨진 사연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서 수학적 지식에 대한 깊이 있는 사고와 
직관을 요하는 어려운 작업이다.

2.2. 수학적 상상과 창의의 지원

  Ⅳ장 2.3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수학적 상상력은 어떤 수학적 아이디어가 논리 수학
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을 형식적으로 증명하기 전에 그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능력이다. 이때 상상은 그러한 아이디어의 생산을, 창의는 상상한 아이디어가 참신할 
때의 상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내러티브적 상상력과 상상은 반드시 
참은 아니라 할지라도 훌륭한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능력과 그러한 이야기이다.
  두 가지 상상은 각각 논리 수학적 사고 양식과 내러티브 사고 양식의 구체적인 
양상으로서 이 두 가지 사고에 대한 Bruner의 논의를 적용하면 두 가지 상상은 서
로에게 환원될 수 없지만 공존하면서 상호 보완할 수 있다. 이것은 Peirce와 
Bruner가 각각 가추적 사고와 내러티브 사고 양식 적용의 계기로 통념의 위반을 
지적하였다는 점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되었다. 특히 Bruner가 제시한 상
보성의 원리의 창안과 관련된 Bohr의 사례는 내러티브적 상상이 수학적 상상을 지
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한다. 또, Mazur(2008)를 비롯한 여러 수학자들도 수학
적 사고에서 문학적 상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53) 실제로 Ⅳ장 2절에서 내
심이 Euler 직선 위에 있지 않다는 사실로부터 발생한 <통념의 위반 B>에 대한 

53) 이와 관련하여 www-history.mcs.st-and.ac.uk/Quotations에서 Kovalevskaya, 
Weierstrass 등의 언급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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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fstadter의 내러티브적 상상이 Nagel 직선의 존재라는 수학적 상상의 원초적인 
형태가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인지적 의미를 구성하려는 모든 내러티브 사고 양식이 Hofstadter의 사례
처럼 수학적 사고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통념의 위반에 대한 내러티브 양
식의 상상적 적용이 동화와 같은 유아적 상상에 그친다면 수학적으로 의미 있는 성
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Hofstadter의 사례는 수학적 사고를 지원하는 방식으
로 내러티브 사고 양식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여 진다. 
Hofstadter는 대학원에서 수학을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수학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 
훈련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Hofstadter, 1997: 3).
  실제로 학교수학의 내용 중에서 Hofstadter의 사고와 유사하게 내러티브 양식을 
상상적으로 적용한 것이 실제 수학적 사실과 일치하는 예를 찾기는 쉽지 않다. 다만 
이와 가까운 것으로 유추적 사고를 들 수 있다. Bruner(2011a)는 “내러티브는 은
유, 환유, 제유, 함축 등과 같은 비유의 힘에 달려 있다. 그런 것들이 없다면, 내러
티브는 예외적인 것과 일상적인 것을 관련시킬 수 있는 충분한 영역을 탐구하기 위
해서, ‘가능성의 지평을 확장’하기 위한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pp.91-92).”고 하였는
데, 이것은 비유의 일종인 유추적 사고가 내러티브 사고 양식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세 꼭짓점에 놓여있는 세 질점의 
무게중심과 같은데, 이로부터 속이 꽉 찬 사면체의 무게중심은 네 꼭짓점에 놓여있
는 네 질점의 무게중심과 같음을 유추할 수 있다. Polya(2004b)는 이 유추를 매우 
그럴 듯한 것으로 보았는데(p.43), 이때 그럴듯하다는 느낌은 논리적인 연관성에 의
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유추적 사고는 반드시 참은 아니라 할지라도 훌
륭한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내러티브 양식의 상상적 적용과 유사한 면이 있다.  수
학 교실에서는 유추적 사고의 실행을 통해 내러티브 양식을 상상적으로 적용하여 
새로운 수학적 사실을 발견하는 연습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1.1절에서 살펴 본 Hamilton의 사고에서도 창의적인 수학적 상상을 
지원하는 내러티브적 상상의 역할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Hamilton은 

           과 등식          

     으로부터 절댓값의 법칙을 유지하기 위해 ‘사고순서2’에서는 
  라고 추측하였다가 ‘사고순서3’에서는 이 추측을 수정하여   라고 상상
하였다. 이것은 교환법칙의 파괴를 설정한 것으로서 그 전까지 아무도 떠올린 적이 
없던 매우 창의적인 상상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교환법칙의 테두



- 117 -

리에서 벗어난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위의 두 식으로부터   를 상상하는 것은 
아주 뛰어난 수학적 직관을 가지고 있어야만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아이디
어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이것은 오히려 Ⅳ장의 2.3절에서 제시하였던 삼각
형의 넓이 공식을 발견하기 위해 필요한 수학적 상상보다도 쉬운 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Hamilton의 창의적 상상의 핵심은 교환법칙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자유로움
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로움은 반드시 참은 아니라 할지라도 훌륭한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능력, 즉 내러티브 양식을 상상적으로 적용하는 능력과 무관
하지 않다고 생각된다.54)

  현대 사회는 물질적인 생활의 진보를 위해 논리 과학적 사고의 활용을 중시해 온 
경향이 있다. 교육에서 내러티브 사고 양식이 논리 과학적 사고 양식에 비하여 소홀
히 다루어져 왔다는 Bruner(1986)의 지적도 이러한 경향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
다. 이런 상황에서 수학에 대한 내러티브적 상상이 창의적인 수학적 사고의 생성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내러티브 사고 양식의 가치를 새롭게 부각시킨다고 생각된다.
  수학 교과에서의 이야기의 활용도 내러티브 사고 양식의 가치를 간과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수학 교과에서 이야기는 1절에서 살펴 본 것처럼 추상
적인 수학적 대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 수학을 전달 또는 구성하기 위해 수학 바깥
쪽에 설정한 것이었다. 이 바깥쪽 이야기도 흥미와 의미를 주는 내러티브의 조건을 
잘 활용하여 구성하면 학생의 내러티브 사고 양식을 활성화시켜 흥미와 의미를 형
성시키고, 이때 발생하는 내러티브적 상상은 경우에 따라서는 논리 과학적 사고를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때 발생하는 흥미, 의미, 내러티브적 상상, 논리 
과학적 사고 등은 모두 수학 바깥 이야기와 소재에 관한 것으로서 추상적인 수학적 
대상이나 내용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수학적 관
계 속에서 문제를 제시하지 않고 악당이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시한다는 이야기
로 제시하면 내러티브적 상상이 수학 문제들이 포함한 추상적 개념들의 드라마가 
아닌 악당과의 대결구도라는 문맥에 적용되기 쉬울 것이다.
  이와 같이 수학에 대한 내러티브 사고 양식의 적용은 이야기가 대상으로 취하기 
어려운 추상적이고 구조화된 수학에 있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하도록 지원
한다는 점에서 논리 수학적 사고를 지원한다고 할 수 있다. 

54) 실제로 Hamilton은 시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습작을 하였으며 유명한 시인 
Wordsworth와 문학적 교분을 쌓았다. 그는 수학과 시는 모두 상상력으로 얻는 것이며, 수학
이 목표로 하는 진리와 시가 목표로 하는 아름다움은 같은 물체의 양면이라고 생각했다(후지
와라 마사히코,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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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논리 수학적 사고의 건조함의 보완

  수학은 구체적인 대상과 활동에서 내용을 버리고 형식을 취함으로써 수학화하기 
때문에 주로 추상적인 대상을 다루게 된다. 여러 번 수학화가 반복됨에 따라 점점 
더 구체는 줄어들고 형식은 강화된다. 이때 수학의 내용은 실생활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의미가 상실되면서 점점 더 건조해진다.
  수학 교과에서의 이야기의 활용은 구체적인 문맥을 도입함으로써 이 건조함을 보
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학교육 선진화 방안’에서도 요약된 설명과 공식, 문
제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기존 교과서에 실생활 사례를 스토리텔링 방식을 통해 유
기적으로 연계하고자 함을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좌표평면에서 두 점 사이의 거
리를 구하는 공식은 기호, 논리, 증명 등 수학적 도구만을 사용하여 서술할 수 있지
만, 공원, 악당, 폭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소재를 동원하여 실생활 또는 유사현실의 
문맥에서 서술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문맥을 도입하여 건조함에 의미를 부여
하는 방식은 더 이상 실생활 문맥을 도입하기 어려울 만큼 수학화가 진행됐을 때에
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스토리텔링은 이러한 난점을 보완하기 위해 
초등 1~2학년군 수학 ③의 ‘여러 가지 도형’ 단원에서와 같이 도형 나라라는 문맥을 
도입하여 추상성을 갖는 도형의 성질을 구체적인 문맥에서 탐구하고자 노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수학 내용보다는 수학 바깥 이야기에 흥미가 유발되
는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학교육을 창의와 인성의 측면에서 접근한 권오남, 박지현, 박
정숙, 오혜미, 나미영, 이지은 등(2013)이 제안한 수학 학습 방법은 추상적 대상의 
건조함을 보완하는 방안으로서 주목된다. 이들은 점, 선, 면의 개수 등 입체도형의 
수학적 성질을 분석한 후 그 성질에 맞는 성격을 갖는 인물로 입체도형을 의인화하
여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활동을 제안하고 있다. 고지식한 성격으로 움직임을 싫어
하는 ‘육면돌이(정육면체)’와 원만한 성격으로 자유분방한 ‘구순이(구)’ 사이의 갈등
과 해소를 이야기로 만들어 보는 것이다(pp.168-175). 이러한 이야기 만들기 활동
은 추상적인 수학적 대상을 친근하게 하고 자기화하여 그 건조함을 보완하고자 하
는 건전한 시도라고 생각된다. 
  한편 수학에서는 이상에서 언급한 건조함과 구분되는 또 다른 건조함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역사와의 비교를 통해서 잘 설명된다. 역사학자 White(1980)는 연
도와 사건만을 기록하는 연보, 서술자가 등장하지만 스토리를 말하지 않는 연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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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역사적 분석은 있을지언정 역사가의 주관적인 해석이 없다는 점에서 맹목적인 
것으로 보았다. 이것은 연보와 연대기는 주관이 없는 건조한 자료일 뿐 의미를 주지 
못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교과서와 같이 수학적 사실들을 스
토리 형식을 갖추지 않고 나열한 수학 텍스트도 저자의 주관 없이 진위의 문장들만 
나열된다는 점에서 건조함을 갖는다. 
  중등 수준의 전통적인 수학 텍스트는 추상적인 대상을 객관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건조함을 모두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권오남 등(2013)이 제
안한 이야기 만들기 활동은 추상으로서의 입체도형에 개인적 의미를 부여하여 첫 
번째 건조함을 보완하지만 한편으로는 입체도형의 성질이라는 객관적인 수학적 사
실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두 번째 건조함, 즉 객관적인 수학적 사실들의 나열에
서 오는 건조함을 일정 부분 보완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정육면체와 구 사이
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면돌이와 구순이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함으로
써 수학적 성질에 부여된 의미가 수학 내용으로부터 지나치게 멀어질 것이 우려된
다. 또, 이 활동은 수학적 사실들 사이의 관계보다는 정육면체 또는 구에 대한 단편
적인 수학적 성질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개념의 관계가 이루는 구조적 측면에는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권오남 등(2013)과 유사한 시도로는 앞서 언급한 Balakrishnan(2008)의 ‘ 공주 

이야기’를 들 수 있다. 이 이야기는   형태의 근호를  의 형태로 변환하는 
내용을 다룰 때 들려주는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에서는  을 공주로, 근호 안의 수
가 상대적으로 큰  을 괴물로 의인화한다. 이러한 설정 하에서  이
라는 계산은  가  공주와 같이  을 갖춘 잘생긴 왕자  으로의 변신이
라는 사건이 된다. 이 이야기에서는 추상적인 대상인  ,  ,   에 공주, 
괴물, 왕자와 같은 개인적 의미를 부여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이 세 무리수 사이의 
수학적 관계에 대해 이들이 잘 어울리는 수라는 정서적 의미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권오남 등(2013)의 시도를 보완하는 측면이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학 지식보다 
공주, 괴물, 왕자와 같은 수학 바깥 이야기 문맥이 강조됨으로서 메타인지 이동이 
나타날 것이 우려된다(이지현, 이기돈, 2013: 210). 
  이야기는 보통 수학적 대상이 구성될 수 있는 실생활 또는 유사현실 맥락을 통해 
의미를 제공하지만, 그 외에도 추상적이고 객관적인 수학적 사실 또는 그 사실들 사
이의 수학적 관계에 개인적 의미를 부여하여 수학의 건조함을 일정 부분 보완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판타지 또는 의인화된 대상들을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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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낸 이야기가 수학 내용 바깥쪽에 존재하기 때문에 수학적 사실들이나 그 관
계보다 그 바깥 이야기에 대한 흥미와 의미가 형성되는 것이 우려되었다.
  이에 비해 수학에 대한 내러티브 사고 양식은 추상적인 수학적 대상들이 이루는 
스토리 자체에 대한 사고이기 때문에 수학 바깥의 이야기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또, 수학적 대상들이 이루는 스토리는 그것들 사이의 관계에 기반 하기 때문에 단편
적인 사실들보다는 수학적 관계들에 대해 사고한다.  공주 이야기도  ,  , 
  사이의 수학적 관계, 즉 같은 형태로 바뀔 수 있다는 수학적 관계에 대해 의
미를 부여해 주었지만 이러한 의미는  을 인물로 고려하는 상황에서 가능한 정도
만의 의미일 뿐이다. 수학적 대상들이나 그 관계의 의미는 그것이 인물과 유사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대상과 관계 자체의 본질적인 속성에 기인한다. 따라서 어떤 수학
적 대상이나 관계가 인물의 성격으로 비유될 수 없는 의미를 가질 때에는 이러한 
방식은 그 의미를 형상화하지 못한다는 난점이 있다. 즉, 대상들 사이의 수학적 관
계에 대한 정서적 의미의 구성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대조적으로 Euler 직선에 대한 Hofstadter의 사고에서 그는 Euler 직선 위에 있
는 네 개의 점에 인격을 부여하지 않았다. 네 개의 점이 독립적으로 정의되는 사실, 
그 점들이 항상 일직선을 이룬다는 사실, 그 점들 사이의 길이 비가 일정하다는 사
실 등을 바탕으로 네 점 사이의 수학적 관계를 스토리 형식을 갖추어 인지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추상적 대상들을 포함하는 수학적 사실들 자체에 대해 내러티브 양
식을 상상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점 또는 수, 나아가 세계가 모종의 비밀 관계를 가지
고 있다는 마스터플롯을 떠올리고 정서적 의미를 구성할 수 있었다. 즉, 네 점에 인
격이 부여될 때 가능한 의미 부여의 방식에 구애받지 않음으로써 네 점이 이루는 
수학적 구조에 대한 의미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었다. 중요한 것은 네 점에 대한 
인격이 아니라 그 네 점이 맺는 수학적 관계에 의한 내러티브, 그리고 그것에 대한 
내러티브 양식의 상상적 적용인 것이다. 
  추상적인 수학적 대상들에 대한 객관적 사실들이 파편적으로 나열될 때 건조함이 
발생한다. 그러나 Ⅳ장에서 살펴 본 것처럼 수학적 사실들은 파편화되어 분리되지 
않고 서로 관계를 맺으며 스토리를 형성하도록 서술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추상적인 
대상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수학 내러티브의 도움을 받아 수학적 사실들에 내러티브 
사고 양식을 적용함으로써 인지적 의미와 정서적 의미를 구성하고 이로써 수학의 
건조함을 보완할 수 있다. 이러한 건조함의 보완은 수학에 대한 내러티브 사고 양식
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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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교과서와 수업에서 수학 내러티브 활용의 구체화

  Ⅴ장에서는 수학 내러티브를 활용한 수학적 사실들에 대한 내러티브 사고 양식의 
적용이 수학 교과에서 이야기 활용의 제한점을 보완할 수 있고 나아가 논리 수학적 
사고를 지원하고 보완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와 같이 교육적 활용 
가치가 높은 수학 내러티브를 교과서와 수업에서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구안한다.

1. 수학 교과서의 내러티브적 서술

  통상적인 수학 교과서는 주로 수리 논리적인 연역적 체계에 주목함으로써 수학적 
사실들을 내러티브로 조직하여 제공하는 것에 소홀하다. 그러나 Ⅳ장에서 살펴본 것
처럼 수학적 사실들을 내러티브적 흥미 요소를 갖춘 수학 텍스트를 통해 학생에게 
제공함으로써 학생에 의한 수학 내러티브의 생산과 의미의 구성을 독려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교과서를 수학적 사실들을 구조화하여 제공하는 대표적인 텍스트로 보
고, 수학적 사실들에 대한 학생의 내러티브 사고 양식을 활성화하기 위한 교과서의 
내러티브적인 서술 방식을 탐구한다. 

1.1. 연구방법

  PISA나 TIMSS 등의 국제비교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학생들의 높은 수학 성취와 
낮은 선호도의 부조화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TIMSS 2011에서 우리나라는 
중학교 2학년의 경우 연구에 참여한 42개 국 중 수학 성취도에서 1위를 차지한 반
면, 수학 공부에 자신 있다고 답한 학생의 비율은 3%(42개 국 중 38번째), 수학을 
좋아한다고 답한 학생은 8%(42개 국 중 41번째)로 각각 14%와 26%인 국제 평균에 
크게 못 미쳤다. 이에 비해 싱가포르는 국제비교연구에서 수학 성취도와 선호도 양
자에서 꾸준히 상위권에 오르고 있어 대조된다. TIMSS 2011에서 싱가포르는 중학
교 2학년의 경우 연구에 참여한 42개 국 중 수학 성취도에서 2위를 차지했고, 수학 
공부에 자신 있다고 답한 학생의 비율이 14%(42개 국 중 26번째), 수학을 좋아한다
고 답한 학생이 32%(42개 국 중 14번째)로 각각 국제 평균인 14%와 26% 이상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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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 싱가포르는 TIMSS 1999와 2007에서도 수학을 좋아한다고 답한 학생이 
45%와 60%로 각각 38개 국 중 2번째와 49개 국55) 중 16번째를 차지하는 등 수학
에 대한 긍정적 정서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8; 한국교육
과정평가원, 2012).
  싱가포르의 수학 성취도와 선호도가 높은 것은 싱가포르 수학교육의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루어진 결과일 것이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교과서는 교육과
정을 구체화한 자료로서 학교에서의 교수학습 활동의 근간을 이루고 학교 내외에서 
공식적인 지위를 부여받고 있는 교재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가볍지 않다(양미경, 
1998). 실제로 싱가포르 수학 교과서는 미국 일부 주에서 공식 교과서로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국제적인 관심이 높다.56) 이러한 점에서 싱가포르의 수학 교과서는 주
목되는 수학 텍스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절에서는 싱가포르 교과서와 국내 교과서의 서술 방식을 내
러티브적 흥미 요소 부각의 측면에서 비교 분석함으로써 수학 교과서의 내러티브적 
서술 방식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다. 

1.1.1 분석 대상

  싱가포르의 중학교에서 주로 사용되는 교과서는 New Syllabus Mathematics와 
Exploring Mathematics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 《New Syllabus Mathematics 
1》(이하 ‘New Syllabus’)을 분석한다. 한편, 국내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1
학년 인정 교과서는 모두 13종인데, 본 연구에서는 그 중 4종을 선택하여 분석하였
다. 앞으로 이 4종의 교과서57)를 각각 KA, KB, KC, KD로 표시한다. 비교 내용 영
역은 대수 영역 중 정수의 연산으로 하였다. 정수의 연산을 다루는 국내의 교육과정
과 싱가포르의 교육과정은 조금 다르다. 국내의 교육과정은 정수와 유리수 및 그 연
산 법칙을 함께 다루는데 비해 싱가포르의 교육과정은 자연수의 연산 법칙을 다루
고 후에 차례로 양의 유리수, 양의 실수, 실수 및 그 연산 법칙을 다룬다. 여기에서

55) 50개국이 참여하였으나 몽골이 표본 참여율과 데이터 신뢰성의 문제로 결과를 산출하지 
못하여 49개국의 자료만 보고되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8: 19).
56) <국제수학경시 1위 星港 교과서, 美서 인기>(2000.05.20. 연합뉴스 기사. http://news.n
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0003932)
57) 교과서의 실제 서지사항은 참고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에 기록된 순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약호인 KA, KB, KC, KD의 순서와 관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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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내 교과서에서 정수(또는 유리수)의 대소 관계 및 연산 법칙을 다루는 부분과 
싱가포르 교과서에서 자연수의 대소 관계 및 연산 법칙을 다루는 부분을 비교 분석
한다.

1.1.2 분석 틀

  본 절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서술 방식의 분석 틀은 다음과 같다. 

            수학 내러티브의
                  흥미 요소
서술 방식

구성적 흥미 요소 주제적 흥미 요소
저자의 
정서내용의 

일체성
통념의 
위반

대상들 
간의 
갈등

내적 
주제

외적 
주제

내용의 배치

저자의 관여 : 저자의 견해
(평가 및 판단, 감상 및 감정, 
내러티브적 상상), 안내 문구
(연결 진술, 비내용 문구), 
추가적인 질문

언어적 표현 : 의인화, 비유, 
감정 형용사, 질문 형식

<표 Ⅵ-1> 수학 교과서의 서술 방식에 따른 내러티브적 흥미 요소 부각의 분석 틀

  이 틀에서 가로 축은 Ⅳ장 2절에서 논의한 수학 내러티브의 흥미 요소로부터 도
입하였고, 세로축은 일반적인 내러티브의 서술 방식을 참고하여 구성한 것이다. 구
체적으로 수학 내러티브의 흥미 요소를 구성적 흥미 요소, 주제적 흥미 요소, 저자
의 정서 등으로 구분하였고, 서술 방식을 내용의 배치, 저자의 관여, 언어적 표현으
로 범주화 하였다. 이러한 구분과 범주화는 내러티브에 대한 Chatman의 논의에 기
반 한다.
  Chatman(2003)은 Saussure와 Hjelmslev의 기호학을 따라서 서사물을 하나의 
기호학적 구조로 보고(p.23), 내러티브에 ‘표현(expression)’과 ‘내용(content)’, 그
리고 ‘질료(substance)’와 ‘형식(form)’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심우장,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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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Chatman(2003)은 내러티브가 스토리에 해당하는 ‘무엇(what)’과 담화에 해당
하는 ‘어떻게(way)’로 구성된다고 보았는데, 표현과 내용은 각각 ‘어떻게’와 ‘무엇’을 
의미한다. 또, 표현과 내용 각각을 다시 ‘질료’와 ‘형식’으로 구분하였는데, 표현에 
있어서 질료란 언어나 영상, 발레, 음악, 판토마임 등 서사적 전달을 실현시키는데 
필요한 물리적 매체를 의미하고, 형식이란 이 질료에 형태를 부여한 서사적 전달 구
조를 의미한다.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 질료란 작가의 문화적 약호들에 의해서 수용
되기 이전의 대상과 행위들, 즉 서사적 매체를 통해 모방될 수 있는 대상과 행위들
을 의미하고, 형식이란 사건, 인물, 배경 등 스토리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를 의미
한다(pp.4-5, 23-26).

표현 내용

질료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매체들
작가가 속한 사회적 약호들을 통해 걸러질 수 있는, 
[즉,] 서사적 매체를 통해 모방될 수 있는, 실세계 
또는 상상적 세계 속에서의 대상과 행위들

형식
모든 종류의 서사물에 의해 공유
되는 요소들로 이루어진 내러티브 
담화

서사적 스토리 구성 요소 : 사건적 요소들, 사물적 
요소들, 그리고 그것들 사이의 관계

<표 Ⅵ-2> 내러티브의 표현, 내용, 질료, 형식(Chatman, 1978: 24; Chatman, 2003: 25)

  심우장(1999)은 내러티브를 이루는 이 네 가지 구성 요소에 따라 흥미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그는 설화에 나타난 흥미를 연구하면서, 내용의 형식에서 얻어지는 흥미
를 ‘구성적 흥미’, 내용의 질료에서 얻어지는 흥미를 ‘주제적 흥미’, 표현의 형식에서 
얻어지는 흥미를 ‘형식적 흥미’, 표현의 질료에서 얻어지는 흥미를 ‘언어적 흥미’로 
구분했다. 이때 Ⅳ장 2절에서 논의한 내용의 일체성, 통념의 위반, 대상들 간의 갈등 
등의 흥미 요소는 스토리에 형식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구성적 흥미, 내적 주제와 외
적 주제는 스토리가 의미하는 바에 관한 것으로 주제적 흥미라고 판단하였다. 그러
나 심우장이 주장하는 형식적 흥미와 언어적 흥미는 내러티브를 표현하는 재료 및 
재료의 형식과 관련되는 흥미로서 본 연구에서는 흥미 요소로 다루지 않았다.
  한편 Chatman(2003)은 표현의 형식에 대해 “이야기의 시간과 이야기를 진술하는 
시간의 관계, 혹은 이야기의 출처(source)나 저작적 특성(authority)(화자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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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점’, 기타 그와 유사한 점 등)과 연관된다(p.22)”고 하였다. 이것은 저자가 사
건의 서술 순서를 조절하거나 서술자를 관여시킴으로써 표현의 질료에 형식을 부여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서술 방식의 범주로 ‘내용
의 배치’와 ‘저자의 관여58)’를 설정하였다. 한편, 수학 내러티브에서 표현의 질료는 
주로 문자나 음성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적 표현’을 또 하나의 범주로 설정하였다. 

(1) 내용의 배치
  
  일반적인 내러티브에서는 사건의 배치 순서를 고려하거나 액자 서술을 사용하는 
등 서술의 구조를 조절함으로써 하나의 스토리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야기 흐름, 즉 
플롯을 만들 수 있다. 수학 내러티브도 ‘Calculus’를 다루는 다양한 대학 미적분학 
교과서들에서 보듯이 서술의 구조에 따라 다양한 플롯이 가능하다. 이때 수학 내러
티브의 서술 구조는 주로 명제나 사실의 배치와 관련된다.

(2) 저자(서술자)의 관여 

  문학의 영역에서 서술 방식을 연구할 때 서술자의 관여 양상은 하나의 분석 도구
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양윤의(2004)는 이문구 소설의 서술 방식을 연구함에 있어
서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 직설적으로 논평한 부분과 반어적 논평으로 이중적으로 
재현한 부분을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인물에 대한 저자의 평가가 드러나는 방식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어떤 내러티브에서는 사건의 배치 순서에 따른 플롯의 생성 
이외에 인물에 대한 평가와 같은 저자의 추가적인 견해를 표현하기 위해서 서술자
가 직접 관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술자의 관여는 텍스트학에서도 텍스트의 이해를 돕는 방법으로 주목되었다.59) 
Mayer(1984)는 독자의 텍스트 이해를 돕는 방법의 세 가지 종류로, 정보의 선택을 
돕기, 내적 관계의 구성을 돕기, 외적 관계의 구성을 돕기 등을 제안하고 각각의 구

58) 서사학에서는 내러티브의 저자와 작품 내에서 이야기를 서술하는 서술자를 구별한다. 
Chatman의 논의를 참고하면 ‘서술자의 관여’라고 하는 것이 맞지만, 수학 교과서에서는 저
자와 서술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저자의 관여’로 설정하였다.
59) 내러티브적 흥미 요소를 다루는 연구에서 텍스트에 대한 연구를 참조하는 것은 내러티브
가 일종의 텍스트라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Kintsch(1980)도 비슷한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p.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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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 방법과 그 효과에 대한 실험 증거를 제시하였다. 각 방법은 텍스트의 서술을 
조절하는 것과 독자에게 텍스트 이해를 위한 훈련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뉜다. 이 중 
내적 관계의 구성을 돕기 위해 텍스트의 서술을 조절하는 기본적인 방법으로 ‘비내
용 단어(non-content words)’를 사용하여 ‘신호를 주는 것(signaling)’을 제시하고 
있다. 어떤 단어나 문구는 내용 전개에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지만, 내용의 구조나 
요점을 명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내적 관계의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pp.33-37). 그런데 Meyer(1975)에 의하면, ‘신호(signal)’는 관계 구조를 명시하는 
것, 핵심 정보에 대한 추상 진술을 미리 제시하는 것, 내용을 말미에 요약적으로 진
술하는 것, 저자의 관점을 나타내는 것 등을 말한다. 각각의 예를 들면, 첫 번째 종
류는 ‘첫째’, ‘둘째’, ‘문제는 . . .이고, 그 해결책은 . . .이다’ 등이고, 두 번째 종류
는 ‘논의될 핵심 아이디어는 . . .이다’와 같은 것이고, 세 번째 종류는 ‘논의된 핵심 
아이디어는 . . .이다’와 같은 것이며, 네 번째 종류는 ‘더 중요한 것은 . . .이다’, 
‘불행하게도 . . .’ 등이다. 이와 같이 서술자는 텍스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내
용 전개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지 않은 안내 문구 또는 정서를 부언함으로써 텍스트 
서술에 관여한다. 
  이와 같이 서술자가 관여하여 견해를 밝히거나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안내 문
구를 부언하는 것이 수학 내러티브의 흥미 요소를 부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수학 
내러티브에 대한 견해 속에는 저자의 내러티브적 상상과 외적 주제가 포함될 수 있
고, Meyer의 네 번째 종류의 신호처럼 저자의 판단이나 정서가 표현될 수 있을 것
이다. 한편, 내용의 이해를 돕는 안내 문구들은 Meyer의 두 번째, 세 번째 종류의 
신호처럼 내적 주제를 분명히 할 수도 있다. 또, 첫 번째 종류의 신호는 내용의 일
체성, 통념의 위반, 대상들 간의 갈등 등의 내러티브적 흥미 요소를 부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기대는 서사학자들에 의해서도 제기된 바 있다. Benveniste(1971)는 ‘내러
티브(narrative)’와 ‘담화(discourse)60)’를 문법적으로 구분하였는데, ‘I’와 I를 암묵
적으로 가정하는 ‘thou61)’, 대명사와 같은 ‘지시자’, ‘여기’, ‘지금’, ‘어제’등의 부사, 
현재, 현재완료, 미래 등의 시제는 담화에서만 사용되고, 엄격한 의미에서 내러티브
는 3인칭과 과거나 대과거 등의 시제만을 사용함으로써 구분된다고 주장했다

60) 이때의 담화는 내러티브 이론에서 말하는 ‘내러티브 담화(narrative discourse)’와는 구
별된다.
61) thou는 당신을 의미하는 옛 글투 또는 방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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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23-230). 이것은 내러티브에 대한 엄밀한 관점, 즉 내러티브란 ‘이미 제 3자에
게 발생한 사건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라는 관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서술자가 드러나는 담화는 주관적인 것이며 그에 비해 서술자가 
숨겨진 내러티브는 객관적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Genette(1976)는 텍스트에서 
이러한 의미의 순수한 내러티브는 나타나기 어렵고 보통은 담화가 섞이게 된다고 
주장한다. 즉, 내러티브 없는 담화는 가능하지만 담화 없는 내러티브는 불가능하다
는 것이다. 그는 그 이유로 “내러티브는 건조함(dryness)과 불임(sterility)에 무릎 
꿇지 않고서는 담화로부터 독립해 있을 수 없(p.11)”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 주장
은 주관성을 지닌 서술자가 관여하지 않는 내러티브는 흥미롭기 어렵다는 것을 의
미한다.
  실제로 서술자의 관여가 학습자의 흥미를 자극한다는 주장은 텍스트에 대한 연구
에서 부분적이나마 실증적인 방법으로 확인되었다. Beck, McKeown, & 
Worthy(1995)는 역사 교과서에 ‘목소리’를 부여하면 학생의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실험 증거를 제시했다. 이때 목소리가 부여된 텍스트란 문장의 능동성, 구어
성, 연결성을 강조하여 진술한 것을 말한다. 즉, 이들은 텍스트를 진술할 때 구체적
인 행위 동사 및 능동태 문장을 사용하고, 구어 스타일의 문장을 사용하며, 텍스트 
내부의 인물들 사이의 감정 관계를 구체적인 방식으로 독자에게 직접 말해주도록 
하였다. 이러한 표현은 텍스트와 수화자 사이의 거리를 좁혀서 텍스트 이해에 대한 
독자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텍스트에 대한 학습자의 흥미와 이해도를 높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3) 언어적 표현

  수학 내러티브 담화는 문자 또는 음성 언어로 이루어지므로 내러티브에 대한 
Chatman의 틀에서 표현의 질료는 언어적인 것이다. New Syllabus에서 언어적 표
현의 양상으로 수학적 대상의 의인화 또는 수학적 대상에 대한 감정 형용사의 사용
([예S5]), 질문 표현의 사용([예S2]) 등을 찾을 수 있었다. 이때 의인화가 일종의 비
유적 표현이라는 점에서 수학적 대상을 비유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것도 가능할 것
이다. 



- 128 -

1.2. 수학 교과서 서술 방식의 비교 분석 결과

1.2.1 내용의 배치에 따른 흥미 요소의 부각

  분석 대상 교과서에서는 내용의 배치 순서에 따라 내용의 일체성, 통념의 위반, 
대상들 간의 갈등 등의 내러티브적 흥미 요소가 부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1) 내용의 일체성

  New Syllabus와 국내 교과서에서 내용의 배치 순서를 조절함으로써 내용의 일체
성이 부각되는 장면을 확인하였다.

[예S6.62) 덧셈의 교환법칙]
Using the number line, we obtain the same result for 3+5 and 5+3 as shown 
below

Begin at 3 and then move 5 units to the right.

Begin at 5 and then move 3 units to the right.

62) [예S6]와 같이 예의 번호 앞에 ‘S’가 붙는 것은 싱가포르의 New Syllabus에서 발췌한 예
이고, [예KA2]와 같이 예의 번호 앞에 ‘K’가 붙는 것은 국내의 교과서에서 발췌한 예이다. 
또, ‘KA’는 국내의 KA 교과서에서 발췌한 것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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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KA3. 덧셈 방법]
  다음과 같이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양수, 왼쪽으로 가는 것을 음수로 나타내어 수직
선을 이용한 정수의 덧셈 방법을 알아보자.

  (양의 정수) + (양의 정수): (+4) + (+3)

   

  [예S6]과 [예KA3]은 각각 수직선을 이용하여 덧셈의 교환법칙과 덧셈 방법을 설
명하고 있다. 두 교과서는 모두 이전 절에서 자연수 또는 정수의 순서 구조를 직관
적으로 보여주는 수직선을 먼저 설명하고 그 이후에 이를 이용하여 덧셈의 교환법
칙이나 덧셈 방법을 설명한다. ‘[수직선] -> [교환법칙]’ 또는 ‘[수직선] -> [덧셈 방
법]’의 내용 배치 순서가 정합적으로 잘 짜여졌다. 이러한 정합적인 내용의 배치는 
수학 교과서가 논리적 사고를 고려하여 서술되기 때문에 어느 나라의 교과서인가에 
관계없이 그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New Syllabus는 대칭되는 내용들을 연이어 배치함으로써 일체성을 부각
시키기도 한다. Ⅳ장 2절에서 제시한 예 중, [예KA1. 곱셈의 분배법칙]은 덧셈에 대
한 분배법칙만 다루고 뺄셈에 대한 분배법칙은 따로 다루지 않았지만 [예S1. 덧셈과 
뺄셈에 대한 곱셈의 분배법칙]은 덧셈과 뺄셈에 대한 분배법칙을 연이어 서술함으로
써 내용의 일체성이 부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New Syllabus는 국내 교과서에 비해 거시적인 내용의 일체성도 부각시킨
다. New Syllabus는 학습목표에서 ‘자연수의 머릿셈을 수행하는 방법을 배운다’를 
제시하고, 덧셈의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다룬 후에 이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예S7. 거시적인 내용의 일체성]
Applying the commutative law and associative law of addition can often 
help us add whole numbers more easily.

Example 6
Calculate (a) 9+17+3; (b) 16+8+4; (c) 18+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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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9+17+3= 9+(17+3)= 9+20= 29
. . . 

Exercise 1c
. . .
2. (a) 14+6+9   (b) 14+21+9   (c) 31+16+9 

  같은 방식의 서술이 곱셈과 곱셈법칙을 다룬 후에도 반복된다. 이러한 서술은 학
습목표에서 제시한 머릿셈 계산을, 그것과 관련된 법칙을 배운 후에 다시 배치함으
로써 교과서의 일체성을 높인다.
  반면, 국내 교과서 KB는 대단원의 ‘들어가는 이야기’에서 ‘여기에서는 음수를 포
함한 유리수의 사칙계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본다’를 학습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구
체적인 내용은 ‘[유리수의 뎃셈] -> [덧셈의 교환법칙, 결합법칙] -> [유리수의 뺄셈] 
-> [유리수의 곱셈] -> [곱셈의 교환법칙, 결합법칙] -> [유리수의 나눗셈]’의 순으
로 전개되는데, 이 경우 결국 연산법칙을 외우고 연습하는 것이 학습목표가 되고 만
다. 머릿셈을 위해 연산법칙을 이용한다는 New Syllabus의 서술에 비해 KB의 서술
에서는 연산법칙의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다.

(2) 통념의 위반

  New Syllabus에서는 내용의 배치 순서를 조절함으로써 통념의 위반이 부각됨을 
확인할 수 있다. [예S2. 자연수에는 마지막 수가 없음]은 ‘[통념] -> [벗어남] -> [해
소]’의 내용 배치를 통해 통념의 위반과 그 해소를 드러내었다. 비교를 위해 비슷한 
내용을 다루는 국내 교과서의 예를 제시한다.

[예KA4. 자연수와 정수의 순서]
  자연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면 오른쪽에 있는 점에 대응하는 수가 왼쪽에 있는 점
에 대응하는 수보다 크다.
  마찬가지로 정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냈을 때에도 오른쪽에 있는 점에 대응하는 정
수가 왼쪽에 있는 점에 대응하는 정수보다 크다.



- 131 -

  [예KA4]는 정수의 순서 개념을 다루기 위해 자연수의 순서 개념을 도입했지만, 
자연수와 정수 모두 수직선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진다는 사실들을 연이어 배치
하는데 그침으로써 자연수의 순서 구조와 정수의 순서 구조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 
즉 자연수는 처음 수가 있고 정수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한다. 이것은 
[예S2]가 자연수는 다음 수와 처음 수가 있음, 마지막 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 가
장 큰 수가 없음을 차례로 서술하여 자연수가 아래로 유계이지만 위로 유계는 아니
라는 사실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 비교를 통해 내용의 선택과 
배치 순서가 통념의 위반과 그 해소를 부각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통념의 위반을 부각시키기 위해 반드시 통념, 벗어남, 해소 등의 내용을 이 순서
대로 서술할 필요는 없다. 독자가 스스로 해소하기를 바라는 경우에는 통념과 벗어
남만을 서술할 수도 있다.

[예S8. 자연수는 왜 짝수 또는 홀수인가?]
A whole number is either an even number or an odd number.
Do you know why this is so?

  자연수가 짝수이거나 홀수라는 사실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알고 있는 통상적인 지
식, 즉 통념이다. 하지만 그 통념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평소에 그것이 성립하
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예S8]은 그것이 왜 성립하는지에 
대해 질문함으로써 독자가 통념 속에서 미처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에 대해 생각하
도록 유도한다. 이때 위반에 대한 해결은 따로 주어지지 않은 채 ‘[통념] -> [벗어
남]’의 순서로 내용을 배치하고 있다.
  또는 통념을 전혀 설명하지 않고 벗어남과 해소만 서술하기도 한다.

[예S9. 연산 순서의 혼란]
Confusion arises when we try to evaluate 19-3+7.
Which operation should we perform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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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we perform the addition first, we obtain
. . ..
If we perform the subtraction first, we obtain
. . ..
From the discussion above, we know that some rules are needed for 
performing operations.

[예KB5. 덧셈의 결합법칙]
  한편 강희가 사용한 할인 쿠폰은 물건의 종류에 상관없이 300원을 할인받을 수 있
는 것이었다. 이것은 강희가 할인받은 300원이 물건값 전체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마요네즈 1200원에 대하여 할인받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를 식
으로 나타내면
(1800+1200)+(-300)=1800+{(1200)+(-300)}
이다.
  자연수에서와 마찬가지로 유리수에서도 세 수를 더할 때, 어느 두 수를 먼저 더한 
결과에 나머지 수를 더하여도 그 합은 같게 된다.
  즉, . . .. 이것을 덧셈의 결합법칙이라고 한다.

  [예S9]의 첫째 줄에서 저자는 아무 설명 없이 ‘19-3+7’을 계산하는데 혼란이 있
다고 진술함으로써 [통념] 없이 [벗어남]이 제시되었다. 이때 ‘연산은 항상 같은 결
과를 준다’는 생각이 [통념]에 해당하다고 볼 수 있다. 저자는 그 다음 줄에서 그것
이 이러한 통념에 대한 위반임을 설명한다. 그리고 이 [벗어남]은 여러 가지 연산이 
연이어 나올 때 그 연산들의 수행 순서를 결정해 놓아야 하는 필요성을 언급함으로
써 해소된다. 이것은 [예KB5]가 정수에서 덧셈의 결합법칙이 성립함을 서술하는 방
식과 대조된다. [예KB5]는 적절한 실생활 문맥을 제시하고 있지만 앞의 연산부터 수
행하는 방법과 뒤의 연산부터 수행하는 방법을 비교해 보아야 하는 수학적 필요성
을 부각시키지 못한다.
  한편, 국내 교과서에서는 내용 배치에 따라 통념의 위반이 부각되는 장면을 확인
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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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들 간의 갈등

  내용의 배치 순서를 조절함으로써 대상들 간의 갈등을 부각시킬 수 있다. New 
Syllabus의 [예S3. 덧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만 뺄셈은 그렇지 않음]은 자연수의 
덧셈에서 교환법칙이 성립함을 서술하고 바로 이어서 뺄셈에서는 그렇지 않음을 사
례와 함께 서술하고 있다. 비교를 위해 비슷한 내용을 다루는 국내 교과서의 예를 
제시한다.

[예KB6. 덧셈의 교환법칙과 뺄셈의 정의]
  생각열기에서 희수가 받은 영수증은 –300 다음에 1200을 더하였고, 강희가 받은 
영수증은 1200 다음에 –300을 더하였다. 그 계산 순서는 서로 달랐지만 희수와 강희
가 산 물건 값의 총액은 같았다.
  이로부터 더하는 순서에 관계없이
  (-300)+1200=1200+(-300)
임을 알 수 있다.
. . ..
이것을 덧셈의 교환법칙이라고 한다.
. . ..
  자연수의 뺄셈, 예를 들면 5-2=□에서 □ 안의 수를 구하는 것은 덧셈 2+□=5에서 
□ 안의 수를 구하는 것과 같다.
. . ..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유리수의 뺄셈은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어 더하면 된다. 

  [예KB6]은 정수의 덧셈에 관해서는 실생활 맥락을 제시하여 교환법칙을 설명하지
만, 연이어 서술되는 뺄셈을 다루는 절에서 뺄셈의 정의와 계산 방법을 서술할 뿐 
두 수를 바꾸어 뺐을 때의 결과에 대해서는 서술하지 않는다. 이것은 [예S3]이 덧셈
의 교환법칙을 서술한 직후에 뺄셈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내용을 서술하여 대상들 
간의 갈등을 부각시킨 것과는 대조된다.
  한편, 국내 교과서에서도 내용의 배치 순서를 조절하여 대상들 간의 갈등을 부각
시키는 예를 찾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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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KB7.  과  은 다르다]

5×5=으로 나타내는 것과 같이 음수의 거듭제곱도 같은 꼴로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면 (-5)×(-5)= 으로 나타낸다.

▶주의:  =-(5×5)=-25,  =(-5)×(-5)=25이므로  과  은 서로 다르다.

  [예KB7]은 음수의 거듭제곱을 간단히 나타낼 수 있음을 설명하면서  과 

 의 뜻을 이웃하여 진술함으로써 대조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학생들의 기
호에 대한 오해를 줄이기 위한 주의 사항으로서 다루어진 것으로서, 교환법칙을 서
술함에 있어 대상들 간의 갈등을 동원하는 [예S3]과 같이 주요 내용 중에서 대조되
는 것들을 연이어 서술하는 예는 찾기 어려웠다.

1.2.2 저자의 관여에 따른 흥미 요소의 부각

  분석 대상 교과서에서는 저자의 관여에 따라 내용의 일체성, 통념의 위반, 대상들 
간의 갈등, 내적 주제, 저자의 정서 등의 내러티브적 흥미 요소가 부각되는 것을 확
인 할 수 있었다.

(1) 내용의 일체성

  New Syllabus와 국내 교과서에서 저자가 관여함으로써 내용의 일체성이 부각됨
을 확인할 수 있다.

[예S10. 덧셈과 뺄셈처럼 곱셈과 나눗셈도 종이와 연필 알고리즘이 있음]
Multiplication is the same as repeated addition of the same number.
From the above we can also get
20÷4=5 or 20÷5=4
18÷6=3 or 18÷3=6
As in the case of addition and subtraction of whole numbers, there is a 
general paper-and-pencil method to carry out multiplication and division of 
whole number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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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KB8. 유리수의 덧셈처럼 수직선을 이용하여 유리수의 곱셈 정의하기]
  앞에서 수직선 위에서의 이동을 유리수의 덧셈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는 
반복적인 연속 이동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 ..
. . ..
  생각열기에서 토끼의 현재 위치를 0으로 하고, 오른쪽으로 뛰는 것을 양수로, 왼쪽
으로 뛰는 것을 음수로 나타내면 (+2)×(+3)은 토끼가 오른쪽으로 2칸씩 세 번 뛴 후의 
위치로 생각할 수 있다.

  [예S10]과 [예KB8]은 각각 덧셈과 뺄셈 또는 수학열기의 내용과 연계하여 곱셈 
또는 나눗셈의 계산 방법 또는 정의를 설명하고 있다. 두 교과서 모두 이전 절에서 
덧셈과 뺄셈에 대해 서술한 바 있다. 그리고 두 교과서 모두 밑줄 그은 것처럼 내용
의 연계를 드러내는 안내 문구를 삽입하여 진술하고 있다. 이 안내 문구들이 없어도 
내용의 배치 순서에 따라 내용들 사이의 관계가 정합적으로 서술될 수 있지만, 안내 
문구들을 추가로 삽입하여 그 전 내용과 이번 내용을 연결시킴으로써 내용의 일체
성을 높였다.
  한편 안내 문구가 아니라 저자의 견해를 서술하여 내용의 일체성을 부각시킬 수
도 있다. 다음은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는 New Syllabus와 국내 교과서의 예이다.

[예S11. 곱셈법칙을 이용하여 머릿셈 하기]
Exercise 1e
Fill in the boxes with +,- or ×;
(a) 6□4=4□6=24
. . ..

Applying the commutative law and associative law of addition can often 
help us add whole numbers more easily.

Example 10
Do the following sums mentally:
(a) 25×29×4;    (b) 45×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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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KC9. 곱셈법칙의 응용]
  두 수의 곱셈에서 

(+3)×(-5)=-15,   (-5)×(+3)=-15
와 같이 곱하는 두 수의 순서를 바꾸어도 그 결과는 같다. 이것을 곱셈의 교환법칙이
라고 한다. 또, 세 수의 곱셈에서 
. . .. 이것을 곱셈의 결합법칙이라고 한다.

  세 수 이상의 곱셈에서는 곱셈의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이용하여 곱하는 순서를 
적절히 바꾸면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다.

예제1. (+2)×(-13)×(-5) 를 계산하여라.
. . ..

  [예S11]은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에 관한 연습문제를 제시한 이후에 ‘25×29×4’와 
같은 문제를 머릿셈으로 푸는 예제를 제시한다. 이때 연습문제와 예제 사이에 밑줄
과 같은 평가 및 판단을 담은 저자의 견해를 진술함으로써 연습문제와 유사한 예제
가 다시 제시되는 이유가 분명해진다. 이와 비슷하게 [예KC9]에서도 저자의 견해를 
서술하여 내용의 일체성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예는 다른 국내 교과서에서도 찾을 
수 있다.

[예KB10. 정수 덧셈의 정의와 계산법]
  이와 같이 수직선의 원점에서 출발하여

  (첫 번째 이동) + (두 번째 이동) = (도착점의 위치)
로 생각하면 두 유리수의 덧셈을 나타낼 수 있고, 여기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다. 즉, 
같은 방향으로 이동한 결과는 각 방향으로 이동한 양의 합만큼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
게 되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동한 결과는 각 방향으로 이동한 양의 차만큼 이동하
게 된다.

  유리수의 덧셈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유리수의 덧셈
1. 부호가 같은 두 유리수의 덧셈은 두 수의 절댓값의 합에 공통 부호를 붙인다.
2. 부호가 다른 두 유리수의 덧셈은 두 수의 절댓값의 차에 절댓값이 큰 수의 부호를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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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념의 위반

  New Syllabus에서 저자가 추가로 질문을 던져 관여함으로써 통념의 위반이 부각
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미 내용의 배치에 따른 통념의 위반에서 다루었던 [예S8. 
자연수는 왜 짝수 또는 홀수인가?]를 보다 자세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S8. 자연수는 왜 짝수 또는 홀수인가?]
The whole numbers 0, 2, 4, 6, 8, ... are even numbers.
. . ..
The whole numbers 1, 3, 5, 7, 9, ... are odd numbers.

A whole number is either an even number or an odd number.
Do you know why this is so?

Example 1
List (a) all the natural numbers less than 5;
     (b) all the even numbers between 20 and 43;
     (c) all the odd numbers between 15 and 25.

  짝수와 홀수를 설명하고 자연수가 그 둘 중의 하나라는 당연한 통념을 서술한다. 
그리고 밑줄 그은 저자의 질문 다음에는 자연수, 짝수, 홀수 등의 개념을 연습하는 
예가 진술된다. 즉, 저자의 질문이 없어도 내용의 정합적인 흐름에는 이상이 없다. 
그런데 저자가 관여하여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 추가로 질문을 던짐으로써 
통념의 위반이 드러난다. 
  한편 국내 교과서에서는 저자의 관여에 의한 통념의 위반을 찾을 수 없었다.

(3) 대상들 간의 갈등

  New Syllabus에서 저자가 추가로 질문을 던져 관여함으로써 대상들 간의 갈등이 
부각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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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S12. 곱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고 나눗셈은 그렇지 않음]
The diagram above illustrates the Commutative Law of Multiplication by 
showing that
  3×4=4×3
. . ..
Compute 27÷3 and 3÷27.

Is 27÷3 equal to 3÷27? Is the division commutative?

  [예S12]는 곱셈의 교환법칙을 설명한 후 27÷3과 3÷27을 계산하여 같은지 확인함
으로써 곱셈과 나눗셈의 대조적인 성질이 드러난다. 그런데 저자는 추가로 ‘Is the 
division commutative?’라고 질문을 던져 관여하고 있다. [예S12]를 그것에서 밑줄 
친 부분을 제거한 것과 비교하면 저자가 추가로 질문을 던져 관여할 때 대상들 간
의 갈등이 더 부각됨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내 교과서에서는 저자의 관여에 의한 
대상들 간의 갈등을 찾을 수 없었다.

(4) 내적 주제

  New Syllabus에서는 저자의 주관적 견해를 반영하여 서술의 의도를 직접 언급함으
로써 내적 주제가 부각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Ⅳ장 2절에서 내러티브적 흥미 
요소 중 내적 주제의 예를 들 때 [예S4. 학습목표의 선택]와 [비교1. New Syllabus의 
제1장의 모든 절]을 통해서 설명한 바 있다. New Syllabus의 제1장의 내용은 연산법
칙들을 포함하지만 학습목표에서는 그것들을 제외하고 머릿셈, 계산기 계산, 어림셈에 
의한 계산의 정확성 확인 등만을 제시함으로써 제1장의 내적 주제가 연산법칙을 익혀 
생활 속에서 계산을 원활하게 하는 것임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국내 교과서 KD에서도 저자가 관여하여 내적 주제를 언급하는 장
면을 확인할 수 있다.

[예KD11. 이 단원에서는]
  인류는 오래전부터 물건의 개수를 세거나 순서를 정할 때 자연수를 사용했다. 그러
나 영상과 영하의 온도, 이익과 손해, 수입과 지출 등 서로 반대되는 양은 자연수만 이
용해서 한 가지로 나타내는 것보다 구분해서 나타내면 편리할 것이다. 이에 0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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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해서 0보다 큰 수와 0보다 작은 수를 도입하여 수의 범위를 넓히면 서로 반대되
는 양들을 간단하고 알기 쉽게 나타낼 수 있다.
  이 단원에서는 이와 같은 수인 정수와 유리수에 대해 알아본다.

  KD는 대단원을 시작하는 첫 쪽의 ‘이 단원에서는’에서 [예KD11]과 같이 학습목표
를 제시하고 있다. 이 진술에서 자연수와 음수에 대한 견해가 포함된 저자의 목소리
를 느낄 수 있다. 또, 마지막 문장의 ‘이 단원에서는 . . . 알아본다’는 Meyer(1975)
의 두 번째 종류의 ‘신호’로서 내적 주제를 안내 하는 비내용 문구 또는 안내 문구
이다. 저자는 주관적 견해의 제시와 안내 문구의 사용을 통해 서술의 의도를 제시하
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저자가 제시한 학습목표란 결국 학습할 전체 내용과 다르지 
않다. 이것은 절의 전체 내용과는 구분되는 학습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New 
Syllabus와는 대조된다.

(5) 저자의 정서

  New Syllabus에서는 논의되는 내용에 대한 견해를 서술함으로써 그에 대한 저자
의 정서가 드러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예S13. 어림계산의 중요성]
. . . Hence, it is important to estimate mentally result of calculations for 
checking purposes. . ..

  [예S13]에서는 계산 결과의 정확성을 머릿셈으로 어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
가 진술되었다. 이 견해는 논의되는 내용에 대한 저자의 평가 및 판단으로서 머릿셈
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저자의 정서가 드러나고 있다.

1.2.3 언어적 표현에 따른 흥미 요소의 부각

  분석 대상 교과서 중 국내 교과서에서는 언어적 표현에 의한 내러티브적 흥미 요
소의 부각을 확인할 수 없었다. New Syllabus에서는 언어적 표현에 따라 통념의 
위반, 대상들 간의 갈등, 저자의 정서 등의 내러티브적 흥미 요소가 부각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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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념의 위반

  New Syllabus와 일부 국내 교과서에서 사려 깊게 내용을 배치하거나 저자가 추
가로 관여함으로써 통념의 위반이 부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본적으로 ‘[통념] 
-> [벗어남] -> [해소]’의 순서로 내용을 배치함으로써 통념의 위반이 드러난다. 이
때 저자가 추가로 관여할 때 비로소 [벗어남]이 발생하는 경우도 확인하였다. 그런
데 저자가 관여할 때 어떤 표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통념의 위반이 더 부각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평서문을 사용하지 않고 질문 형식을 사용하면 통념의 위반이 
더 부각된다. 논의를 위해 저자의 관여에 따른 통념의 위반의 부각에서 다루었던 
[예S8. 자연수는 왜 짝수 또는 홀수인가?]의 일부를 다시 제시한다.

[예S8. 자연수는 왜 짝수 또는 홀수인가?]
. . ..
A whole number is either an even number or an odd number.
Do you know why this is so?
. . ..

  [예S8]에서 [벗어남]을 진술하는 밑줄 친 부분을 ‘It is good for you to think 
why it is’라고 고쳐 진술한다면 통념의 위반이 주는 놀라움이 상대적으로 감소될 
것이다. 이와 같이 한편으로 당연한 것에 대해 진술할 때 질문 형식을 사용함으로써 
통념의 위반의 효과가 더 부각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대상들 간의 갈등

  New Syllabus에서 사려 깊게 내용을 배치하거나 저자가 추가로 관여함으로써 대
상들 사이의 갈등이 부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때 저자가 관여할 때 어떤 표현
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대상들 사이의 갈등이 더 부각된다. 논의를 위해 저자의 관여
에 따른 대상들 간의 갈등 부각에서 다루었던 [예S12. 곱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고 
나눗셈은 그렇지 않음]의 일부를 다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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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S12. 곱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고 나눗셈은 그렇지 않음]
The diagram above illustrates the Commutative Law of Multiplication by 
showing that
  3×4=4×3
. . ..
Is 27÷3 equal to 3÷27? Is the division commutative?

  [예S12]의 밑줄 친 두 문장이 ‘27÷3 does not equal to 3÷27, so the division 
is not commutative’와 같이 평서문이었다면 곱셈과 나눗셈 간의 갈등 효과가 반
감되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의문문을 사용함으로써 대상들 간의 갈등이 더 부각되
는 것으로 보인다.

(3) 저자의 정서

  저자의 정서는 내용의 배치 순서를 조절하여 드러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한편, 
저자의 정서가 저자의 관여를 통해 부각될 수 있음을 [예S13]을 통해 확인한 바 있
다. 이때 의인화 하거나 감정 형용사를 사용하여 논의의 대상을 묘사하면 저자의 정
서가 더 부각된다. 논의를 위해 [예S5. 10의 거듭제곱은 친근하다]를 다시 제시한다.

[예S5. 10의 거듭제곱은 친근하다] 
1, 10, 100 ... are friendly numbers.

  [예S5]에서는 10의 거듭제곱에 주로 사람에게 사용되는 ‘fiendly’라는 형용사를 
사용함으로써 저자의 정서가 드러나고 있다. 만일 이 문장을 ‘1, 10, 100 ... are 
very useful numbers’라고 표현했다면 저자의 정서가 감추어졌을 것이다. 이러한 
표현은 논의되는 내용에 대한 저자의 평가 및 판단 등의 견해와 함께 사용하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1.2.4 분석 결과 종합

  New Syllabus와 국내 교과서에 대한 이상의 비교 분석 결과를 내용의 배치, 저자
의 관여, 언어적 표현에 따른 내러티브적 흥미 요소의 부각의 측면에서 표로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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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 
방식

내러티브적 
흥미 요소

국내 교과서 New Syllabus

내용의 
배치

내용의 일체성

정합성을 고려한 내용 배치 정합성을 고려한 내용 배치,
대칭되는 내용을 연이어 배치,
거시적인 일체성을 고려한 
내용 배치

통념의 위반
[통념]->[벗어남]->[해소]
[통념]->[벗어남]
[벗어남]->[해소]63)

대상들 간의 갈등64) 대조되는 내용을 연이어 배치

저자의 
관여

내용의 일체성
안내 문구,
저자의 견해(평가 및 판단) 
진술

안내 문구,
저자의 견해(평가 및 판단) 
진술

통념의 위반 추가로 질문함

대상들 간의 갈등 추가로 질문함

내적 주제
학습목표에 학습할 내용이 
그대로 진술됨65)

학습목표에 저자의 견해가 
반영됨

저자의 정서
저자의 견해(평가 및 판단) 
진술

언어적 
표현

통념의 위반 질문 형식의 사용

대상들 간의 갈등 질문 형식의 사용

저자의 정서
의인화 또는 감정 형용사를 
사용하여 수학적 대상 표현

<표 Ⅵ-3> 교과서 비교 분석 결과

63) 때에 따라서는 [벗어남]만을 서술하여 같은 효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변이는 통념이 너무 자명한 경우이거나 해소가 어렵지 않은 경우 또는 해소를 독자 스
스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64) 국내 교과서에서도 대상들 간의 갈등이 부각되도록 내용을 배치한 예를 확인할 수 있었
지만, New Syllabus처럼 내러티브의 중요 내용들을 대조시킨 것은 아니었다.
65) 이것은 저자가 학습할 내용 전체와는 구분되는 학습목표를 제시하는 New Syllabus와는 
대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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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Syllabus와 대부분의 국내 교과서들은 내용의 배치 순서나 저자의 관여에 
의해 내용의 일체성을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었다. 하지만 국내 교과서들은 
통념의 위반, 대상들 간의 갈등, 내적 주제, 외적 주제, 저자의 정서 등의 수학 내러
티브의 흥미 요소를 거의 부각시키지 못했다. 특히 언어적 표현에 의한 흥미 요소의 
부각은 전혀 찾을 수 없었다. 이에 반해  New Syllabus는 세 가지 서술 방식에 따
라 외적 주제를 제외한 다섯 가지의 내러티브적 흥미 요소를 부각시켰다. 그러나 
New Syllabus에서도 외적 주제를 부각시키는 장면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이것은 
New Syllabus가 논리 수학적 사고를 서술한 교과서로서 내러티브적 상상을 포함하
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내용 배치에 따른 내적 주제의 부각66)과 
언어적 표현에 의한 내용의 일체성 및 내적 주제의 부각도 확인할 수 없었다. 
  한편, 각 흥미 요소를 부각시키는 주된 서술 방식과 보조 서술 방식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구성적 흥미 요소, 즉 내용의 일체성, 통념의 위반, 대상들 
간의 갈등이 부각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내용의 배치가 중요하지만, 저자가 안내 
문구, 저자의 견해(평가 및 판단), 추가 질문을 사용하여 관여함으로써 내용의 배치
를 보조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 통념의 위반, 대상들 간의 갈등 등이 부각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내용의 배치와 저자의 관여가 중요하지만, 저자가 평서문 대신 
질문 형식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그 요소들이 더 부각된다. 그리고 저자의 정서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저자의 관여가 중요하지만, 논의의 대상을 의인화 하
거나 감정 형용사를 사용하여 표현함으로써 저자의 정서가 더 부각된다.

1.3. 수학 교과서의 내러티브적 서술 방식에 대한 시사점

  1.2절에서 분석한 《New Syllabus Mathematics 1》은 싱가포르 전체 중학생의 
60%가 속한 Express/Special 코스67) 중 50% 이상이 채택하고 있는 교과서이
다.68) 그런데 분석 결과에서 보듯이, 이 교과서가 수학 내러티브의 여러 가지 흥미 
요소를 부각시키는 다양한 서술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국내 교과서의 분석 

66) 내용 배치에 따른 내적 주제의 부각뿐 아니라 저자의 정서의 부각도 찾기 어려웠다. 그러
나 내용 배치가 저자의 정서를 부각시키는 것은 원천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67) 싱가포르의 중학생 중 약 60%는 Express/Special 코스에, 20%는 Normal Academic 
코스에, 나머지 20%는 Normal Technical 코스에 다닌다.
68) New Syllabus의 채택률은 이 책의 출판사 Shing Lee Publishers Pte Ltd의 Chief 
Executive Officer인 Shing Woei로부터 2012년 12월 12일에 이메일로 답변 받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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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와 비교할 때 주목할 만한 일이다.
  싱가포르와 대조적으로, 국내 교과서의 표본으로 선택한 4종은 수학 내러티브의 
흥미 요소의 부각을 위한 서술 방식의 사용이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
적으로 내용의 배치와 저자의 관여에 의해 내용의 일체성이 부각되는 장면을 확인
할 수 있었지만, 다른 서술 방식의 사용과 흥미 요소의 부각은 찾기 어려웠다. 
  제한된 서술 방식으로 제한된 흥미 요소를 다루는 배경에는, 수학 교과서는 논리 
수학적으로 정확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서술한 것이라는 수학 교과서 서술에 관한 
패러다임이 놓여 있다고 생각된다. 방정숙, 황현미(2012)의 메타연구에서 수학 교과
서의 분석 기준으로 수학 내용 및 수학적 엄밀성을 사용한 연구가 가장 많았던 것
도 그러한 패러다임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패러다임 하에서 논리 수학적 사고를 따라 교과서를 정합적으로 서술하면 
의식하지 않아도 일정 부분 내용의 일체성이 형성된다. 그러나 분석의 결과에서 보
듯이, 수학 내러티브에서 통념의 위반과 대상들 간의 갈등이 부각되기 위해서는 새
로운 사실을 서술할 때 그 주변의 수학적 사실들을 함께 서술하는 사려 깊은 내용
의 배치와 저자의 관여가 추가로 필요하다. 내용을 정합적으로 서술한 교과서는 굳
이 이러한 수고를 들이지 않아도 교과서 패러다임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놀라움
과 갈등이라는 내러티브적 흥미 요소를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교과서에서는 어떤 사실들을 논리 수학적으로 정확히 서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사실들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는 문맥을 부각시키는 것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 
  한편, 저자의 견해는 주관을 포함하고, 의인화, 감정 형용사, 질문 형식 등은 논리 
수학적 표현의 정확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패러다임 하에서는 저자의 
관여나 다양한 표현의 사용이 제한되고, 그러한 서술 방식을 필요로 하는 내적 주제
와 저자의 정서의 부각이 어렵다.
  따라서 수학 교과서의 내러티브적 흥미 요소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논리 수학적 
정확성이나 객관성에 대한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이미 언급한 바 있
는 서사의 범위에 대한 Genette(1976)의 논의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는 “내러티
브는 건조함과 불임에 무릎 꿇지 않고서는 담화로부터 독립해 있을 수 없(p.11)”기 
때문에 서사 없는 담화69)는 가능하지만 담화 없는 서사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였

69) Genette의 ‘담화’는 I, you 등을 포함한 주관이 관여된 발화로서 narrative discourse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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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것은 사건만을 나열하는 순수한 내러티브는 건조하기 때문에 보통 주관이 가
미된 담화를 포함하게 된다는 말로 해석된다.
  객관적인 사건만을 나열한 서술에서 의미를 찾기 어렵다는 것은 이미 언급한 바 
있는 역사학자 White의 역사 서술 방식의 통시적인 비교 분석에서도 잘 드러난다. 
즉, 중세 시대의 역사 기록 방법인 연보, 연대기에 비해 오늘날의 역사가는 지나간 
사건들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스토리 형식을 갖추어 역사를 적는다. White(1980)
는 칸트의 말을 원용하여 “분석 없는 역사적 내러티브는 공허하고, 반면 내러티브가 
없는 역사적 분석은 맹목(p.10)”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철저한 분석에 의해 역사적 
사실을 발견하더라도 그것을 저자의 입으로 스토리 형식을 갖추어 서술하지 않으면 
의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객관적인 역사적 사건들을 발생한 순서
대로 기록하는 것만으로는 의미를 찾기 어렵듯이, 정확한 수학적 사실들을 정합적으
로 기록하기만 할 때 흥미나 의미가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수학 교과서가 논리 수학적 정확성이나 객관성을 고집하는 것은 역사 서술에 앞
서 그것의 엄밀한 사실적 분석이 필요한 것처럼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수학 교과서
가 그것만을 고집하는 것은 내러티브적 흥미의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 기본적으로
는 논리 수학적 정확성과 객관성을 추구하되 더불어 놀라움과 갈등이 부각되도록 
내용을 배치하고 저자의 관여와 다양한 표현 등 일부 주관적인 요소를 허락할 때 
건조함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수학 교과서의 내러티브적 서술 방식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용의 정합성뿐 아니라 통념의 위반과 대상들 간의 갈등을 고려한 내용의 
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학습 내용 중 어떤 것들이 통념의 위반과 대상들 간
의 갈등이라는 흥미를 줄 수 있는지 수학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 후, 
통념의 위반을 주는 내용들을 ‘[통념] -> [벗어남] (->[해소])’ 또는 ‘[벗어남] (->[해
소])’의 순으로 배치하거나 대상들 간의 갈등을 주는 두 내용들을 나란히 서술한다. 
  이때 그러한 흥미 요소를 갖는 학습 내용은 학생의 수학적 수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New Syllabus의 [예S3. 덧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만 뺄셈은 그
렇지 않음]은 덧셈과 뺄셈의 교환법칙 성립 여부를 연이어 나열하여 두 가지 연산을 
대조시킨다. 또, 덧셈의 결합법칙을 다루는 부분에서 뺄셈에서는 결합법칙이 성립하
지 않음을 통념의 위반의 형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교과서는 똑같이 덧
셈과 뺄셈, 그리고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다루면서도 그러한 방식으로 서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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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꺼린다. 이러한 현상은 추상대수 이론에서 뺄셈은 역원의 덧셈으로 정의되어 독
립적으로 취급할 필요가 없다는 수학적 논리에 영향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러한 서술은 중학교 1학년 학생의 수학 수준에서 덧셈과 뺄셈에 추가적으로 대립
되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
  둘째, 사려 깊은 내용의 배치에 의해 구현된 구성적 흥미 요소 - 내용의 정합성, 
통념의 위반, 대상들 간의 갈등 – 가 부각되도록 저자가 안내 문구, 평가 및 판단, 
추가적인 질문을 사용하여 관여한다.
  셋째, 저자가 관여하여 내적 주제와 정서를 드러낸다. 이때 내적 주제의 부각은 
저자가 직접적으로 내적 주제를 밝히는 것 외에도 New Syllabus의 [예S4. 학습목
표의 선택]에서와 같이 교과서의 내용들 중 일부를 선택하고 강조하여 전체 스토리
를 부각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이를 위해서는 스토리를 이룰 수 있는 핵심 내용들을 
파악하기 위한 수학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내용의 배치와 저자의 관여에 의해 구현된 통념의 위반과 대상들 간의 갈
등, 내적 주제, 저자의 정서 등이 더 부각되도록 의인화, 감정 표현, 질문 형식 등의 
다양한 표현을 사용한다.
  한편, New Syllabus에서는 [예S12. 자연수는 왜 짝수 또는 홀수인가?]의 ‘Do 
you know why this is so?’와 같이 ‘You’라는 대명사가 등장한다. 이러한 표현은 
국내 교과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표현이다. ‘I’나 ‘You’는 Benveniste가 지적한 담
화 요소로서 Genette가 주장하듯이 내러티브의 건조함을 상쇄시키는 주관적 요소이
다. 이런 점에서 교과서 서술 방식에 대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추가할 수 있다.
  다섯째, ‘여러분’과 같은 구어체 표현을 사용한다.
  다만, 이러한 서술 방식은 정형화된 논리 수학적 서술에 대한 유연함을 필요로 하
기 때문에 교과서가 수학적 사고를 학습하는 공식적인 교재라는 점을 감안하여 조
심스럽게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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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학 수업에서 내러티브적 흥미 요소의 활용 방안

  이상에서 내러티브적 흥미 요소를 부각시키는 교과서의 서술 방식에 대해 논의하
였다. 이러한 수학 교과서의 서술은 수학적 사실들에 대한 학생의 내러티브 사고 양
식을 보조 또는 유발함으로써 학생에 의한 수학 내러티브의 생산과 의미의 구성을 
독려한다. 그러나 텍스트의 이해를 돕기 위해 텍스트 자체를 수정할 필요성뿐 아니
라 텍스트를 접하는 학생의 텍스트 처리 능력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Beck, 
McKeown & Worthy, 1995: 223; Mayer, 1984)처럼, 수학 교과서의 내러티브적 
서술 외에도 학생이 그것을 참고삼아 수학적 사실들에 내러티브 사고 양식을 적용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은 교사와 학생의 직접적인 소통이 이
루어지는 수업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절에서는 수학적 사실들에 대한 
학생의 내러티브 사고 양식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러티브적인 수학 수업의 모습을 
일련의 수업연구를 통해 구안한다. 이것은 수학 내러티브의 흥미 요소를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하의 절에서 서술되는 수업연구는 2009년, 2010년, 2013년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 중 2009년과 2010년(수업연구1)은 교사70)가 자신의 수학 경험 속에서 수학적 사
실들을 스토리 형식을 갖추어 인지할 때 흥미와 의미가 발생한다는 것을 깨닫고 재
직하고 있던 A 과학고등학교(이하 A과학고)에서 이러한 점을 강조하여 수업을 진행
한 기간이다. 2013년 1학기(수업연구2)는 통념과 그 위반을 수학에 대한 내러티브 
사고 양식을 유발하는 수학 내러티브의 주요 흥미 요소로 인지하고 B 고등학교의 
영재학급(이하 B영재학급)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연구 자료를 수집한 시기이다. 2013
년 2학기(수업연구3)는 수학 내러티브에 포함된 통념의 위반뿐 아니라 학생과 교사
의 수학 내러티브의 교류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C 대학 부
설 지역영재교육원(이하 C영재원)의 사사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연
구 자료를 수집한 시기이다.

70) 수업을 진행한 교사는 본 논문을 서술하고 있는 연구자이지만 객관화시키기 위해 3인칭
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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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수학적 사실들을 스토리 형식으로 제시 : 내러티브적인 수학 수업의 가능성

  이 소절에서 서술되는 수업연구1은 교사가 수학적 사실들을 스토리 형식을 갖추
어 제시할 때 수업의 효과를 관찰한 것이다. 수업연구1은 내러티브에 관한 이론적인 
배경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로 교사의 경험적 판단에 의지해 이루어졌다. 따
라서 특정한 내러티브적 흥미 요소의 도입을 계획하지 못한 채 수학적 사실들에 스
토리 형식을 갖추는데 주력하였다. 그 결과 인지적 의미와 정서적 의미를 구성하는 
학생들을 관찰하였고, 이를 통해 내러티브적인 수학 수업을 통한 학생의 의미 구성
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2.1.1 연구방법

  교사는 2009년 2학기와 2010년 2학기에 A과학고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행렬
을 소재로 정규 수업을 진행하였다. 학생들의 학습 욕구를 고려하여 행렬식과 같이 
《고급수학》71)에 나오는 내용을 일부 포함시켰다. 교사는 반 학기를 단위로 하나의 
스토리 형식을 갖춘 수학 내러티브를 구성하여 전달하고자 노력하였다. 구체적으로 
중간고사까지 다룬 수학 내러티브의 내적 주제, 즉 요점은, 연립일차방정식의 풀이
와 관련하여 행렬과 역행렬을 도입하고, 역행렬을 구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서 
Gauss-Jordan 방법과 행렬식에 의한 Cramer’s rule을 다룬 다음, 행렬식의 성질
을 바탕으로 계수행렬의 행렬식이 0인지 아닌지에 따른 Gauss-Jordan 방법의 실행 
가능성을 다룸으로써 역행렬을 구하는 두 가지 방법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이것을 정리하면 <표 Ⅵ-4>와 같다.

71) 수업연구 당시에 A과학고의 3학년 과정에 편성되었던 수학 과목의 교과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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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수업 내용

1 행렬과 그 연산

2 역행렬과 연립일차방정식

3 Gauss-Jordan 방법에 의한 역행렬 구하기

4 행렬식의 정의와 기본성질

5 Cramer’s rule에 의한 역행렬 구하기

6 행렬식과 Gauss-Jordan 방법의 관계

<표 Ⅵ-4> 2009년 2학기와 2010년 2학기 중간고사까지의 행렬 수업 내용

  교사는 각 차시의 내용이 반 학기 수업 전체의 스토리의 일부분임을 강조하여 지
도하였지만 동시에 각 차시의 내용 자체도 하나의 스토리 형식을 갖추어 제시하였
다. 예를 들어, 행렬식의 세 가지 기본성질로부터 행렬식의 정의를 유도하는 수업72)

에서는 행렬식의 기본성질로부터 우선

 


 ⋯ … (※)73)

를 유도한 후 를 대입함으로써 

 


 ⋯ … (※※)

를 얻었다. 행렬식의 기본성질로부터 (※)을 거치지 않고

72) 행렬식의 정의  


 ⋯ 과 행렬식의 세 가지 기본성질

            ,       ,   은 서로 필요
충분조건이다. 즉, 행렬식의 정의로부터 세 가지 기본성질을 증명할 수 있고 반대로 세 가지 
기본성질로부터 행렬식의 정의를 유도할 수 있다.
73) 이때 는 임의의 순열, 는 의 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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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와 같이 행렬식의 정의를 직접 유도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기본성질, (※), 
(※※) 사이의 유기적 관계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행렬식의 정의와 거리가 있어 보이
는 (※)에  를 대입하는 과정을 통해 (※※)이 극적으로 등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로써 행렬식의 정의가 행렬식의 기본성질로부터 유도된 (※)의 특수한 
경우로부터 얻어진다는 스토리 형식이 부여된다.
  2009년에는 일련의 행렬 수업이 끝난 후 학생들의 반응을 따로 수집하지 않았다. 
2010년에는 교내 연구수업74)을 준비하기 위하여 일련의 행렬 수업 내용 중 본인에
게 감동을 주었던 것에 대한 감상문을 원하는 사람에 한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2.1.2 결과 및 해석

  2010년 1학년 전체 학생 157명 중 46명이 행렬 수업에 대한 감상문을 제출하였
다. 행렬 수업은 정규 수업의 과정으로서 뚜렷한 연구목표를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
았고 그에 대한 학생의 감상문도 연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교내 연구수업을 
위해 수집한 것으로서 체계적으로 분석되지 않았다. 하지만 교사가 행렬 내용을 스
토리 형식을 갖추어 내적 주제가 드러나도록 서술하는 것이 수학에 대한 흥미나 의
미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몇몇 감상문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다음 감상문에서는 극적인 방식으로 수학 내러티브의 내적 주제를 드러낼 때 학생
이 인지적 의미와 정서적 의미를 구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 . 우리가 정의한 행렬식을 성질들로만 가지고 이끌어내는 과정이었다. . . . 필기를 
받아 적으며 (a) 도대체 선생님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
엇일까 하는 의문을 가졌다. 하지만 그 의문은 금방 해소될 수 있었다. 바로 일반적인 
행렬 , 로[의] 행렬식으로 장난을 치더니 갑자기 선생님께서 뜬금없이  대신 단위
행렬을 대입하는 순간이다. . . . 무슨 생각이시지 했는데 (b)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듯 
긴긴 증명 과정들이 내 눈 안에 순식간에 들어왔다. ‘아! 바로 그렇구나, 그래서 행렬

74) 연구수업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감상문을 제출한 다른 반 학생들 중 몇 명에 대하여 
사전에 인터뷰를 하고 녹화하였다. 연구수업에서는 그 인터뷰를 함께 시청한 후 서로의 감상
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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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그렇게 정의했구나.’ 수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선생님께서 (c) 정의보다는 성질의 
중요성을 강조했었고, 그게 수업과 무슨 관련인가 싶었는데 이제야 이해가 되는 순간
이었다. . . .. 이번 2학기에 배운 행렬은 (d) 나의 예상을 뒤집었던, 정말 새로운 세계
였던 것 같다.
(A과학고 학생1의 감상문)

  학생1은 교사가 이 수업을 통해 어떤 내적 주제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이해하
고 있다(a). 그러나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여 곤란해 하고 있던 중에   대신 단위행
렬을 대입하는 순간 마치 직소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추어져 전체 그림이 완성되
듯 내적 주제를 파악하고 인지적 의미를 획득하였다(b). 그리고 이 일련의 증명 과
정을 통해 교사가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보다 확장된 주제 또한 파악할 수 있
었다(c). 그리고 이러한 인지적 의미의 구성은 정서적 의미로 이어짐을 (d)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학생1은 수학이 예상을 뒤집는 ‘정말 새로운 세계’라는 생각을 통해 수
학에 대한 신비함이라는 정서를 느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서는 내적 주제를 
극적인 방식으로 제시했던 수학 내러티브의 플롯에 영향 받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수학 내러티브를 극적인 방식으로 서술하지 않아도 감동을 전하려는 교사의 
의도가 잘 구현될 때 학생들이 정서적 의미를 구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선생님께서 수업 중에 들려주시는 . . . 한 사회학자의 이야기이다. . .. 그가 깨달
은 사실이 정말 감동적이었다. 그는 처음 수학의 명제를 보면 인정하기 힘들었지만 . 
. . 공리로부터 나온 것이란 것을 깨닫고 수학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 . .. 
그로부터 약 일주일 뒤에 차례차례 증명해 나가 주셨는데 . . .. (b) 내가 수학에 감동
을 받은 적은 정말 그때가 난생 처음이었다. . . . (c) 행렬식의 기본성질과 그 밖의 
성질이라는 계단을 내가 이미 만들어 놓았었지만 그 계단 앞에 크래머 룰이란 낯선 
산 한 채가 나타나서 그 그림자에 내가 만들었던 계단이 가려진 까닭에 보이지 않았
던 것을 다시 하나하나 밝혀가며 가는 내 행동이 계단을 만들었다는 뿌듯함까지 다시 
일깨워 주었고 . . .. (d) 크래머룰의 증명은 나에게는 수학이 신비하다는 느낌을 가져
왔고, 수학이 진리와 가장 근접한 과목이란 것을 실감했다.
(A과학고 학생2의 감상문)

  교사는 행렬식의 기본성질을 다룬 후에 Cramer’s rule을 논리적으로 차례차례 
증명해 나갔다. 증명의 서술 순서는 논리적인 순서를 그대로 따라서 극적인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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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지만 Thomas Hobbes가 Euclid 원론 Ⅰ권에서 다섯 개의 공준만으로 피타고
라스 정리가 증명되는 것을 보고 느꼈던 감동(Grant, 1990: 148)을 전하려는 수업
의 의도는 강조하여 말하였다(a). 결과적으로 학생2는 행렬식의 기본성질들을 하나
씩 사용하여 그와는 관계가 없어 보이는 Cramer’s rule이 증명되는 것에 큰 감동
을 느꼈다(b). 학생2가 느낀 감동은 Cramer’s rule을 스스로의 힘으로 발견한 데에
서 온 것이 아니라 수학이 단순한 성질들을 사용하여 어두움 저편에 있는 거대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경험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왔다(c). 이 감동은 교사에 의
해 전달되는 수학 내러티브의 내적 주제를 파악하여 형성된 인지적 의미가 기반이 
되었다. 그리고 학생이 감동을 느낀 것은 그 내적 주제가 Thomas Hobbes의 이야
기로부터 느꼈던 감동을 되새겨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a). 이때 Cramer’s 
rule의 증명에서 드러나는 내적 주제와 Thomas Hobbes의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기반하고 있는 어떤 마스터플롯이 자극되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요컨대, 수학적 사실들을 스토리 형식을 갖추어 내적 주제가 부각되도록 제시할 
때 학생이 인지적 의미와 정서적 의미를 구성할 수 있었다. 이로써 수업에서 수학적 
사실들을 수학 내러티브로 조직하여 제시하는 것의 교육적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
러나 수업연구1은 교내 연구수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으로서 체계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내러티브적인 수학 수업의 어떤 흥미 요소를 어떻게 활용할 때 학생들이 의
미를 구성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2.2. 통념과 그 위반의 부각 : 수학 개념과 문제에 대한 흥미 유발
  
  Ⅴ장 1절에서 통념의 위반이 수학에 대한 내러티브 사고 양식을 유발하고 이것이 
인지적 의미의 구성을 요청한다는 원리를 이용하여 추상적 대상의 도입 동기를 제
공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더불어 Ⅴ장 2절에서는 통념의 위반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러티브적 상상이 수학적 상상을 보조하여 수학적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음을 논
의하였다. 이 소절에서 서술되는 수업연구2는 이와 같이 교육적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통념의 위반이라는 내러티브적 흥미 요소를 수학 수업에서 활용하
고 그 효과를 관찰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수업연구2-1은 개념을 도입하는 수업에서, 
수업연구2-2는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하는 수업에서 통념과 그 위반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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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연구방법

(1) 수업연구2-1

  수업연구2-1에서는 통념과 그 위반을 부각시켜 개념을 도입하는 수업의 주제로 
복소수를 선택하였다. 이것은 허수가 발견되는 과정에서 Ⅴ장 1절에서 살펴 본 

Hamilton의 사고에서 발견되는 <통념의 위반 D>, 즉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수학의 

대상이 다른 수학적 사실과 정합적일 때 발생하는 통념의 위반을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ardano는 더해서 10이 되고 곱해서 40이 되는 두 수를 ± 으로 표현함
으로써 처음으로 음수의 제곱근을 상상했지만, 그것을 쓸모도 없고 괴변적인 수라고 
하면서 즉시 거부했다. 판별식이 0보다 작은 이차방정식이 실근을 갖지 않는다는 것
은 명백한 사실이었고, 존재하지 않는 것의 형식적 표현은 수학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이동환, 2012: 55). 허수가 수학자들의 관심을 끈 것은 그것이 존재하지 않
는 수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수학적 사실들과 정합적이면서도 유용한 결과들을 산

출해 냈기 때문이다. Cardano의 삼차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에 적용한 
것에 대한 Bombelli의 해석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Cardano의 근의 공식에 의하

면 위 방정식의 근은     인데, Bombelli는 실수의 

연산법칙을 그대로 적용하여 ±   ± 을 얻고 따라서 Cardano의 

공식이       로서 시행착오를 통해 얻은 방정식의 해75)

와 일치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Euler는 정수방정식     의 좌변을   으로 인수

분해하고 소인수분해의 유일성76)에 의해 ± ± 라고 추측함으로
써 자연수 해가   ,   뿐임을 증명하는데 허수를 사용하였다(이동환, 2012: 
55-57). 그리고 Girard와 Descartes는 허수를 사용하여 모든 방정식을 일차식으로 
분해할 수 있다고 가정함으로써 대수학의 기본정리와 유사한 생각을 품게 되었는데, 
이것은 대수이론 전체에 통합성, 일체성, 간결성을 부여해 주었다. Girard는 이러한 

생각을    을 만족하는 에 대하여    의 모든 양수의 값을 구하는 

75) 1, 2, 3, ... 등을 에 차례로 대입하여   가   의 근임을 알 수 있다.
76) Euler는    ( 는 정수)가 유일인수분해정역(UFD)임을 증명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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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등에 적용함으로써 허수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또, Descartes는 이러
한 생각을 바탕으로 근과 계수의 관계 등을 포함하는 방정식 이론을 전개해 나갔다
(이동환, 2012: 59-61).
  이와 같이 수학자들은 허수가 수학적인 정합성과 유용성을 주는 경험을 쌓아가면
서 존재하지 않는 수의 형식적 사용을 용인하게 되었다. 수학자들은 의미가 분명하
지 않은 허수가 정합적이고 유용한 결과를 주는 것에 대해 <통념의 위반 D>를 느꼈
을 개연성이 크다. 한편 이 통념의 위반은 허수의 의미가 밝혀짐으로써 해소되고 내
용의 일체성이 확보되는 것으로서, 실제로 수학자들은 Wessel, Argand, Warren, 
Gauss 등에 의해 복소수의 기하적 모델이 발견77)된 후에야 비로소 허수를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다(이동환, 2007). 통념의 위반 못지않게 기하적 모델의 발견도 지
적 흥미의 중요 요소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수학사의 분석을 통해 복소수의 개념을 도입하는 <방법 1>을 고려할 
수 있다.

  <방법 1 : 발생적 접근(genetic approach)>

  (1) 허수에 실수의 연산법칙을 적용할 때의 수학적 정합성과 유용성 제시
  (2) 기하적 해석 제시

  <방법 1>은 허수 개념의 역사적 발생 순서와 동형으로 복소수를 도입하는 방법이
다. 이것은 허수의 기하적 해석을 모르는 상태에서 연산법칙만을 적용하여 복소수를 
형식적으로 다룰 때 얻어지는 정합성과 유용성을 경험시킴으로써 Hamilton의 사고
에서 보았던 <통념의 위반 D>를 부각시키고, 이후에 복소수의 기하적 해석을 제시
하여 그것을 해소하는 내용 제시 방법으로서, 보다 구체적인 교수단원의 내용 전개
는 <표 Ⅵ-5>와 같다. 이때 <통념의 위반 D>는 학생들에게 복소수의 의미 또는 정
체를 알고자 하는 욕구를 일으켜 추상적인 복소수를 대상으로 그 기하적 해석을 구
성하고자 하는 동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77) Hamilton도 1833년 아일랜드 학술원에 제출한 논문에서 복소수를 실수의 순서쌍으로 나
타내고 곱을 회전으로 해석하였다(Boyer & Merzbach, 2000: 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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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교수학습 내용 통념의 위반 D와 해소

1 시행착오 방법으로  의 근 구하기

통념의 위반 D : 의미가 분명
하지 않은 대상이 정합적이고 
유용한 결과를 산출함

2 Cardano의 삼차방정식의 근의 공식 제시

3  에 삼차방정식의 근의 공식 적용

4 근의 공식의 적용 결과에 대한 Bombelli의 해석

5 정수방정식  에 대한 Euler의 풀이 소개

6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허수의 유용성에 대한 토의

7 복소수의 기하적 해석 제시 통념의 위반 D의 해소

<표 Ⅵ-5> 복소수의 도입 방법 1

  한편, 허수의 형식적 사용의 정합성 및 유용성뿐 아니라 복소수의 기하적 모델을 
파악하고 있는 현대 수학의 입장에서는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가 평면에 존재하
고, 이것은 실수만을 알고 있는 학생에게는 수의 제곱은 양수라는 수학적 통념에 대
한 위반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복소수를 도입하는 <방법 2>는 알려진 수학적 사실
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통념의 위반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다. 

  <방법 2 : 종합적 접근(synthetic approach)>

  (1) 평면에서 곱셈의 의미에 대한 문제 제기

  (2)      로 약속할 때      의 논증 제시

  <방법 2>는 평면의 점이라는 구체적 대상에 대하여 특히  의 제곱이 논리 수
학적으로 음수이어야 함을 보임으로써 Hamilton의 사고에서 보았던 <통념의 위반 
C>, 즉 의미가 분명한 대상의 성질이 기존의 수학적 통념과 다를 때 발생하는 통념
의 위반을 통해 인지적 흥미를 유발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표 Ⅵ-6>은 이러한 통
념의 위반을 부각시킨 교수단원의 구체적인 내용 전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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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교수학습 내용 통념의 위반 C

1 수직선에서 덧셈과 곱셈(특히 제곱)의 의미 제시 제곱한 수는 양수라는 통념 확인

2 평면에서 덧셈의 의미 제시

3 평면에서 곱셈의 의미에 대한 문제 제기

4      라는 정의의 문제점78) 탐구

5
79)  에서 의 
의미에 대한 문제 제기

6 절댓값의 법칙을 이용한    의 논증80) 통념의 위반 C : 의미가 분명한 
대상의 성질이 기존의 수학적 
통념과 다름7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의 존재에 대한 토의

<표 Ⅵ-6> 복소수의 도입 방법 2

  2013년 4월 B영재학급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위 두 가지 수업을 차례로 교수실
험 하였다. 이 영재학급은 단위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하여 일주일에 하루 
꼴로 방과 후에 소집되어 교육받는 학급으로서 전국 단위로 모집하는 영재학교나 
시도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과학고등학교에 비해 영재성은 부족했지만 수학을 비
롯한 주요 교과에 대해 높은 학습의욕을 가지고 있었다. 
  같은 날 1교시에는 <방법 1>을, 2교시에는 <방법 2>를 수업하였다. 학생들은 학
교 수업에서 아직 복소수를 공부하지 않았지만 선행학습을 통해서 복소수에 대한 
학습 경험이 있었다. 수업이 끝난 직후 교사는 수업 후기를 작성하였고 학생들에게
는 1교시와 2교시에서 흥미롭거나 놀라웠던 내용과 그 이유를 묻는 질문지([부록 
1]) 20부를 배부하고 1주일 후에 총 19부를 수거하였다.

78)  ,  와 같은 영인자가 존재하여 나눗셈이 잘 정의되지 않는다.
79)        ⋅⋅  로 약속하면     이다.
80)     (… ※)에서    로 놓는다.
    이 식이 모든 실수    에 대해서 성립하도록 실수인 상수  를 결정한다.
    (※)에서  으로 놓고 절댓값의 법칙을 적용하면,   에서 
  이고 따라서  

     를 (※)에 대입한 후 절댓값의 법칙을 적용하면
       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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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업연구2-2

  수업연구2-2에서는 수학 문제 및 문제해결의 아이디어를 통념과 그 위반의 형식
을 이용하여 제시하고 그 효과를 관찰하였다. 이상적인 수학 탐구는 학생 스스로 제
기한 문제의 해법을 탐구하는 것이지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는 교육적인 가치가 있는 문제를 교사가 선택하여 학생에게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
다. Polya(2004b)도 적절한 난이도의 자연스럽고 흥미로운 문제를 선택하여 그러한 
속성이 잘 전달되도록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고(p.6), 실제로 문제를 제시하는 다양
한 방법에 대해 언급하였다(Polya, 2004a: 267, 269-270). Hofstadter는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수학 내러티브에서 오는 <통념의 위반 B>로부터 인지적 흥미와 
함께 수학적 상상의 원초적 형태를 생산할 수 있었다. 이를 수업에 적용하면 <통념
의 위반 B>는 교사가 문제를 흥미로우면서도 학생의 사고를 자극하도록 제시하는 
데에 효과적일 것이다. 수업연구2-2에서는 주요 문제와 그 해결 아이디어를 <통념
의 위반 B>의 형식으로 제시함으로써 인지적 흥미가 유발되고 내러티브 사고 양식
이 활성화되어 이것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다음은 수업연구2-2에서 다룬 주요 문제이다.

(정사면체와 정사각뿔 문제) 한 변의 길이가 인 정사면체와 모든 변의 길이가 인 
정사각뿔이 있다. 두 입체의 옆면은 한 변의 길이가 인 정삼각형으로서 서로 합동이
다. 이 합동인 두 면을 그림과 같이 붙여 만든 입체의 면의 개수를 구하시오.

   
+

     
➜

 

  <통념의 위반 B>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우선 ‘그럴 것으로’ 추측되는 자연스러운 
통념을 제시하고 그 후에 문제를 그 통념에 대한 위반의 형태로 제시할 수 있을 것
이다. 그런데 Polya에 의하면 유추는 그럴 듯한 답이나 풀이를 추측하고 문제의 해
결 후에도 수학적 사실들의 문맥을 형성하고 답의 개연성을 확인하는 주요 수단이
기 때문에(Polya, 2003: 25-31; 2004b: 37-46, 64-68, 99-102, 178-190), 그럴 
것으로 추측되는 통념을 형성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표 Ⅵ
-7>과 같이 주요 문제인 ‘정사면체와 정사각뿔 문제’를 제시하기 전에 여러 가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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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차례로 제시하고 그 답을 추측하게 하였다. 이때, 예를 들어 ‘선분과 선분 문
제’란 ‘선분의 한 끝점과 또 다른 선분의 한 끝점을 붙였을 때 생기는 도형의 끝점
의 개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를 의미한다. 

제시
순서

제시된 문제
예상되는 

학생들의 추측
정답 의도

1
(선분과 선분 문제)

        +         →  ? 2+2-2=2 2

경계를 이루는 요소(점, 선, 면)
의 개수가 각각 , 인 두 도형
을 붙였을 때 생기는 도형에 
대하여 그 경계를 이루는 요소
(점, 선, 면)의 개수는     

라는 통념의 형성

2
(삼각형과 삼각형 문제)

  +   →  ?
3+3-2=4 4

3
(삼각형과 사각형 문제)

  +   →  ?
3+4-2=5 5

4

(정사면체와 정사면체 문제)

+   → ?  
4+4-2=6 6

5

(정사면체와 정사각뿔 문제)

+  → ?
4+5-2=7 5

주요 문제를 통념에서 벗어나는 
사례로 제시

<표 Ⅵ-7> ‘정사면체와 정사각뿔 문제’를 흥미롭게 제시하기 위한 수업 내용 설계

  제시 순서 1부터 4까지의 문제들은 일련의 수학적 사실들이 문맥을 형성하여 경
계 요소가 각각 , 개인 두 도형을 붙였을 때 생기는 도형의 경계 요소가 
    개라는 통념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 문제들은 서로 구조가 같은 유
추 관계에 있는데, 특히 제시 순서 1과 2, 2와 4, 3과 5 사이에는 차원에 따른 유
추 관계가 성립한다. 학생들은 제시 순서 1부터 4까지의 문제를 접하면서 차원에 
관계없이 답이     라는 추측의 개연성이 증가되어 ‘정사면체와 정사각뿔 문
제’에 대해서도 답을 7로 추측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정사면체와 정사각뿔 문제’에서 두 입체를 붙였을 때 정사면체의 한 면과 
그 면과 이웃하는 정사각뿔의 옆면이 평각을 이루기 때문에 정답은 7에서 2를 뺀 5



- 159 -

이다. 학생들에게는 이 문제의 답을 추측하게 한 다음 자세한 설명 없이 정답이 7이 
아닌 5임을 제시함으로써 통념의 위반을 유도한다. 
  이것은 학생들에게 결과를 말하기 전에 먼저 추측하게 하라는 Polya의 권고
(Polya, 1965: 116)와는 다른 접근 방법이다. Poyla(1965)는 학생들로 하여금 답을 
추측하게 하면 자신들의 추측이 맞을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과제나 수업
에 관심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p.105, 119). Polya의 권고에 따르는 수업에서는 문
제를 제시한 후에 답을 제시하지 않고 풀이를 고안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에 비해 통념의 위반을 이용해 문제를 흥미롭게 제시하는 수업에서는 풀이를 고
안하기 전에 학생들의 추측과 정답이 다르다는 것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2013년 4월 ‘정사면체와 정사각뿔 문제’를 <표 Ⅵ-7>의 순서대로 제시하
고 해결하는 수업을 B영재학급 1학년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약 75분 동안 실시하
였다. 
  수업 중에는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사의 강의와 학생의 반응을 녹취하였
다. 또, 주요 문제를 통념과 그 위반의 형식으로 제시한 후에는 학생들이 각자 문제
를 해결하는 시간을 주었는데, 교실을 순회하며 문제해결에 대한 여러 학생의 아이
디어를 관찰하던 중 통념적인 풀이에서 벗어나는 학생6의 풀이를 발견하였다. 수업 
시간 중에 학생6을 대상으로 반구조화 된 면접을 진행하여 풀이와 풀이에 이르게 
된 발견적 사고를 자세히 파악하였다. 
  학생들이 주요 문제에 대해 충분히 생각한 후에는 학생5가 전체 학생들 앞에서 
자신의 풀이를 발표하였는데 비교적 자연스러운 통념적인 풀이였다. 그 후에 학생6
으로 하여금 자신의 풀이를 전체 학생들에게 제시하도록 하고 학생들의 반응을 살
폈다.
  수업 후에는 수업 내용이 어느 정도로 왜 흥미로웠는지를 묻는 질문지([부록 2]) 
20부를 배부하였다. 질문지는 1주일 후에 총 17부가 회수되었다. 한편 수업이 끝난 
직후 교사는 수업의 진행 과정과 수업 중의 느낌을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작성하여 
수업 분석의 보조 자료로 사용하였다.
  강의와 면접의 녹취는 전사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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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결과 및 해석

(1) 수업연구2-1

  수업연구2-1의 질문지 분석 결과 1교시 수업에 대해서는 <통념의 위반 D>에 대
한 흥미(8명), 허수 발견 과정의 인간적 측면에 대한 흥미(6명), 삼차방정식의 근의 
공식의 존재에 대한 흥미(2명) 등을 확인하였고 무응답 또는 타당하지 않은 응답(3
명)도 있었다.

3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이 실제로 성립하는지 확인을 해보는 과정에서   안에 음
수가 나왔는데, 이를 설명하기 위해 허수를 보통 수처럼 생각하고 했는데도 전혀 모순
점이 없이 해결이 된 것이 놀라웠다.
(학생1의 응답)

  짧은 수업에서 수학사의 두 가지 사례만을 살펴보았음에도 위 학생의 응답과 같
이 <통념의 위반 D>에 대해 흥미를 느끼는 학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수업
에서 다룬 삼차방정식의 근의 공식에 대한 Bombelli의 해석이 그러한 통념의 위반
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는 점, 그리고 교사가 그 사례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강조하여 설명한 점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때 Bombelli도  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음을 강조하여 언급했다. . 
.. 이러한 특별한 현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물었다. . .. 한 학
생이 의미가 없는 대상이 기존의 결과와 잘 맞는 결과를 산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내가 그 학생의 대답을 보충하여 . . .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그리고 그와 유사한 
예가 200년에서 250년 가량 이어졌다는 것을 말해 주었다.
(교사의 수업 후기)

  2교시 수업에 대해서는 복소수와 그 연산의 기하적 표현에 대한 흥미(6명), 

  의 증명에 대한 흥미(6명), 이 두 가지 모두에 대한 흥미(3명)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81) 또,      라는 정의의 문제점에 대한 흥미(1명)와 무응

81) 1교시 수업에서 복소수의 기하적 해석을 다루었으므로, 2교시에서 다룬 평면의 점에 대
한 연산은 자연스럽게 복소수의 연산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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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또는 타당하지 않은 응답(3명)도 있었다. 
  예상과는 달리 제곱해서 0보다 작은 대상이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통념의 위반 
C>에 흥미를 보이는 응답은 찾기 어려웠다. 이것은 학생들이 이미 복소수의 학습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에 익숙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
러나 다음 두 학생들의 응답을 통해 복소수와 그 연산을 구체적인 의미 없이 형식
적인 규칙으로만 다루었던 학생에게 평면이라는 복소수 모델의 존재와  의 증
명은 적지 않은 놀라움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복소수를 좌표평면에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고 계산 과정도 신기했다.
(학생2의 응답)

복소평면에서    을 증명하는 과정이 놀라웠다. 왜냐하면 난 그냥 약속으로 하
고 쓰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유도되어서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학생3의 응답)

  학생들은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구체적인 대상을 알지 못하다가 그러한 대상이 
평면 위의 점  으로 존재하다는 것에 놀라움을 느꼈다. 복소수의 기하적 
표현에 대한 신기함은 1교시에서 다루어진 <통념의 위반 D> - 정체가 분명하지 않

은  이 그동안의 수학적 사실과 정합적인 결과를 산출한다는 데서 오는 놀라움 

- 가  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일정 부분 해소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전에 <통념의 위반 D>가 제시되었기 때문에 복소수의 기하적 표현이 더 신
기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이것은 <통념의 위반 D>가 복소수의 기하적 표현을 도입
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동기를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새로운 개념인 복소
수의 기하적 표현은 <통념의 위반 D>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도입되었다.

  한편 학생들은   이 논리 수학적으로 증명되는 것에 대해서도 놀라움을 느꼈
다. 이것은 수업에서 의도했던 <통념의 위반 C>, 즉 의미가 분명한 대상이 기존의 
수학적 통념과 다른 성질을 갖는 데에서 오는 놀라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보다

는 단순한 약속인줄 알았던   이 그렇게 정의될 수밖에 없는 논리 수학적인 사

연이 있다는 것에서 오는 놀라움이다. 하지만 이때 ‘  은 단순한 약속’이라는 

생각을 통념으로 보면, 학생들의 놀라움은 ‘  에 논리 수학적인 사연이 있음’, 

즉 그 통념에 대한 위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라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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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이 해소가 아닌 ‘위반’으로 등장하는 것은 수업의 원래 의도와 다르지 않았다.

    을 증명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학생들의 놀라움은   의 개념을, 
역사 발생적으로 그것이 왜 흥미로웠는지를 제시하는 방식(<방법 1 : 발생적 접근>)
이 아닌, 현대 수학의 입장에서 알려진 수학적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
(<방법 2 : 종합적 접근>)할 때에도 통념의 위반이 부각되고 흥미가 부여될 수 있음

을 시사한다. 이때,  라는 의 정의와 절댓값의 법칙을 받아들이면   은 

수학적으로 필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방법2>에 의한   이라는 개념의 제시는 
수학적 관계라는 측면에서 그 개념을 도입하는 정당성을 제공받는다. 그러나 한편으

로는 <방법2>에 의해 제시된   이 증명가능하다는 사실 자체가 통념의 위반으
로서 흥미롭기 때문에 그 개념을 도입하는 심리적인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같이, Ⅴ장 1.1절에서 논의된 것처럼 도입되는 추상적인 개념이 통념의 ‘위반’으로 제
시되거나 통념의 위반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도입됨으로써 그 개념을 도입하는 심리
적 동기를 흥미에 기반 하여 제공할 수 있음을 실제 교수학습 상황에서 확인하였다.
  한편 2교시에 대한 다음 학생의 반응은 다소 어려운 내용일지라도 그것이 통념의 
위반을 부각시킨다면 학생들의 지적 흥미를 자극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다 듣고 나니 매우 신기했고 새로운 수학적 지식을 얻을 수 있
어 신났다.
(학생4의 응답)

  이러한 반응은 교육부가 표방하는 ‘쉽게 이해하고 재미있게 배우는 수학(교육과학
기술부, 2012)’이 전제하고 있는 듯 보이는 ‘쉬움’과 ‘재미’에 대한 가정과는 달리 
흥미가 반드시 쉬운 내용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2) 수업연구2-2

  수업연구2-2의 질문지 분석 결과 수업 내용이 어느 정도로 왜 흥미로웠는지를 묻
는 설문 문항에 대해 질문지가 회수된 17명의 학생 중 16명의 학생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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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식을 깨는 내용이었고 또 친근한 도형을 이용하여 신기했다.
(학생1의 응답)

흥미로웠다. (1교시 주요 문제)의 답이 공식 ((면의 개수)4+(면의 개수)5-2)에 의해 7개
인 줄 알고 있었지만 5개가 답이라는 것에 놀라웠고 신기했다.
(학생2의 응답)

당연히 7개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답이 5개라고 해서 매우 당황스러웠고 깜짝 놀랐다.
(학생3의 응답)

  ‘일반 상식’, ‘공식 . . . 에 의해’, ‘당연히’ 등의 반응은 학생들에게 통념이 형성
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 ‘신기했다’, ‘흥미로웠다’, ‘매우 당황스러웠고’, ‘깜짝 
놀랐다’ 등의 반응을 통해 학생들이 주요 문제에 흥미를 느꼈음을 알 수 있다. 학생
들은 

‘제시 순서 1부터 4까지에 의해 통념 형성’ → ‘주요 문제의 답을 7로 추측’ → ‘주요 
문제의 정답이 5로 알려짐’

이라는 일련의 사고 과정에서 부분들을 전체 속에서 잘 맞게 그래서 그럴듯하게 이
해하려고 하지만 ‘주요 문제의 정답이 5’라는 부분이 그에서 벗어남으로써 통념의 
위반이 형성되고 그것이 흥미를 유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수업에서 주요 문제를 제시하고 각자 탐구할 시간을 주었을 때 문제해결
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은 높은 편이었다. 한 학생은 직접 정사면체와 정사각뿔을 만
들어 두 옆면을 붙였을 때 이웃한 두 면이 평각을 이룬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또 다
른 한 학생은 정사면체의 한 면과 정사각뿔의 한 면이 일치하도록 전개도를 그리는 
전략82)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이와 같이 교사가 주요 문제의 풀이 
방법에 대해 특별한 안내를 하지 않았음에도 다양한 전략으로 탐구를 시도한 것은 
통념의 위반이 발생시킨 흥미가 단순한 재미가 아니라 그러한 위반이 발생하는 이
유를 알고자 하는 인지적 흥미로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동기를 제공하였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17명 중 1명의 학생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 작은 관심을 나타내었다.

82) 결국 이 전략은 문제해결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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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신기한 정도였다. 단순한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정도
의 신선함을 받을 수 있는 정도였다.
(학생4의 응답)

  학생4의 반응에서 문제의 제시 방법이 동일하더라도 모든 학생이 그것에 동일한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통념의 깊이가 수업 시간에 
문제를 제시하는 과정에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이전 경험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학생4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주요 문제
에 대해서 비교적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냈다는 것은 어떤 것을 대다수의 개인들이 
통념으로 인식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경험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보편성이 부족한 통
념에서 벗어나는 문제는 대다수의 학생에게 의미 있게 다가가기 어려울 것이므로, 
수업에서 통념의 위반을 이용하여 문제를 흥미롭게 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것이 
학생들에게 보편적일 수 있는지 확인하는 사전 절차가 필요하다.
  Hofstadter의 사례를 참고하면 주요 문제가 통념과 그 위반의 형식으로 제시되어 
인지적 흥미가 발생하면 내러티브적 상상이 유발되고 이것이 수학적 상상 또는 발
견과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수업에서는 주요 문제가 제시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세 명의 학생들이 그 두 면이 평각을 이룰 것이라고 추측하였고 그 추측을 
들은 다른 학생들도 그런 가능성에 대해 동의하였다. 두 입체를 직접 만들어 보지 
않고 이러한 추측을 하는 것은 기하적 직관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로써 면
의 개수가 7이 아닌 5라는 것이 수학적으로 설명된다. Ⅳ장 2.3절에서 논의한 수학
적 상상과 내러티브적 상상의 구분에 의하면, 그 두 면이 평각을 이룬다는 학생들의 
추측은 내러티브적 상상이라기보다는 수학적 상상이다. 즉, 주요 문제가 통념과 그 
위반의 형식으로 제시되었을 때 내러티브적 상상을 통해 수학적 질문이 제기되기보
다는 직접적으로 수학적 상상이 유발됨으로써 탐구가 진행되었다. 통념의 위반이 항
상 내러티브적 상상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Ⅳ장 2.3절에서 논의한 것처럼 때에 
따라서는 수학적 상상을 직접 자극하여 가추적 추론을 낳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내러티브적 상상이나 수학적 상상 중 어느 것이 자극되는지와 관계없이 인
지적 흥미와 탐구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통념의 위반을 고려한 문제의 제시 방법은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Polya에 의하면 문제해결력은 모방과 연습을 통해 신장될 수 있기(Polya, 2004b: 
5) 때문에 문제해결에 이르는 발견적 사고의 모방을 염두에 둔 풀이 및 아이디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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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가 필요하다. Poly(2004a)는 ‘음이 아닌 실수 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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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연역적 증명을 문제해결력 신장의 측면에서 “마치 

모자에서 튀어나온 토끼와 같다(p.247)”고 비판하고, 이 명제에 이르렀던 일련의 발
견적이고 개연적인 사고 과정을 소개하였다(p.249-255). 문제해결력 신장을 위해서
는 보통의 교과서에 서술된 연역적인 풀이가 아닌(Polya, 2004a: 246-249, 267), 
발견적이고 개연적인 사고 과정이 드러나는 풀이의 제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때 
통념의 위반에서 시작하는 내러티브 사고 양식을 활용하면 문제 제시와 마찬가지로 
문제해결에 사용된 발견적이고 개연적인 사고도 자연스럽고 흥미로운 문맥 속에서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Perkins(1985)는 ‘정사면체와 정사각뿔 문제’에 대한 풀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
였다.

(정사면체와 정사각뿔 문제의 풀이1 - Perkins)
그림과 같이 문제에서 주어진 정사각뿔 옆에 합동인 정사각뿔을 서로 밑면의 한 변을 
공유하도록 같은 평면에 놓는다. 이제 두 정사각뿔의 꼭짓점을 연결하면 정사각뿔과 
정사각뿔 사이의 공간에 생기는 새로운 입체는 모든 변의 길이가 , 꼭짓점의 개수가 
4, 각 꼭짓점에 모이는 변의 개수가 3이므로 정사면체이다. 따라서 주어진 정사면체와 
정사각뿔을 붙이면 정사면체의 한 면과 이웃하게 되는 정사각뿔의 옆면이 평각을 이
루기 때문에 정답은 4+5-2-2=5 이다.

  위 풀이는 정사면체에 정사각뿔을 붙이는 문제를 하나의 정사각뿔과 그것을 평행 
이동한 정사각뿔을 이어 놓음으로써 정사면체를 붙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
에서 놀랍다. 이와 같은 풀이는 다음과 같은 학생5의 풀이에 대해서 통념의 위반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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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면체와 정사각뿔 문제의 풀이2 – 학생5)

[그림 Ⅵ-1] 학생5의 풀이

  학생5는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면체의 이웃한 두 면이 이루는 각과 모든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뿔의 두 옆면이 이루는 각의 코사인 값을 계산하고, 두 코사인 값
의 합이 0이기 때문에 두 입체를 붙였을 때 이웃한 면이 이루는 각이 평각임83)을 
이용하였다. 학생5의 풀이는 ‘면이 이루는 각 → 각의 계산’ 이라는 자연스러운 과
정을 밟는데 비해 Perkins의 풀이는 면이 이루는 각을 구하기 위해 정사면체와 정
사각뿔이 아닌 정사각뿔과 정사각뿔을 이어 놓는 사고의 간극을 보인다는 점에서 
자연스런 통념적 풀이에서 벗어난다. 
  학생6은 다음 인터뷰에서 보듯이 Perkins의 풀이를 스스로 발견하였다.

(정사면체와 정사각뿔 문제의 풀이3 – 학생6)
학생6 : 밑면 중 한 변이 같도록 두 밑면을 같은 평면 상에 [있도록] 이어 붙여요. 그 
사이에, 아, 그, 위에 있는 두 꼭짓점을 연결했을 때 사이에 생기는 입체도형이 정사
면체라, 라면 정사면체랑 피라미드[정사각뿔]를 붙였을 때 한 면이 된다는 걸 증명할 
수 있지 않을까. [..] 그러면 정피라미드 두 개를 붙이며는, 이 여섯 변의, 가운데 생기
는 입체도형의 [여섯 개의 변의 길이가 같게 되서] 정사면체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83) 두 코사인 값의 합이 0이어서 평각이라는 부분은 칠판에 쓰지 않고 말로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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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2] 학생6의 풀이
(점선은 본 연구자의 표시임)

  교사는 반구조화된 면접을 통해 학생6이 자신의 풀이를 교사와 주변의 친구들에
게 설명하게 하였다. 또 학생5가 풀이를 발표한 후에 학생6으로 하여금 자신의 풀
이를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 번 설명하게 하였다. 학생6이 칠판에 위와 같
은 그림을 그리고 나자 적지 않은 학생들이 감탄사를 연발하며 큰 관심을 보였는데, 
이것은 질문지의 응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증명과정을 보면서 매우 큰 흥미를 느꼈고 신기했다. 애들이 나와서 발표하는 걸 보고 
큰 재미를 느꼈다.
(학생7의 응답)

  한편 교사는 학생6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다.
 

교사 : 학생684)아! 나는 어떻게 이 피라미드[정사각뿔]를 두 개 붙일 생각을 했는지가 
궁금하다.
학생8 : [옆에 있던 학생이 고개를 조금 끄덕이며] 아, 맞아.
교사 : 응, 그렇지? 그게 궁금하지 않아?
학생6 : 일단, [위 그림에서 정사각뿔에 정사면체를 붙인 부분을 가리키며] 이렇게 먼
저 붙여 봤어요.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붙여 봤는데 만약에 된다면 이[렇게] [위 그림
의 점선에 대해서] 대칭했을 때에도 똑같이 반대편에 이게[정사각뿔]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사 : 만약에 [정사각뿔의 옆면과 이웃한 정사면체의 면이] 평행하다면?
학생6 : 이게 대칭 되며는 정, 정 [...] 대칭이 되니까, 대칭하면 완벽한 대칭이 되야 
하니까 이쪽에도 똑같이 이게 생기며는 되는 거니까 그거를 반대로 생각해서 이게[정
사각뿔] 두 개 있을 때 가운데 생기는 게 정사면체라는 거라고 ...

84) 실제로는 ‘학생6’의 실제 이름을 불렀다. 연구 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어색함을 
무릅쓰고 대화 속에서도 실명이 아닌 ‘학생6’이라고 표현했다. 이하 본 논문에 등장하는 다른 
대화에서도 마찬가지로 표현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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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탄사의 연발과 밑줄 친 학생8의 반응에서 학생들이 학생6의 풀이를 통념의 위
반으로 느끼고 그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왔는지에 의문과 흥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생6의 아이디어가 갑자기 “모자에서 튀어 나온” 것이 아니라 ‘대
칭을 고려’한 결과임이 밝혀지면서 통념의 위반이 해소되어 전체 문맥 속에서 ‘대칭
의 고려’를 비롯한 각 부분에 의미가 발생한다. 요컨대

‘학생5의 평범한 풀이(통념의 형성)’ → ‘학생6의 의외의 풀이(통념의 위반)’ → ‘의문
(흥미)’ → ‘대칭 아이디어를 드러냄(해소)’

라는 줄거리를 갖는 풀이의 제시 방법은 학생5와는 현격히 다른 학생6의 아이디어
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자 하는 인지적 흥미를 자극하였고 이에 따라 ‘대칭의 고
려’라는 발견적이고 개연적인 사고 방법85)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학생6은 대칭의 고려라는 개연적인 사고를 사용하여 두 개의 정사각뿔의 병렬 배
치라는 핵심 아이디어를 발견하였다는 점에서 내러티브적 상상의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된다. 이때 대칭의 고려라는 발견적인 사고 방법이 문제해결에 이르는 창의적 
사고의 출발점이 되었다. 따라서 문제해결력 신장을 염두에 두고 학생6의 풀이를 다
른 학생들에게 제시할 때에는 대칭의 고려라는 사고 방법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는
데, 수업연구2-2의 결과는 통념과 그 위반, 그리고 해소라는 줄거리를 구성하여 풀
이를 제시함으로써 그러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시사한다. 
  수업연구2-2에서는 문제를 통념과 그 위반을 부각시켜 제시하는 것이 Hofstadter
의 사례에서와 같이 내러티브적 상상을 유발하고 이것이 수학적 상상을 보조하여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지를 정확히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수학 문제를 통념
과 그 위반을 부각시켜 제시할 때 학생들의 인지적 흥미가 증가하고, 문제해결의 아
이디어도 그러한 방식을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때 문
제에 대한 인지적 흥미와 문제해결 아이디어의 효과적인 전달은 잠재적인 문제해결
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85) Perkins(1985)는 정사각뿔과 정사각뿔을 이어 놓는 아이디어를 ‘수학적 상상’의 예로 제
시하였다. 그러나 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학생6이 사용한 대칭이라는 수학적 사고 방법은 
유추와 같이 개연적이라는 점에서 내러티브적 상상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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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교사의 정서 표현 : 정서적 의미의 구성 지원

  수업연구2-1과 수업연구2-2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한 통념과 그 위반의 부각은 수
학 개념이나 문제와 같은 수학적 대상과 문제해결의 아이디어를 매력적으로 제시하
는데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통념의 위반 A>에 대한 Hofstadter의 반응과 같이 통
념의 위반이 일으키는 내러티브적 상상을 통한 정서적 의미가 구성되지는 않았다. 
이것은 통념의 위반에 대한 인지만으로는 정서적 의미가 직접적으로 형성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이 소절에서 서술되는 수업연구3은 수학 
내러티브의 흥미 요소 중 교사의 정서 표현86)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수학적 사
실들을 통념과 그 위반을 부각시켜 서술할 뿐 아니라 학생들이 그에 대한 견해를 
표현할 기회를 의도적으로 제공하고, 특히 교사가 자신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현했
을 때의 효과를 관찰한 것이다. 

2.3.1 연구방법

  수업연구3은 2013년 2학기에 중학교 3학년인 C영재원 사사반 6명을 대상으로 1
일 4시간씩 3일의 수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각 수업일 사이에는 1주에서 몇 주 가
량의 기간을 두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학생과 교사가 편
안한 복장으로 소파에 앉아 칠판이 아닌 연습장을 이용하여 생각을 표현하면서 이
야기하였다. 학생들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경우 언제든 교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말할 수 있도록 하였다. 
  1일차에는 교사가 네 가지 수학 내러티브(<표 Ⅵ-8>)를 4차시에 걸쳐 한 차시 당 
한 가지 씩 서술하였다. 이 네 가지 수학 내러티브는 교사가 문헌 및 인터넷 검색, 
동료 교사 및 연구자와의 논의, 그동안의 교직 경험 등을 통해 통념에서 벗어나는 
내용을 극명하게 포함하는 수학 내용들을 선별하여 구성하였다. 수학 내러티브를 서
술하는 과정에서 증명이나 문제해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논리 수학적인 설명을 빠뜨
리지 않았다.

86) Ⅳ장 2.1절에서 ‘저자의 정서 표현’을 수학 텍스트의 내러티브적 흥미 요소로 추출하였
다. 수업은 수학 내러티브가 저자가 아닌 교사에 의해 현실화 된 것이므로 ‘저자의 정서 표
현’에 대응하는 ‘교사의 정서 표현’을 내러티브적 흥미 요소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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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는 각 수학 내러티브가 포함하는 통념과 그 위반이 부각되도록 사전에 플롯
을 구성하였다. 기본적으로 각 수학 내러티브의 특성을 고려하여 플롯을 구성하고 
서술하였지만 수업 현장의 분위기에 따라 계획된 서술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수학적 설명이 길지 않았던 1교시(신문지를 51번 접어서 태양까지 가기)는 통
념, 수학적 설명, 위반의 순으로 이야기하였던 반면, 장황한 수학적 설명을 필요로 
하였던 2교시(벽돌을 무너지지 않게 한쪽으로 길게 쌓기)는 통념, 위반, 수학적 설명
의 순으로 이야기하였고, 3교시(Euler 직선과 Nagel 직선의 성질)에서는 Euler 직
선의 존재만을 통념의 위반으로 제시할 계획이었지만 그것을 서술하였을 때 학생들
이 충분히 흥미로워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로 Nagel 직선과 Euler 직선의 
유추관계를 서술함으로써 통념의 위반을 보강하였다.
  교사는 각 차시마다 수학 내러티브의 서술을 마무리한 후에 학생들에게 그에 대
한 생각이나 느낌을 차례로 물어보고 답변을 들은 후 그것을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추가적인 질문을 하였다. 교사는 학생들의 생각이나 느낌을 이해하기 위해 대
화하였지만 동시에 학생들이 수학 내러티브가 포함하는 통념의 위반에 대해 의식적
으로 생각하도록 자극하였다. 교사는 논리 수학적으로 남김없이 설명된 후에도 여전
히 남는 통념의 위반에 대해 학생에게 “왜 그러한 신기한 현상이 발생한다고 생각
해?”와 같이 질문함으로써 학생이 수학적 상상이 아닌 내러티브적 상상을 포함하여 
내러티브를 생산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러나 수업 초기에 학생들은 통념의 위반에 대
해 내러티브 양식을 상상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어려워하여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때 교사는 통념의 위반에 대한 자신의 내러티브적 상상과 그때 발생하는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학생들의 반응을 관찰하였다. 
  2일차에는 1일차에 교사가 한 것처럼 학생 3명이 각 교시마다 한 명씩 흥미로운 
수학 내러티브를 준비하여 발표하였다. 사전에 자신의 수학 내러티브가 더 흥미롭게 
보이도록 하는 서술 순서에 유의하도록 지도하였다. 교사는 학생 당 한 가지 수학 
내러티브를 준비하도록 하였으나 학생에 따라서는 두 가지 또는 세 가지를 준비하
여 발표하기도 하였다. 각 학생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1일차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학생과 교사의 대화가 이어졌다. 
  3일차에는 6명의 학생 중 2일차에서 발표한 3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학생이 
같은 형식으로 발표하였으며 수업의 진행은 2일차와 같았다. 
  1, 2, 3일차 수업이 끝난 후에는 그날의 수업에 대한 감상문을 작성하여 1주일 
후까지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 3일차 수업이 끝난 후에는 1, 2, 3일차까지의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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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교시 수업 내용 통념 위반

1
일
차

1
신문지를 51번 접어
서 태양까지 가기

얇은 신문지를 여러 번 
접어도 그렇게 두껍지 
않을 것이다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
보다 더 두꺼워진다

2
벽돌을 무너지지 않게 
한쪽으로 길게 쌓기

벽돌이 쉽게 무너져 길게 
쌓지 못할 것이다

벽돌을 원하는 만큼 길게 
쌓을 수 있다

3
Euler의 직선과 
Nagel 직선의 성질

서로 독립적으로 정의된 
점들은 특정한 관계를 
가지지 않을 것이다

서로 독립적으로 정의
됐지만 특정한 관계를 
가지며, 심지어 Euler 선분
과 Nagel 선분은 동일한 
길이비를 갖는다

4 구점원의 성질
특정한 세 개의 점을 지나
는 원이 또 다른 특정한 점
들을 지나기 어려울 것이다

특정한 세 개의 점을 지나
는 원이 또 다른 특정한 
점 6개를 추가로 지난다

<표 Ⅵ-8> 2013년 2학기 C영재원 수업 내용

적인 수업 방식에 대한 소감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한편, 교사는 수업이 끝난 후에 그날의 수업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수업 후기로 
작성하였다.
  모든 수업은 녹화하였고 수업이 끝난 후 전사하여 분석하였다. 
  수업연구3에서 진행된 수업 내용과 각 수학 내러티브에 포함된 통념과 그 위반을 
정리하면 <표 Ⅵ-8>과 같다. 이때 학생들은 통념의 위반을 포함하는 수학적 사실들
을 찾기 보다는 신기한 사실들을 찾아 발표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통념과 그 위반의 명시적인 표현이 어색한 것도 있었다. 이것은 통념이란 사전에 이
미 형성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학생들이 그것에 대해 미리 생각해 본 적이 없
었다는 점에서 실제로는 통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3일차 1교시의 Pick의 
정리에서 통념은 ‘격자점을 꼭짓점으로 하는 다각형의 넓이 공식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 학생들은 그러한 다각형의 넓이 공식이 존재하는지 
또는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것이다. 오히려 그러한 
공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 그러한 공식이 존재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각 수학 내러티브의 요점을 드러내기 위해 어색함이 
있더라도 통념과 그 위반의 형식에 맞추어 적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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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
차

1

사각형 모양으로 나열
한 수들의 성질

수를 사각형 모양으로 나열
할 때 특정한 규칙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사각형 모양으로 나열한 
수에서 다양한 규칙들을 
찾을 수 있다

자판기 동전구멍과 
정폭도형

자판기 동전구멍에는 원형
의 동전만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원형이 아닌 정폭도형도 
사용될 수 있다

2

무한등비급수의 합
무한히 나열된 수들의 합
을 구할 수 없을 것이다

무한히 나열된 수들의 합
을 간단히 구할 수 있다

개미 수열
개미 수열이 무한히 길어
지면 연속된 네 개의 수가 
발생할 것이다

개미 수열이 아무리 길어
져도 연속된 네 개의 수가 
발생하지 않는다

Farey 수열
Farey 수열87)에 특정한 
규칙이 존재하지 않을 것
이다

두 항의 ‘바보뎃셈88)’이 
중앙값이 되는 등 특별
한 성질을 갖는다

3

산술기하평균 부등식
의 기하 증명

부등식은 수식으로만 증명
될 수 있을 것이다

부등식이 기하적으로도 
증명될 수 있다

Euler 회로가 존재할 
필요충분조건

Euler 회로가 존재할 필요
충분조건을 규정하기 어
려울 것이다

Euler 회로가 존재할 필요
충분조건이 간단히 규정
된다

3
일
차

1

4색정리
평면 지도를 네 가지 색만
으로 적절히 칠하기는 어려
울 것이다

네 가지 색만으로 적절히 
칠할 수 있다

Pick의 정리
격자점을 꼭짓점으로 하는 
다각형의 넓이 공식은 존재
하지 않을 것이다

격자점을 꼭짓점으로 하는 
다각형의 넓이 공식이 존재
한다

2 Euler의 등식
서로 독립적으로 정의된 
수들 사이에 특정한 등식이 
성립하기 어려울 것이다

서로 독립적으로 정의된 
수들 사이에 특정한 등식이 
성립한다

3
Fibonacci 수열을 
이용한 도형의 넓이 
마술

분해 합동인 두 도형의 
넓이는 같다

분해하여 이동한 도형이 
이전의 도형과 넓이가 
같지 않다89)

87) Farey 수열 은 0과 1,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분모가 자연수 n 을 넘지 않는 기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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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결과 및 해석

  수업연구3의 1일차 수업에서 교사는 네 가지 수학 내러티브가 포함하고 있는 통
념과 그 위반이 부각되도록 플롯을 구성하여 서술하였다. 그 중 4교시에 다루었던 
‘구점원의 성질’의 플롯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구성하였다. 

P

Q R

M

L

N

F

D

E

A

B C

[그림 Ⅵ-3] 구점원

  구점원([그림 Ⅵ-3])은 임의의 삼각형에서 변의 중점 3개(L, M, N), 꼭짓점에서 
대변에 내린 수선의 발 3개(D, E, F), 수심과 각 꼭짓점을 이은 선분의 중점 3개(P, 
Q, R) 등 모두 9개의 점을 지나는 원을 의미한다. 구점원이 이 9개의 점을 지난다
는 사실의 증명은 사각형이 한 원 위에 있을 조건을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여러 가
지가 가능하지만, Posamentier(2003)는 변의 중점 3개를 지나는 원을 상정한 후 
그 원이 수선의 발 3개를 지나고 또 수심과 각 꼭짓점을 이은 선분의 중점 3개를 
지남을 이 순서대로 증명하였다(pp.183-186). 교사는 이 증명의 순서를 참고하여 
구점원의 존재를 다음과 같은 순서로 서술하고 그 순서대로 증명하였다. 

분수를 오름차순으로 나열한 수열이다. 예를 들어  는 0/1, 1/4, 1/3, 1/2, 2/3, 3/4, 
1/1 이다.
88) ‘바보뎃셈’이란 a/b + c/d = (a+c)/(b+d) 와 같이 분모끼리 더하고 분자끼리 더하는 잘
못된 분수의 덧셈방법을 지칭한다. Farey 수열에서는 두 항을 ‘바보뎃셈’하면 중앙값이 나온
다. 예를 들어 에서 두 번째 항인 1/4와 네 번째 항인 1/2을 ‘바보뎃셈’하면 (1+1)/(4+2) 
= 1/3 로 세 번째 항이 나온다.
89) 실제로는 분해 이동한 도형의 넓이는 이전의 넓이와 같은 것은 통념일 뿐 아니라 수학적 
사실이다. 3일차 3교시에서 다룬 수업 내용은 교묘한 속임수를 이용하여 분해 합동이 될 수 
없는 두 도형을 마치 분해 합동이어야 하는 것처럼 속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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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을 지나는 원은 유일하게 존재함 → 삼각형 ABC의 세 
중점 L, M, N을 지나는 원 O가 유일하게 존재함 → 원 O가 하필이면 점 D, E, F를 
지남 → 원 O가 하필이면 점 P, Q, R을 지남

  이러한 플롯은 구점원의 존재를 단순히 

아홉 개의 점 L, M, N, D, E, F, P, Q, R은 한 원 위에 있다.

라고 서술하는 것과 비교된다. 교사의 서술은 후자의 서술에 비해서 세 중점을 지나
는 원이 중점과 독립적으로 정의된 점을 지나기가 어려울 것 같지만(통념), 실제로
는 수선의 발과 심지어 수심과 각 꼭짓점을 이은 선분의 중점을 지난다(통념의 위
반)는 점을 부각시킨다. 이와 같은 서술은 구점원이 지나는 9개의 점을 세 부류로 
분류하고 그것들 사이의 관계를 극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수학적 사실들에 스토리 형
식을 부여한다. 
  실제로 학생들은 이 수학 내러티브가 포함하는 통념의 위반을 인지하고 그것에 
스토리를 부여하였다.

구점원도 그렇다. . .. 위 수업을 들을 때는 수학적 개념이 아주 희박한 확률... 그니까 
(a) 이렇게 되기도 힘들텐데 싶었던 것이 (b) 되니까 신기했다.
(1일차 소감문. 학생3)

학생5 : 수학의 ... 체계성 같은 게 없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으로 그 네 번째 이야기
를 통해서 수학에 체계성이라는 것이 있는 거라는 생각이 ...
(1일차 4교시. 수업을 정리하면서 나눈 수업 소감)

  위 반응에서 학생3이 교사가 전달하고자 했던 통념(a)과 그 위반(b)을 인지하였음
을 알 수 있다. 또, 학생5가 4교시 ‘구점원의 성질’을 통해서 느낀 수학적 사실들 
사이의 ‘체계성’은 스토리의 인지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생각된다. 수학의 체계성에 
대한 인지는 수학을 낱낱의 문제들을 수리 논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
을 학생5에게 수학에 대한 새로운 안목과 의미를 주었을 것이다. 
  학생들이 통념의 위반을 잘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을 부각시키는 수학 내러
티브의 서술 방식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의 학생과 교사의 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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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관련성을 지지한다. 교사는 1일차 3교시에 Euler 직선의 성질을 서술하기 
위해서 먼저 무게중심, 외심, 수심 등을 설명하였는데, 이때 세 중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사실을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은 한 점에서 만남 → 임의의 삼각형에서 두 중선이 한 점 G에
서 만남 → 세 번째 중선이 하필이면 그 점 G에서 만남

의 플롯으로 구성하여 서술하였다. 그리고 이때 발생하는 통념의 위반에 대한 학생
들의 느낌을 물었다. 

교사 : 나한테는 놀랍거든. 너희한테는 어떻게 느껴져? . . .. 학생5는 어때?
학생5 : . . .
교사 : 별론가 보다.
. . .
학생1 : (a) 근데 2학년 때 딱 이렇게 지난다 이렇게 배우니까 . . . (b) 이걸 생각할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지 않았는데 . . . (c) 벌써 그렇게 배우고 나니까 별로 
안 놀라워요.
(1일차 3교시. 세 중선이 한 점에서 만남)

  학생1은 중학교 2학년 때 삼각형의 세 중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고 배운 것이 3교
시 교사의 서술과는 다르게 어떤 사고를 자극하지 못하고(a, b), 수학 내용을 그렇
게 서술하는 것은 놀라움을 주기 어렵다는 것을 지적하였다(c). 학생1의 지적은 3교
시 교사의 서술 방식이 학생들로 하여금 통념의 위반을 더 잘 인지하도록 하는 수
학 서술 방식임을 지지한다. 
  한편 교사는 학생들이 통념의 위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하였는데, 이것은 그만큼 수학적 사실들에 대해 내러티브 사고 양식을 
적용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내러티브 사고 양식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학생에게 견해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만으로는 내러티브 사
고 양식을 활성화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예를 들어, 교사는 1일차 3교시에 Euler 
직선의 성질에서 찾을 수 있는 통념의 위반에 대해 학생들에게 견해를 말할 기회를 
제공하였지만 학생들은 의미를 형성할 만한 내러티브를 말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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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 여기에 대해서 생각 있으면 말해 보자. . ..
학생2 : 재밌어요.
. . .
교사 : 맞아. 특별한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어. 이런 일들이 왜 발생하는 거 같애?
. . .
교사 : 학생2가 혹시 할 말 있어?
학생2 : . . .
(1일차 3교시. Euler 직선과 Nagel 직선의 성질)

  위 대화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학생2뿐 아니라 학생1, 학생6, 학생3도 Euler 직
선의 성질이 주는 통념의 위반에 대해 흥미와 신기함을 느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교사가 계속해서 내러티브 양식을 상상적으로 적용할 기회를 제공하였음에도 학생
390)을 제외한 학생들은 의미를 형성할 만한 내러티브를 말하지는 못하였다. 
  이때 교사가 수학적 사실들에 대한 자신의 내러티브적 상상과 그 결과 발생한 정
서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학생에 의한 내러티브 양식의 상상적 적용을 지원
한다는 것을 다음과 같은 학생2의 반응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 교사는 Euler 
직선의 성질이 태초부터 성립했고 이것이 세상에 모종의 질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다는 내러티브적 상상과 그에 따른 정서를 표현하였다. 

교사 : 옛날부터 이렇게 있었다고. . .. 이것은 어떤 질서잖아? 어떤 질서. 항상 그러
한. . .. Euler가 그거를 발견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이 사실이 . . . 세상이 태어나면
서 부터 존재했을 것 같아. . .. 시공간이 생기는 순간부터 이것이 참이었을 거 같은 
거야. . ..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세상에 대한 질서?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거 같아. 
학생1 : 맞는데. 너무 심오한 것 같아요. 
학생2 : 과거에 철학자들이 왜 수학을 했는지 알 거 같아요.
교사 : 으음음... [웃으며] 과거에 철학자들이 왜 수학을 했어? [다같이 웃는다]
학생2 : 과거의 철학자들도 삼각형 보면서 이런 생각했을 거 같아요. 이런 규칙들 발
견하면서요, 세상에도 이런 이치가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 철학을 만들어 내지 
않았을까
(1일차 3교시. Euler 직선과 Nagel 직선의 성질)

90) 학생3이는 내러티브적 상상을 발휘하여 세상에는 신기한 것이 많이 있는데 Euler 직선의 
성질은 그 중에 하나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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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2는 Euler 직선의 성질에서 통념의 위반을 인지하고 내러티브를 서술할 기회
를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러티브적 상상을 발휘하지 못하였지만, 교사가 서술
한 내러티브적 상상과 정서의 표현을 듣고 자발적으로 철학자가 수학을 공부한 이
유에 대한 내러티브적 상상을 말하였다. 즉, 교사의 내러티브적 상상과 정서의 표현
이 학생2에 의한 내러티브 양식의 상상적 적용을 활성화시켰다. 이것은 교사의 내러
티브적 상상과 정서의 표현이 학생2가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과거 철학자들은 
왜 수학을 했을까?’라는 의문에 대한 힌트를 제공함으로써 그 의문이 해결되었는데, 
이때 의문의 해결이 의미를 발생시켜 말한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2가 잠재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수학
의 의미나 가치가 더 강화됐을 것으로 보인다. 
  교사의 내러티브적 상상과 정서의 표현뿐 아니라 2일차와 3일차 수업에서 학생들
이 직접 흥미로운 수학 내러티브를 준비하여 발표한 것도 내러티브 양식의 상상적 
적용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은 발표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이 준
비한 수학 내러티브가 어떤 점에서 흥미로운지 말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1일차에 이어 2일차, 3일차로 수업이 진행되면서 학생들은 수학적 사실들
에 대해 내러티브 양식을 상상적으로 적용하고 그때 발생하는 정서를 교류하는 것
에 점점 더 익숙해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특히 3일차 1교시에 학생4가 제
공한 ‘Pick의 정리91)’에 대한 학생들의 내러티브적 상상과 정서는 주목할 만하다.

91) Pick의 정리는 동일한 간격을 갖는 격자판에서 격자점들을 꼭짓점으로 갖는 다각형의 넓
이 S가 그 다각형에 포함되는 격자점의 개수 i와 다각형의 변에 놓이는 격자점의 개수 b에 
의한 공식 S = i + b/2 - 1으로 주어진다는 정리이다. 예를 들어, 

 

와 같은 다각형에서 i=7, b=8 이므로 넓이는 S = 7 + 8/2 –1 = 10 이다. Pick의 정리는 다
각형 내부에 구멍(hole)이 있는 경우에는 구멍의 개수를 h라 할 때 S = i + b/2 + h – 1 이
다. 이 정리는 다면체의 면에서의 다각형에 관한 정리로 확장될 수 있다. 또, Ehrhart 다항
식을 이용하여 고차원으로 확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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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 . . . 먼저 얘기해 봐. 이 Pick의 정리에 대해서.
. . .
학생5 : 이런 거 미리 알았으면 수학 문제 풀 때 낑낑 머리 안 아프면서 와 소리 지르
면서 왜 이거 또 계산틀리고 이럴 필요가 없었네. 어, 끝내준다. 
. . .
학생5 : 식이 멋진 거 같아요. 이런 것도 넓이도, 넓이라고 해도 되나. 한 번에 구할 
수 있는 식이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네요.

(3일차 1교시. Pick의 정리)

  위 대화에서 보듯이 학생5는 Pick의 정리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며 흥분을 감
추지 못했다. 위 발췌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학생5뿐 아니라 학생2, 학생1, 학생6
도 Pick의 정리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었다. 특히 학생6의 내러티브적 상상은 수학
에서 발견되는 통념의 위반의 깊이를 잘 보여준다. 

교사 : 그래 학생6은?
학생6 : 수학엔 없는 게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사 : 어, 무슨 뜻이야 없는 게 없다니?
학생6 : 이렇게 엄청 쉬운 식으로 엄청 이상한 도형의 넓이를 한 번에 구하는 게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식.
(3일차 1교시. Pick의 정리)

  학생6은 격자점에 놓인 다각형의 넓이를 격자점의 개수를 이용해 구하는 간결한 
공식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식’으로 보고 ‘수학엔 없는 것이 없다’는 내러티브적 
상상을 하였다. Hofstadter도 외심, 무게중심, 구점원의 중심, 수심이 이 순서대로 
2 : 1 : 3 의 길이 비를 가지면서 한 직선 위에 있다는 사실이 전혀 예상할 수 없
었던 것이기 때문에 ‘비밀 관계’라고 표현했다고 생각된다. 이런 경우 수학이 포함
하는 통념의 위반에서 통념이란 ‘그 관계를 전혀 예상하지 못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통념’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어떤 것에 대해 생각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때, 이런 점에서 수학이 포함하는 통념의 위
반은 ‘통념’의 위반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숨겨져 있던 ‘비밀의 발로’에 가깝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대화에서 Pick의 정리를 통해 드러난 ‘비밀’이 세상에 
대한 학생들의 마스터플롯을 자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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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 . . . 수학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것들을 전혀 차원을 넘어서 보여주는 것
을 보면, 어떤 생각들이 들어? . . .
학생5 :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교사 : 음... 수학에서?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아니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학생5 : 수학, 그러니까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가 쫌 더 맞는 거 같아요.
. . ..
학생5 : 왜 내 얘기에 공감을 하시죠?
학생2 : 그냥, 저도 세상을 살다 보니까...  
. . ..
교사 : 수학 문제에서?
학생2 : 네, 수학문제에서도 그렇고, 살다가도 그렇고.
(3일차 1교시. Pick의 정리)

  위 대화에서 보듯이 Pick의 정리가 보여주는 수학의 비밀은 학생5와 학생2에게 
세상을 살아온 경험으로부터 얻은 일종의 세계관, 즉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라는 마스트플롯을 일깨웠다. Pick의 정리에 대한 수학 내러티브는 학생6의 내러티
브적 상상을 통해 학생5와 학생2의 마스터플롯을 자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
고 마스트플롯의 자극에 따라 학생들은 Pick의 정리에 대한 정서적 의미를 구성하
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마스터플롯의 자극은 수학 내러티브를 통념의 위반이 부각되도록 서술하
는 것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통념의 
위반에 대해 사고하고 말할 기회를 계속해서 주었고, 직접적으로 Pick의 정리에 대
해서는 아니지만 수학 내러티브가 포함하는 통념의 위반에 대한 내러티브적 상상과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학생들의 내러티브 양식의 상상적 적용을 활성화
시켰다. 아래 대화는 마스터플롯의 자극을 위해서는 학생 및 교사의 내러티브적 상
상과 그 교류가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학생1 : . . . 문제가 있는데,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나중에 풀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학생5 : 해법이요? 그러니까 해법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학생1 : 네. 
교사 : 살아가면서 얘기지? 수학 얘기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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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1 : 네. 네. 그런 게 많은 거 같아요.
교사 : 수학을 보면서 그런 거랑 연결이 되는 거 같애?
학생1 : 어.. 이걸 보고, 얘길 하다보면 연결이 되는 거 같아요.
(3일차 1교시. Pick의 정리)

  요컨대, 수학적 사실들을 통념의 위반이 부각되도록 조직하여 제시하고, 통념의 
위반에 대한 견해를 말할 기회를 제공하고, 그 통념의 위반에 대한 교사의 내러티브
적 상상과 그에 따른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학생들의 내러티브 양식의 
상상적 적용을 유발하는데 효과적이었다. 나아가 학생들의 내러티브적 상상과 정서
의 교류를 가져왔고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마스터플롯이 자극되는 등 정서적 의미
의 구성을 지원할 수 있었다. 

2.4. 내러티브적인 수학 수업에 대한 시사점

  1절에서 내러티브적 흥미 요소를 부각시키는 수학 교과서의 서술 방식을 탐구하
였다. 그 결과 논리 수학적인 정확성, 객관성, 건조함 등에서 벗어나는 보다 유연한 
서술 방식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교과서는 문자로 기록되어 일방적으로 전
달된다는 점에서 유연한 서술이 오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다. 특히 교과서는 수학적 
사고를 학습하는 공식적인 교재라는 지위를 갖기 때문에 유연한 서술 방식의 시도
가 조심스럽다. 이에 비해 수업에서 교사는 보다 유연하게 수학적 사실들을 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수학에 대한 학생의 내러티브 사고 양식을 활성화하는데 있어 수업
과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통상적인 수학 수업은 개념, 원리, 법칙을 익히고 그것을 이용하여 예제, 연습문
제, 응용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이에 비해 수업연
구1에서 시도한 것처럼 수학적 사실들을 스토리 형식으로 제시하는 것에 주목하는 
수업은 문제해결보다는 수학적 사실들에 대한 의미의 구성을 더 중시한다. 이와 같
은 수업은 수학적 사실들을 수학 내러티브로 조직하여 제시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는다는 점에서 문제해결을 위주로 하는 통상적인 수업에 비해 보다 내러티브적인 
수업이라고 할 수 있다.
  내러티브적 흥미 요소가 수학에 대한 학생의 내러티브 사고 양식을 보조 또는 유
발하고 그 결과 의미가 구성되기 때문에 내러티브적인 수학 수업에서도 그러한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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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수업연구2와 수업연구3을 통해 
수학 수업에서 통념의 위반을 활용하면 새로운 개념, 문제, 문제해결의 아이디어 등
을 흥미롭게 도입할 수 있고, 교사가 직접적으로 내러티브적 상상과 정서를 표현하
는 것이 학생들의 정서적 의미의 구성을 돕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때 수업연구2에서와 같이 수업에서 통념의 위반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과 내
용에 대한 수학사적 또는 수학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수업연구2-1의 <방법1>
에서는 허수 개념의 발생 과정을 분석하여 <통념의 위반 D>를 찾아 활용하였다. 새
로운 수학적 개념의 등장은 그 이전까지 존재했던 수학적 개념들이 형성하고 있는 
틀을 깨는 것으로서 거기에는 통념의 위반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무리수의 등장은 
만물이 유리수로 되어 있다는 통념에 대한 위반이었고, 음수의 등장은 수의 실재성
이라는 통념에 대한 위반이었다. 이와 같이 교과 내용과 관련된 통념의 위반은 수학
사를 분석하여 찾아낼 수 있다. 한편 수업연구2-1의 <방법2>에서는 교과 내용을 현
대 수학의 입장에서 분석하여 <통념의 위반 C>를 찾아 활용하였다. 학교수학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교과 내용은 현대 수학의 입장에서는 그 구조가 남김없이 밝혀진 
것들이다. 허수와 관련해 <통념의 위반 C>를 찾아낸 것처럼 현대 수학의 입장에서 학
교수학을 분석하면 학교수학만으로는 보이지 않던 통념의 위반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통념의 위반은 1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교과서의 서술 방식을 통해서도 구
현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통념의 위반을 부각시키는 교과서의 서술 방식에서 논의
된 사항들은 수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수업에서 통념의 위반을 활용
하는 것은 교과서에 비해 쌍방적 소통의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수업연구3의 1일
차 3교시에서 원래는 Euler 직선의 존재만을 통념의 위반으로 제시할 계획이었지만 
학생의 반응에 따라 추가로 Nagel 직선과 Euler 직선의 유추관계를 서술함으로써 
통념의 위반을 보강할 수 있었다. 또, 수업에서 통념의 위반의 제시는 그것이 암묵
적 지식의 현시자(남진영, 2007: 147-152)인 교사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
다. 명시적 지식 이면의 암묵적 지식의 현시자로서의 교사를 통해 통념과 그 위반이
라는 정보를 문자로 기록하는 것만으로는 전달할 수 없는, 생생한 놀라움, 그 놀라
움에 대한 교사의 진실성, 통념의 위반을 해소하고자 하는 분위기 등이 더 의미 있
게 공유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수업연구2-1에서 교사가 학생과의 대화 속에서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허수가 정합적이고 유용한 결과를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산출하는 것의 놀라움을 강조하여 말한 것은 통념의 위반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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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수업연구3에서 활용한 화자(교사)의 정서 표현은 교과서의 서술 방식을 통해
서 구현하는 것이 조심스러운 흥미 요소이다. 1절에서 교과서에서도 저자의 평가 및 
판단, 의인화, 감정 형용사 등을 통해 저자의 정서가 표현되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그것은 교과서의 객관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극적인 
정서 표현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것은 이미 언급한 것처럼 교과서의 일방성과 공
식성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저자나 화자의 정서 표현은 수학 교과서보다
는 내러티브적인 수학 수업이 주로 갖추어야 하는 흥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수업연구2와 수업연구3을 통해 통념의 위반이 제공되고 그것이 인지된다고 해서 
학생이 반드시 정서적 의미를 구성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감안하
여 수업연구3에서는 수학 내러티브가 포함하는 통념의 위반을 제공한 후, 그것에 대
해 학생이 견해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의도적으로 제공하였다. 또, 학생들이 직접 
통념의 위반을 포함하는 수학 내러티브를 준비하여 발표하게 하였다. 이것은 통념의 
위반에 대해 내러티브 양식을 상상적으로 적용할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단순히 통념과 그 위반을 제공하는 것에 비해 수학에 대한 내러티브 사고 양식의 
활성화에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업연구3의 1일차 3교시 학생2의 반응에서 교사의 적절한 내러티브적 상
상과 정서의 표현이 학생에게 견해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보다 더 중
요함을 알 수 있었다. 학생2는 Euler 직선에 존재하는 통념의 위반에 대해 견해를 
말할 기회를 제공받았음에도 ‘재밌어요’라는 정도의 반응만을 보이다가, 교사가 서
술한 내러티브적 상상과 정서의 표현을 듣고 자발적으로 내러티브적 상상을 말하였
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Euler 직선의 존재가 세상의 질서를 암시하기 때문에 신
비롭다는 교사의 언급에 대해 학생2는 과거의 철학자들도 삼각형에 존재하는 규칙
들이 세상의 이치를 보여준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교사의 내러티
브적 상상이 Euler직선은 물론 삼각형과 같은 수학적 대상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리고 수학을 공부한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마스터플롯을 자극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즉, 교사는 학생보다 먼저 수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많은 사
람들이 수학적 사실들에 대해 느끼게 되는 내러티브적 상상과 정서를 표현함으로써 
학생의 내러티브적 상상을 유도할 수 있었다. 
  학생들이 수학에 대해 내러티브 양식을 상상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익숙하지 못할 
때에는 교사가 적절한 내러티브적 상상과 정서를 표현함으로써 그것을 유발하였지
만, 교사의 적극적인 관여가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내러티브적 상상과 정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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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는 것이 어느 정도 활성화 된 후에는 수업연구3의 3일차 1교시에서 보듯이 학
생들은 다른 학생의 내러티브적 상상과 정서에 영향을 받아 자신의 내러티브적 상
상과 정서를 구성하였고 그것이 마스터플롯과 연결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수학적 사실들에 대해 교사와 학생이 내러티브적 상상과 정서를 나누
고 그것을 마스터플롯과 연결시키는 행위는 문학, 음악, 미술 수업에서의 감상 행위
와 닮아 있다. 조하연(2010)은 감상을 “대상이 지닌 고유한 질감을 직접 지각함으로
써 그에 따른 심리적 경험을 획득하고 그것이 주는 즐거움의 정도에 따라 대상의 
가치를 평가하는 일(p.27)”이라고 규정하였다. 교사와 학생은 수학 내러티브가 포함
하는 통념의 위반을 직접 지각하고 그에 대한 내러티브적 상상을 생산하고 교류하
여 마스터플롯과 연관시킴으로써 정서적 의미를 구성하는 심리적 경험을 획득할 수 
있다. 또, 이때 얻어지는 정서적 의미의 깊이에 따라 그 수학적 사실들의 가치를 평
가할 수 있다. 즉, 교사와 학생의 내러티브적 상상과 그 소통은 수학 감상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수업연구3에 대한 논의는 수학 감상을 통해 수학적 사실들에 대
한 정서적 의미가 구성된다고 요약된다. 
  Bruner(2005)는 “세계에서 하나의 지위를 찾는 것은 궁극적으로 상상의 한 행위
(p.95)”라고 지적하면서 교육에서 내러티브적 상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것을 
수학 수업에 적용하면 수학적 사실들에 대해 내러티브 양식을 상상적으로 적용하고 
소통하여 정서적 의미를 구성하는 수학 감상이 세계 속에서 수학에 어떤 지위를 부
여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석된다. 그리고 이것이 수학교육이 이제껏 논리 수학적 
사고를 강조하면서 소홀히 해 온 수학에 대한 감성적 측면의 교육이라고 생각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학생의 내러티브 사고 양식 활성화를 위한 내러티브적인 
수학 수업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학사적 또는 수학적 분석을 통해 교과 내용에 포함된 통념과 그 위반의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각 교사가 교수단원을 구성하고 지도할 때
에도 이루어져야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교육과정을 구성하거나 그 구현을 지원
하는 자료의 보급 측면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절의 수업연구에
서는 수학 내러티브의 또 다른 흥미 요소인 대상들 간의 갈등을 활용하지는 못하였
다. 수학적 대상들 간의 더 의미 있는 갈등을 찾는 작업도 진지한 수학적 분석이 선
행될 때 가능할 것이다. 
  둘째, 이야기하기 기술은 가르쳐져야 한다는 Bruner(2005: 24)의 지적처럼 수업
에서 수학 내러티브를 흥미롭게 재현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수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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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에서는 수업에서 주요하게 다룰 문제를 제시하기에 앞서 통념을 형성시키기 위
한 문제들을 먼저 제시하였고, 수업연구3의 1일차 4교시에서는 통념의 위반을 부각
시킬 수 있는 특정한 방법을 선택하여 구점원의 존재를 재현하였다. 수업에서 수학 
내러티브를 흥미롭게 재현하는 방법은 1절에서 논의한 수학 교과서의 내러티브적 
서술 방식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사의 진심과 열정이 필요하다. 내러티브적인 수업에서 재현되는 통념의 
위반이 교과서의 서술과 다른 점 중에 하나는 그것이 포함하는 놀라움이 문자를 통
한 정보의 전달과는 달리 교사의 교수 행위를 통해서 생생하고 진실 되게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학 내러티브가 포함하는 놀라움에 대한 교사의 
진실 된 정서와 그것을 전달하고자 하는 열정이 요청된다. 
  넷째, 수학 감상 수업의 구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수업연구1에서 수학 내러
티브가 포함하는 통념의 위반은 특별한 반성적 사고가 없어도 심미적 정서를 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의 깊이는 Silvia(2006)가 주장한 것처럼 개인이 사건들, 
즉 통념의 위반에 대하여 평가할 때 더 깊어지고 나아가 자신의 감정에 대해 사고
함으로써 인격으로 흡수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수업연구3은 수학 감상 수업의 한 
모습으로, 학생이 통념의 위반에 대해 내러티브 양식을 상상적으로 적용할 기회를 
의도적으로 제공하고, 교사와 학생은 통념의 위반에 대한 내러티브적 상상과 정서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교류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수학 감상 수업의 
구현을 위한 보조 수단으로 수학적 의사소통의 한 방법으로 제안되어 온 수학일기
(journal writing in mathematics)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Clarke, Waywood, & Stephens(1993)은 수업에서 ‘배운 것(what we did)’, ‘알게 
된 것(what we learned)’, ‘예와 질문(examples and questions)’ 등이 포함된 수
학일기 쓰기를 과제로 부과하였다.92) 이때 학생들이 작성한 수학일기의 형태는 ‘[있
었던 일] 말하기(recount)’, ‘요약(summary)’, ‘대화(dialogue)’의 세 가지 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었는데93), 꾸준한 수학일기 쓰기의 경험이 더 높은 수준으로의 이행을 
가져왔다. 특히 ‘요약’에서 ‘대화’로의 변화는 수학적 사실들에 대한 반성적 글쓰기

92) 이 세 가지는 각각 ‘배운 것을 요약(to summarize what has been taught)’하고, ‘아이
디어와 알게 된 것을 토의(to discuss both the ideas and the learning)’하고, ‘질문을 형
성하고 예를 모으(to formulate questions and collect examples)’도록 하기 위해 수학일기 
쓰기 과제에 포함되었다(Clarke, Waywood, & Stephens, 1993: 237).
93) ‘말하기’는 공부한 내용보다는 수업 시간의 여러 가지 사건이나 경험을 말하는 것, ‘요약’은 
공부한 내용을 요약하는 것, ‘대화’는 공부한 내용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정서를 표현하면서 자
신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Clarke, Waywood, & Stephens, 1993: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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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과 정서를 표현하는 자신과의 대화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수학일기가 수학 감상 수업을 보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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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수학 내러티브 활용의 의미와 제한점

  이제까지 수학 내러티브의 개념을 정립하고, 그 교육적 가능성을 수학 교과에서 
이야기 활용의 제한점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살펴 본 후, 교과서와 수업을 분석하여 
그것의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수학 내러
티브의 활용이 수학 교수학습에서 갖는 의미와 제한점에 대해서 논의한다. 

1. 수학 교과와 학습자의 통합

  학습자가 수학 학습에 흥미를 느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 수학 교수학습에
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 즉 
교과와 학습자의 통합의 문제는 교육학에서 꾸준히 논의되어 온 주요 사안이었다. 
특히 20세기에는 Dewey로 대표되는 학습자 중심의 접근과 Bruner로 대표되는 교
과 중심의 접근이 차례로 대두되었다. 수학 내러티브의 활용은 수학 교과와 학습자
의 통합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미를 갖는다. 본 
절에서는 교과와 학습자를 통합하려는 노력을 Dewey의 흥미론과 이야기의 활용, 
그리고 Bruner의 지식의 구조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수학 내러티브의 
활용이 이들이 이루고자 한 통합을 수학 교과에서 구현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을 논의한다. 이로써 Dewey의 흥미론을 수학 교수학습에서 재해석 할 수 있다.

1.1. Dewey의 흥미론과 이야기의 활용 : 학습자 중심의 접근

  Dewey는 교과와 학습자의 흥미의 통합을 꾀하는 독특한 흥미론을 주장하였다. 
그는 《민주주의와 교육》에서 흥미에 대한 Herbart의 생각을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
써 자신의 흥미론을 피력한다. 
  Herbart는 실재를 대할 때 발생하는 심리적인 기쁨으로서의 흥미보다 의식 속에 
갖고 있는 다방면의 관심으로서의 흥미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조화로운 다면적 흥미
를 갖게 하는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보았다. 개인은 끊임없이 마음의 내용을 형성하
려는 노력을 통해 더 풍부한 통각들94)의 체계를 형성함으로써 더 훌륭한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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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한다는 것이다(Curtis ＆ Boultwood, 1953: 361; 김정국, 1999: 212-214). 
Dewey는 Herbart의 흥미가 학습자가 풍부한 교양을 갖춘 사람으로 교육되는 과정
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흥미 있는 대상에 대한 학습자의 능동적인 학습 의욕을 묘사
하는 것은 아니라고 비판하였다. Herbart의 흥미는 교육의 목적은 될 수 있지만 수
단이나 동기는 될 수 없다는 것이다(김정국, 1999: 225). Herbart의 흥미론은 학생
의 흥미를 수단으로 교과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과를 가르쳐 다방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기르는 교과 중심의 교육관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비해 학습자 중심 교육관의 입장에서는 교과보다는 학생의 흥미를 존중한다. 
특히 1920년대 아동 중심 교육과정관에 영향을 미쳤던 Hall은 발생반복설에 영향 
받아 아동 개인의 발달은 인류가 걸어왔던 역사의 단계를 반복한다고 생각하고, 아
동의 필요에 따라 교육과정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Hall은 아동을 학교에 
적응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아동의 필요와 흥미에 맞추어야 한다고 역설하였으
며, 아동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는 교육활동을 부정하였다(양옥승, 2005: 
106-107). 이러한 Hall의 견해는 교육은 아동에게 어떤 변화를 주는 적극적인 행위
가 아니라 발달 단계에 따라 발생하는 아동의 필요와 흥미를 적절히 채워주는 소극
적인 행위라는 것으로 해석된다.95)

  Herbart의 견해는 오랫동안 가치가 인정되어 온 교과를 가르치는 정당성을 확보
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학습자 내부의 요구에서부터 교육을 시작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고, Hall의 견해는 학습자의 흥미를 존중하여 능동적인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지만 교육의 목표와 공동체에 혼란을 가져오는 단점이 있다. Dewey의 흥미론
은 교과와 학습자의 이러한 갈등에 주목한다. 그는 흥미(interest)의 어원을 ‘사이에 
있는 것(inter(사이)-esse(있는 것))’, 즉 거리가 있는 두 사물을 관련짓는 것으로 설
명하면서, 흥미를 개인과 경험의 대상을 연결시켜주는 것으로 보았다. 즉, 대상은 
흥미로운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학생은 그 대상이 흥미롭다는 것을 볼 수 있
어야 비로소 그 대상에 대한 흥미가 형성된다(Dewey, 1987b: 200-201). 
  그러나 많은 경우 교사는 학습자료에 유혹적인 면을 가미하여 학생의 노력을 짜
내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Dewey는 이러한 시도를 학습자가 습득해야 할 기술이나 

94) Herbart 심리학에서 마음이 실재와 접촉한 결과로 발생하는 다양한 반응을 ‘표상’, 표상
들이 서로 밀기도 하고 당기기도 하며 관련을 맺는 작용을 ‘통각’이라고 한다(Dewey, 1987b: 
111-112).
95) 그러나 진보주의는 교육의 사회적 역할을 부정하지는 않았다는 점(Tanner & Tanner, 
1990: 17-25)에서 이러한 Hall의 견해가 당시 진보주의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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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해야 할 자료가 그 자체로서는 흥밋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Dewey가 제시한 해결책은 학생의 현재의 능력과 
관련된 사물이나 활동 양식을 찾아 제시하는 것이다(Dewey, 1987b: 199). 그러나 
그러한 사물이나 활동 양식이 가르칠 교과의 특정 내용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Dewey의 해결책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는다. 
  Dewey의 흥미론은 그가 꿈꾸었던 이상적인 교육론 안에서 바라 볼 때 이해할 수 
있다. Dewey(1987b)는 교육 목표가 학생의 현재로부터 너무 멀리 있거나 학습자와 
학습 대상을 분리하는 교육 이론에 대해 비판하면서, ‘교육은 경험의 끊임없는 재조
직 또는 재구성’이라는 교육의 개념을 제안한다. 이때 경험이란 개인이 목적을 갖고 
하는 활동(activity, 대상에 무엇인가를 ‘해 보는 것’)과 그에 따라 개인이 ‘당하는 
것’을 한꺼번에 지칭하는 개념이다. 이 정의에 따르는 교육은 끊임없이 경험을 구성
하여 의미를 증가시키고 다음 경험의 방향을 결정할 능력을 증대시킨다. 이 교육은 
경험의 재구성 이외에 목적을 갖지 않기 때문에 교육의 목표가 현재에 있고, 학습 
대상이 학습자의 경험이기 때문에 학습자와 학습 대상이 분리되지 않는다
(pp.122-123, 219).
  한편 Dewey(1987a)는 교육이 아동으로 하여금 이상적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행
동하도록,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좁은 행위와 정서에서 벗어나 자신이 속한 집단
의 복지라는 관점에서 자신을 파악하도록 돕는 것으로 보았다(p.539). 이때 이상적
인 사회는,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공동 관심사가 많고 다양한 사회, 그리고 여러 
사회 집단 사이의 자유롭고 다양한 상호작용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빚어지는 새로
운 사태에 끊임없이 적응하는 사회로서, 서로의 관심사와 이익을 존중하고 상호작용
하여 계층이 없는 민주주의 사회이다. 민주주의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 삶은 서
로 다른 개인에게 각각 다른 관심과 이익을 준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다
른 사람의 이익에 선의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회화는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는 개념이 아니다. 이러한 사회는 경험을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
음이 적극적으로 사회화 되어있고,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의 이익과 관심에 
둔감하게 하는 사회계층의 장벽을 허물어뜨리며, 노동(사회 참여)과 여가를 분리하
지 않고, 여가는 사회봉사의 책임에서 면제된 상태가 아니라 그 책임을 기꺼이 받아
들이는 데서 오는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이다(Dewey, 1987b: 136, 189-190, 
403). 요컨대, 평등하고 평화로우며 특히, 자발적인 사회이다.
  교육이 자발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모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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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해야 할 것이다. Dewey(1987b)는 “자발적인 성향과 관심은 오직 교육에 의해
서만 길러질 수 있다(p.137)”고 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Dewey에게 경험의 재조직은 
끊임없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발적인 것이다. 이때 경험이 끊임없으면서도 자
발적으로 재조직될 수 있는 이유는 흥미의 역동성 때문이다. Dewey는 어떤 활동 
자체에 대해 느끼는 직접적 흥미와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간접적 흥미를 구분하였다. 
간접적 흥미는 직접적으로 흥미가 있는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한 수단(또는 난관)에 
대한 흥미이다. 예를 들어, 물을 마시는 것이 직접적 흥미(관심)라면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컵을 찾는 것은 간접적 흥미(관심)이다. 그런데 컵에 대한 간접적 관심이 휴
대가 간편한 컵을 만들고자 하는 직접적 관심으로 바뀔 수도 있고, 물을 마시는 것
에 대한 직접적 관심이 간접적 관심으로 바뀌어 수질 오염과 같은 새로운 직접적 
관심을 낳을 수 있다. 직접적 흥미와 간접적 흥미는 자발적이고 역동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낳으며 연속적으로 확대되고, 결과적으로 흥미의 대상이 다양해지고 관심이 
깊어진다(양은주, 2003: 187-189). Dewey에게 초기경험은 생존이나 사회화와 같이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발생하는 생활 속 경험들이지만, 이와 같이 경험이 성장하면
서 이론적인 대상들에 대한 경험에까지 이를 수 있다96)(이환기, 1987: 41).
  Dewey의 흥미 개념은 심리학자 Csikszentmihalyi의 ‘몰입(flow)’ 또는 황농문의 
몰입 경험과 유사한 면이 있다. 우리는 스키를 타고 내려올 때 일상에서 발생하는 
마음속의 갈등이나 모순을 의식할 틈 없이 몸이나 스키의 움직임에 집중하게 된다. 
그 순간에는 느끼는 것, 바라는 것, 생각하는 것이 하나로 어우러지는데, 
Csikszentmihalyi는 이와 같이 의식이 경험으로 꽉 차 있는 예외적인 순간을 몰입 
경험이라고 부른다(Csikszentmihalyi, 1999: 44-45). 황농문(2007)은 위기상황에서
는 이러한 몰입이 저절로 일어나지만 위기 상황이 아닐 때에도 의도적으로 몰입 상
황에 빠져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어떤 문제에 대해 의도적으로 몰입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였던 여러 가지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몰입에 의한 문제해결 
과정에서는 개인의 모든 에너지를 원래 문제의 해결을 위해 투입함으로써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도록 하기 때문에 관심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에 저절
로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와 같은 과정이 흥미의 역동적인 전이와 경험의 자발성을 
설명해 준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Dewey가 말하는 끊임없으면서도 자발적인 경험의 재구성에

96) Dewey에게 있어서 실제가 꼭 생활과 사회화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경험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러한 논의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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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학습자의 기존 경험과 관련된 내용만이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습할 내용이 학습자가 그동안의 경험으로부터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니
라면 그것은 선행조건이나 후속결과가 없는 우연적인 사건으로서 아무 의미가 없고
(Dewey, 1987b: 220), 끊임없으면서도 자발적인 성장이나 이상적인 민주주의 사회
의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Dewey 식의 교육에서는, 학습자 밖에서 교
과의 특정 내용을 제시할 때에도 학습자가 현재 자신의 수준에서 그 내용이 흥미롭
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교과 내용만을 선택하여 제시하여야 한다(이홍우, 
1987: 200-201). 이런 경우 학습내용이 흥미롭게 보이도록 별도의 포장을 하지 않
아도 능동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것이다. 요컨대, Dewey의 흥미론은 교과와 학습자
의 통합을 꾀하지만 그 통합은 교과보다는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Dewey는 수학 교수학습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몇 가지 저서와 논문을 남겼
다. Dewey의 흥미론이 수학 교과에서 구현된 모습은 그러한 저서와 논문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수의 심리학과 그 산술교수법에의 적용》에
서는 수의 지도에서 측정 활동의 중요성이, 《기하 교수에서의 심리와 논리》에서는 
연역적인 기하학에 대비되는 직관적인 기하학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강흥규, 2003: 
78-107). 이것은 측정 활동이나 공간에 대한 직관과 같이 학생들이 생활 또는 사회 
속에서 실제로 접하게 되는 경험을 통해 교과를 지도해야 한다는 생각을 산술과 기
하 교육에서 구체화한 것이다. 
  한편 Ⅲ장 1절에서 살펴 본 것처럼 Alexander-Dewey 산술 교과서는 학생들이 
접할 만한 경험을 이야기를 활용하여 제공하고 있다. 그 교과서에서는 대화, 구두 
이야기, 서면 이야기 등을 활용하고, 특히 극화하기에서는 생활 속 상황들을 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이 직접 재현하도록 함으로써 자연수의 사칙연산을 지도하고자 하
였다. 이와 같이 Dewey의 산술 교육은 학생의 실제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경험보
다는 그것을 적절히 가공한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것은 교실이라는 인위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의 특성상 피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이야기는 교실이라
는 제한된 상황에서 학생의 실생활 속 경험을 대안적으로나마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경험을 중시하는 Dewey의 산술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
으로 보인다. 
  Dewey의 산술 교육은 그의 일반적인 흥미론에서와 같이 학생의 경험을 중시한다
는 점에서 학습자 중심의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산술이 본질적으로 학생이 
경험하는 생활 속 사태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은 학습자와 산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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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자연스러운 통합을 이루게 한다. 이때 이야기는 산술이라는 교과 내용이 학습
자가 생활 속에서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상황과 관련된다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산
술 내용과 학습자의 통합을 지원한다. 
  하지만 이러한 통합은 생활 속의 구체적 대상을 다루는 산술이라는 수학 내용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것일 수 있다. 때문에 산술과 같이 구체적 대상을 다루는 수학
에서 벗어나 보다 추상적인 수학의 교수학습에서도 학습자를 중심으로 교과와 학습
자를 통합할 수 있는지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앞에서 논의한 Dewey의 
교육철학과 흥미론을 고려하면 Dewey는 추상적인 수학 내용에 대해서도 학습자 중
심의 통합을 꾀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생활 또는 사회화와 관련하여 출발한 초기 
수학 경험은 연속적으로 확대되어 후에는 추상적 성격을 띠는 수학 경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또 생활이나 사회로부터 멀리 떨어진 추상적 대상97)이라 할지라도 이
전 흥미가 역동적으로 새로운 흥미를 낳아 그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면 그것은 
Dewey의 입장에서도 훌륭한 수학교육의 소재가 된다. 그러나 Dewey는 보다 추상
적인 수학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의 예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 구체적인 모습
은 창의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1.3절에서는 수학 내러티브의 활용
을 통해 추상적인 수학 내용에 대한 Dewey 흥미론의 해석을 시도한다. 이에 앞서 
다음 절에서는 Bruner의 《교육의 과정》을 중심으로, 교과와 학습자를 통합하려는 
교과 중심의 접근을 살펴본다.

1.2. Bruner의 지식의 구조 : 교과 중심의 접근

  1950년대 소련의 스푸트닉 1호의 발사 성공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급격한 과학기
술의 발전은 실생활 중심 교육에 치중하였던 미국의 교육에 위기감과 함께 큰 전환
을 가져왔다. 1950년대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등에서 그 분야의 저명한 학자
들이 학교 교육과정의 작성과 교과서 저술에 관여함으로써 교육의 중점이 사회생활
로부터 학문적인 것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수학 교과에서는 SMSG, 수학
위원회, UICSM98) 등의 단체들이 이러한 일에 참여하여 ‘새 수학 운동’이 일어났다. 
1959년에 열린 Woods Hole 회의는 이러한 일에 관여하고 있던 수학자, 과학자를 

97) 중등교육에서 가르치는 수학은 이러한 내용을 다수 포함한다.
98) SMSG: School Mathematics Study Group
    수학위원회 : Commission on Mathematics 
    UICSM: University of Illinois Committee on School Mathe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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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해 역사학자, 심리학자, 교육학자 등이 모여 새로운 변화를 조망하고 평가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회의의 의장이었던 Bruner는 회의의 보고서로서 《교육의 과정》
을 저술하였다(Bruner, 1983). 요컨대, 《교육의 과정》은 막 태동하였던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정신이 집약된 문헌이라고 할 수 있다. 
  Bruner가 《교육의 과정》에서 강조한 것은 지식의 구조, 이를 습득하기 위한 탐구
학습, 그리고 나선형 교육과정 등이다. 그는 교육의 과정이 지식의 구조를 습득하도
록 구성되어야 하는 이유로 다음의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그렇게 가르치지 않
으면 지금까지 학습한 것에서 후에 학습하는 것으로 통하는 일반화가 곤란하다. 둘
째, 일반적 원리를 파악할 수 없는 학습은 지적 흥분을 주지 못한다. 셋째, 지식을 
획득하여도 그것을 결합시킬만한 충분한 구조를 갖지 않으면 그 지식은 잊어버리기 
쉽다(Bruner, 1983: 50-51). 즉, 지식의 구조를 습득한다는 것은 개별적인 지식보
다는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원리를 파악하여 지적 희열을 느끼는 것과 관계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식의 구조는 그렇게 명확한 개념이 아니어서 다양한 해석이 존
재한다. 예를 들어, 이홍우(1979)는 지식의 구조나 탐구학습은 교육내용이 무엇인가
에 대한 해답이라기보다는 각 교과에 담긴 안목으로 현상을 볼 수 있도록 하려면 
그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를 연구하도록 하는 요청이라고 보았다(p.56). 
  본 논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전문적인 학자들이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관여
함으로써 이루고자 했던 일들 중에는 교과와 학습자의 통합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
지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새 수학 운동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 즉 지나치게 형식화
된 내용을 다룸으로써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과는 다르다
는 점에서 주목된다. 실제로 《교육의 과정》의 제 5장, ‘학습을 위한 동기유발’에서는 
우수한 학생에게 가르칠 내용과 방법뿐 아니라 흥미를 유발하는 방법이 필요하고, 
재능이 풍부하지 못한 학생의 자신감과 학습 의욕을 파괴하지 않는 교재의 고안이 
중요함을 언급하였다. 또,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고 지적 활동에 대한 적절한 태도와 
가치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 가르치는 교재 그 자체에 특유의 흥미를 증가시키고, 
학생에게 발견의 기쁨을 주며, 말하고자 하는 바를 학생에게 적합한 형태로 바꾸어 
제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한편, 이 책의 다른 부분에서는 교재를 재미있게 하는 것
은 그것을 건실하게 제시하는 것과 모순되지 않고 정확한 일반적 설명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재미있는 경우가 많다는 언급도 찾을 수 있다(Bruner, 1983: 42, 91-94). 
이러한 설명들은 학생의 생활 경험과 관련되지 않는 교과 내용도 지식의 구조를 적
절히 서술하거나 발견의 희열을 맛보게 함으로써 흥미와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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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를 보여준다. 학문 중심 교육과정은 학생의 경험보다는 교과를 중시하지만 
Dewey의 흥미론과 마찬가지로 교과와 학습자의 통합을 이루고자 함을 알 수 있다. 
  실제로 SMSG가 펴낸 교과서는 수학적 지식을 연역적으로만 서술하기보다는 그 
구조를 흥미롭게 서술하려고 노력하였다. 예를 들어, 《대수 입문 1》에서 등식의 덧
셈 법칙99)을 설명할 때 ‘(3 + 4) + 8’과 ‘(9 – 2) + 8’을 각각 언급한 후에 ‘여러분
은 위 두 문장에서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였나요?’와 같이 저자가 목소리를 드러
내어 질문한다(SMSG, 1962: 246). 이것은 서로 다른 형태의 두 식을 먼저 제시(통
념100))한 다음, 그럼에도 그것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음(위반)을 제시함으로써 
‘[통념] -> [위반]’의 형식을 활용하여 당연한 사실 속에서도 작은 흥미와 의미를 유
발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수학 교과에서 학문 중심 교육과정은 실패로 끝났다. 학생들은 
정작 필요한 10진법 계산은 하지 못하면서도 7진법 계산에 많은 시간을 쏟았고, 수
학 성취가 나아졌다는 실험적 증거를 얻는데 실패했으며, M. Klein이 《Why 
Johnny Can’t Add》에서 새 수학 운동을 혹평하기에 이르렀다(Loveless, 2001: 
197). 오늘날 새 수학 운동은 교수학적 오류였던 것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학문 중심 교육과정은 수학뿐 아니라 다른 교과에서도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Bruner는 《교육의 과정》이 출판된 지 10년 후에 자신의 생각을 토로하는 글에서 
그 실패의 원인을 두 가지로 적었다. 하나는, 교육 자료의 채택과 배포가 원활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서 교육과정을 실행할 교사
가 적절한 훈련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박천환, 2011: 2). 이것은 학문 중심 교육
과정 자체는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견해를 간접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
다. 실제로 Bruner(2005)는 1996년에 출판된 《교육의 문화》에서도 나선형 교육과
정이나 ‘어떤 주제이든지 그 지적 성격에 충실한 형태로 어떤 발달단계에 있는 아동
에게도 가르칠 수 있다’는 구조와 관련된 철학적 신념을 포기하지 않는다. 나아가 
그러한 방식으로 지식의 구조를 구성하기 위해 그의 후기 연구 주제인 내러티브를 
활용101)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pp.305-308). 
  새 수학 운동이 실패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서 수학

99) addition property of equality: ‘a = b ⇒ a + c = b + c’
100) 보다 정확하게는,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꼭 같다고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통념으로 
볼 수 있다.
101) 과학 이해에 있어서 Bruner(2005)는 ‘내러티브 발견학습(narrative heuristics)’을 제안
하였다(p.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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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지식의 구조를 가르쳤던 것 자체에 모든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수학
적 지식의 구조라는 교과 내용보다는 그것을 보다 흥미롭고 의미 있게 가르치는 방
법의 미숙이 더 큰 문제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더욱이 학생의 성취가 아니라 교과
와 학습자의 통합이라는 측면에서는 SMSG의 서술과 Ⅵ장의 수학 내러티브의 구체
적인 활용에서 보듯이, 수학적 지식의 구조적 측면이 학생의 흥미와 의미의 구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Bruner가 지식의 구조의 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써 내러티브를 도입
한 것을 감안하면, 수학 교과에서는 수학 내러티브의 활용이 교과와 학습자의 통합
을 가져올 수 있는지, 또 그것이 수학적 지식의 구조의 구성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
지를 살펴보는 것은 시도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다음 절에서는 수학 교과와 학
습자의 통합을 이루는 구체적 방안으로서 수학 내러티브 활용의 가능성을 논의한다.

1.3. 수학 내러티브 활용에 의한 두 접근의 통합 : Dewey 흥미론의 재해석

  1.1절에서 논의한 Dewey의 흥미론에 따르면 학생의 생활 또는 사회와 관련하여 
출발한 초기 수학 경험은 흥미의 역동성이 보장되는 한에서 연속적으로 확대되어 
추상적 성격을 띠는 수학 경험에 이를 수 있다. 그러나 Dewey는 수학 교수학습 상
황에서 추상적인 대상에 대한 흥미가 어떻게 또 다른 추상적인 대상에 대한 흥미를 
낳을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하다. Dewey가 주장하는 방식으로 수학교육
을 받아서 추상적인 대상을 학습하는 단계에 있는 학생이 있다고 하자. 이 학생은 
생활 또는 사회의 문제로부터 출발하여 흥미가 흥미를 낳도록 유도되어 추상적인 
대상을 마주하고 있다. 지금까지 Dewey의 흥미론에 따라 교육이 잘 이루어졌다면, 
이 학생은 이제까지 학습한 것들에 흥미가 있어왔고, 능동적으로 학습하였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이제 교사가 새로 소개하는 추상적인 
수학 내용과 그동안 학습한 것이 흥미의 역동성을 작동시킬 만큼 충분히 관련되어 
있고, 또 학생이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새로운 내용에 대한 흥미가 발생한다.
  이러한 설명에서 관건이 되는 것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새로 제시되
는 내용이 이전에 흥미를 갖고 학습한 내용과의 관계 속에서 충분히 흥미롭다는 것
을 드러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학생으로 하여금 그것을 보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첫 번째 관건과 관련하여, 새로 소개하는 수학 내용이 이전까지의 학습 내용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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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이해하기 위한 수단이 되거나 반대로 이전까지 학습한 내용을 수단으로 새로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는 새로운 내용에 충분한 흥미를 
주지 못한다. 개인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추상적인 수학적 내용들에 대한 수
단과 목적 관계의 명시화는 개인의 실제 생활과 관련된 수단과 목적 관계의 명시화
에 비하여 충분한 흥미의 전이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내용의 일체
성, 통념의 위반, 대상들 간의 갈등과 같은 내러티브의 구성적 흥미 요소가 부각되
도록 새로운 수학 내용을 조직하여 제시하는 것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구성
적 흥미 요소를 포함하는 수학 내러티브의 제시는 수단과 목적 관계 때문이 아니라 
새로운 내용이 이전까지 학습한 내용과의 관계 속에서 문맥적으로 흥미롭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학 내러티브의 역할은 구체적인 대상을 다루는 
Dewey의 산술 교육에서의 이야기의 역할에 해당한다. 이야기는 산술이라는 교과 
내용이 학습자가 생활 속에서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상황과 관련된다는 것을 드러
냄으로써 교과와 학습자의 통합을 지원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수학 내러티브는 생
활 속 경험 가능성이 아니라 문맥적 관계의 흥미로움을 드러냄으로써 추상적 대상
들 사이의 흥미의 전이를 지원한다.
  실제로 Ⅵ장 2절의 수업연구2는 학생들이 통념의 위반이라는 수학 내러티브의 구
성적 흥미 요소를 인지할 수 있고 이때 새로 도입되는 수학적 대상들에 대한 흥미
와 의미를 형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 수업연구3은 교사의 내러티브적 상상과 
정서의 표현이 새로운 수학적 사실들에 정서적 의미가 부여될 수 있을 만큼 그것이 
흥미롭다는 것을 학생들이 보도록 지원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교사의 내러티브
적 상상과 정서의 표현은 학생들이 새로운 수학 내용이 충분히 흥미롭다는 것을 보
도록 독려함으로써 두 번째 관건의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 이와 같이 수학 내러티브
의 활용은 수학 교수학습 상황에서 기존의 추상적인 대상에 대한 흥미를 새로운 추
상적인 대상에 대한 흥미로 전이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설명은 수학 내러티브의 활용을 통한 추상적인 수학 내용에 대한 Dewey 흥미론의 
재해석으로서 수학 교과와 학습자의 통합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위에서 설명한 수학 내러티브를 활용한 교과와 학습자의 통합은 일반적인 내러티
브가 흥미와 의미를 주는 조건으로부터 추출된 흥미 요소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학
습자 중심의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인지는 기본적으로 내러티브 사고 양식
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Herman, 2003a) 서사학을 바탕으로 Ⅱ장 3절에서 정리
한 조건을 만족하는 내러티브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흥미와 의미를 형성한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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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수학 내러티브가 포함하는 통념의 위반과 같은 구성적 흥미 요소는 일반적
인 내러티브가 흥미와 의미를 주는 조건으로부터 추출된 것으로서 인간 인지의 기
본적인 작동 원리에 의해 학습자에게 흥미와 의미를 준다. 
  한편 수학 내러티브가 포함하는 내용의 일체성, 통념의 위반, 대상들 간의 갈등과 
같은 구성적 흥미 요소들은 수학 내용 바깥이 아니라 그 자체의 조합에 의한 것이
다. 즉, 수학적 개념이나 사실들이 ‘통념’, ‘위반’, ‘대상’ 등을 이루고 이들의 조합에 
의해 구성적 흥미 요소들이 구현된다. 이때 수학적 개념이나 사실들의 조합이 수학
적 지식의 구조를 이루므로 수학 내러티브의 구성적 흥미 요소는 수학적 지식의 구
조의 흥미로운 측면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수학 내러티브의 또 다른 흥미 요
소인 내적 주제의 표현, 외적 주제의 표현, 저자(화자)의 정서 표현 등은 저자나 교
사가 구성적 흥미 요소를 바탕으로 생성하여 표현하는 것으로서 수학 내용이나 수
학적 구조에 기원을 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수학 내러티브를 활용한 교
과와 학습자의 통합은 수학의 내용과 새 수학 운동이 교수 내용으로 채택하였던 수
학의 구조 자체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 이것은 수학 교과에서 이야기의 활용이 주로 
수학 외적 흥미를 유발하는 것과 비교된다. 요컨대, 수학 내러티브의 활용은 학습자 
중심의 접근을 취하면서도 수학의 내용과 구조 자체에 깊이 관련되어 있는 방식으
로 수학 교과와 학습자의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은 교수학습에서 단순히 수학 텍스트의 내러티브적 흥미 요소
를 부각시키는 것만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다. Ⅵ장 2절의 수업연구에서 학생들은 
통념의 위반을 인지하는 것만으로, 그리고 자신의 정서를 표현할 기회를 제공받는 
것만으로 정서적 의미를 구성하지는 않았다. 그보다는 교사가 진심과 열정을 가지고 
수학적 사실들에 대한 자신의 내러티브적 상상과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수학 교과와 학습자의 통합을 위한 수학 내러티브의 활용이란, 수학
적 분석을 바탕으로 수학 텍스트의 내러티브적 흥미 요소를 발견하고 그것을 적절
한 서술방식으로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이 흥미 요소를 인지하고 견해를 표
현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과 열정이 담긴 수학적 사실들에 
대한 교사의 정서를 표현하는 것까지를 아우르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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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합의 관점에서 수학 교수학습의 재음미

  1절에서는 수학 내러티브의 활용이 학습자 중심의 접근을 취하면서도 수학의 내용
과 구조 자체에 깊이 관련되어 있는 방식으로 교과와 학습자의 통합을 이룰 수 있음
을 논의하였다. 이 절에서는 수학 내러티브를 활용한 통합의 관점이 수학 교수학습
에 시사하는 바를 교과서 및 교육과정, 교사 및 학생, 수업 등으로 나누어 논의한다.

2.1. 교과서 및 교육과정 : 구조와 의미를 드러내기 위한 수학적 사실들의 조직

  1.3절에서 제시한 수학 교과와 학습자의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은 특정한 방
식으로 수학 내용을 조직하는 것과 학생이 그것의 흥미 요소를 볼 수 있도록 독려
하는 두 가지 조치를 포함한다. 이때 특정한 방식으로 수학 내용을 조직한다는 것은 
내용의 일체성, 통념의 위반, 대상들 간의 갈등과 같은 구성적 흥미 요소가 부각되
도록 수학적 사실들을 수학 내러티브로 조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조치는 수학 내
용을 학생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제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수학 텍스트인 교과서 서술의 변화는 수학 내용을 이러한 방식으로 제시
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Ⅵ장 1절에서 통상적인 국내의 수학 교과서는 New Syllabus에 비해 제한된 서술 
방식으로 제한된 내러티브적 흥미 요소를 부각시키는데 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것은 통상적인 수학 교과서의 서술이 내러티브적 흥미 요소의 부각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보다 수학적 개념을 연역적으로 설명하고 그와 관련된 
보기, 예제, 연습문제, 응용문제를 제시하며 문제의 해답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방식은 수학 텍스트의 내러티브적 흥미 요소를 부각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1.3절에서 제시한 방식으로 수학 교과와 학습자의 통합을 이루는데 
적절하지 못하다. 
  수학 내러티브를 활용한 수학 교과와 학습자의 통합을 위해서는 교과서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요청된다. 교과서는 수학의 개념, 문제, 풀이를 연역적 논리에 따라 
제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개념이나 문제가 이전의 것과 관련하여 문맥적으로 어
떤 점에서 흥미로운지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내용의 일체
성, 통념의 위반, 대상들 간의 갈등과 같은 구성적 흥미 요소의 부각을 위한 수학 
내러티브의 조직이 교과서의 주요 목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목표 하에서는 수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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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성이나 경제성보다는 의미 있는 문맥의 형성이 더 중요한 교과서의 구성 원리
가 된다. 

  예를 들어, 새로운 관점의 수학 교과서는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할 수 
있다. 우선, 1/9, 2/9, 3/9, ... 의 소수 표현의 규칙을 찾고 그것에 따라 9번째 항
의 값을 추측하게 한다. 다음으로, 앞 단계의 과정과는 별도로 9/9의 값을 계산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앞 두 단계의 결과를 비교하고   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그

림을 제시한다(Dietiker, 2013: 15). 이를 통해  와 이라는 두 수학적 대상을 설
정하고 그것들이 모양은 다르지만 같은 값에 대한 다른 표현이라는 점이 부각된다. 

이것은   을 단순히 무한등비급수의 합의 공식을 이용하여 설명하는 서술과 
비교된다. 후자의 서술은 수학적 오류가 없고 경제적이지만 전자의 서술에 비해 

 와  사이의 갈등이나 통념의 위반이 부각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새로운 관점의 교과서는 수학적 사실들 사이의 관계를 부각시켜 그 구
조를 보다 의도적으로 드러낸다. 한편 1.3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수학 내러티브의 구
성적 흥미 요소는 수학적 지식의 구조의 흥미로운 측면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때 
흥미로움은 Ⅳ장 3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 인지적 의미와 정서
적 의미를 줄 수 있었다. 새로운 관점의 교과서는 수학적 사실들 사이의 관계에 주
목하여 수학적 지식의 구조를 드러내지만 그것은 최종적으로 독자가 그 수학적 구
조에 대해 의미를 구성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새로운 관점의 교
과서는 구조와 함께 그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수학적 사실들을 조직하는 역할을 한
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새로운 관점의 교과서를 서술하는 것만으로는 
수학 내러티브를 통한 수학 교과와 학생의 통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 교육과정은 주로 수학적 논리를 고려하여 구성된 것으로서 수학 내러티브의 흥
미 요소의 측면에서는 내용의 가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수업연구2-1의 
<방법 1>과 같이 허수를 도입할 때 통념의 위반을 부각시키기 위해 현 교육과정에
서는 다루지 않는 삼차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서술할 필요가 있었다. 허수는 이차방
정식의 근의 공식을 통해서도 연역적 논리에 따라 도입할 수 있고 현 2009 개정 교
육과정은 그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허수를 ‘수와 
연산’ 영역에서, 이차방정식을 ‘문자와 식’ 영역에서 각각 다룸으로써 두 가지 수학
적 대상의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에 비해 내용의 일체성이라는 측면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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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된 방식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허수와 이차방정식과의 관계만으로는 통념의 위
반이라는 흥미 요소를 부각시키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것은 2009 개정 교육과정
이 그동안의 교육과정에서 다루었던 내용들 사이의 수학적 관계를 고려하여 내용을 
재배치하였지만 수학 내러티브의 흥미 요소를 고려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교육과정은 수학적 관점과 교육적 관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랜 시간 
동안 연속성을 가지고 변화되어 온 것으로서 새로운 관점을 도입하는 것은 더 깊은 
논의를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러나 수학 교과와 학습자의 통합을 위해서는 장기적으
로 이러한 관점을 도입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
로 수학 내러티브의 구성적 흥미 요소를 고려한 과목 내용의 선택, 그리고 내용의 
일체성의 측면에서 ‘미적분’과 같이 하나의 주제에 기반 한 과목의 확대 등을 고려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새로운 관점의 교과서에서는 Ⅵ장 1절의 시사점과 같이 저자가 구성적 흥미 
요소를 바탕으로 생성한 내적 주제, 외적 주제, 정서 등을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
어 표현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때 저자의 목소리를 통해 저자 자신이 구성한 
의미가 표현되기 때문에 Ⅳ장 2절 및 3절이나 Ⅵ장 2.3절에서 살펴본 대로 학생들
의 의미 구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2. 교사 및 학생 : 수학적 사실들에 대한 의미의 구성자 및 감상자

  수학 내러티브를 활용한 수학 교과와 학습자의 통합은 수학적 사실들을 내러티브
적 흥미 요소를 부각시켜 조직하는 것 외에 학생이 그것의 흥미 요소를 볼 수 있도
록 독려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학생들에게 흥미 요소에 대한 견해
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진심과 열정을 담아 수학적 사실들에 대
한 교사 자신의 내러티브적 상상과 정서를 표현할 필요가 있었다.
  이와 같은 통합의 관점을 구현하는 수업에서 교사는 진위가 분명한 수학적 사실
들을 재현하면서도 동시에 그에 대한 자신의 정서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역
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수업에서 교과서는 2.1절에서 논의한 대로 수학적 지식의 구
조와 의미를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수학적 사실들은 조직하여 제시한다. 교사는 교
과서가 제시하는 수학 내러티브를 참고하여 수학적 사실들을 재조직함으로써 자신
의 수학 내러티브를 구성하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재현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교사
는 수학적 지식의 구조를 파악하게 된다. 수학 내러티브의 조직과 재현을 통해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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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지식의 구조를 구성하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수업에서 교사는 자신의 수학 내러티브를 조직하고 재현할 때 수학
적 사실들을 적절한 순서로 나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교사는 전체 수학 내러
티브 속에서 수학적 사실들을 평가 및 판단함으로써 인지적 의미를 구성할 수 있다. 
또, 수업연구3과 같이 내러티브적 양식을 상상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수학적 사실들이 
이루는 구조에 대한 정서적 의미를 구성할 수 있다. 즉, 교사는 수학적 사실들에 대
한 인지적 의미와 함께 그 구조에 대한 정서적 의미를 구성하고 표현한다. 이때, 문
자화된 공식적 교재인 교과서에서는 저자가 구성한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 조심스럽기 
때문에 의미의 구성은 교과서보다는 교사에게 보다 특화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수학 내러티브를 활용하여 수학 교과와 학습자를 통합하는 수업에서 교사
는 수학 내러티브를 조직하고 재현함으로써, 수학적 지식의 구조의 구성자이면서 특
히 그 구조에 대한 의미의 구성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사는 
수학적 지식의 구조와 구성을 중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는 통상적인 수학 
교사의 역할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요청한다. 통상적인 수학 수업에서 교사는 수학
적 사실을 엄밀하게 재현하는 현시자 또는 수학적 사실들의 연역적 전개자의 역할
을 수행해 왔다. 이러한 역할은 객관성, 보편성, 엄밀성, 정확성 등 수학적 지식의 
독특한 특징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수
학 교과에 흥미와 의미를 부여하도록 하는 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수학 교과와 학습자의 통합을 위해서는 수학적 사실들의 엄밀한 현시자 또는 연역
적 전개자로부터 수학적 사실들에 대한 의미의 구성자로서의 교사의 역할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교사뿐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요청된다. 수학 내러티브의 활
용에 의해 수학 교과와 학습자를 통합하는 수업에서 교사가 수학적 사실들에 대한 
의미의 구성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학생들이 교사를 모방하여 스스로 의미의 
구성자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수학적 사실들에 대한 의미는 스스로 수학 내러
티브를 생성할 때 구성되는 것으로서 교사가 학생의 의미를 대신 구성하여 줄 수는 
없다. 다만, 수업연구3에서와 같이 교사는 수학적 사실들에 대한 자신의 의미를 적
절히 구성하여 제시함으로써 학생이 자신의 의미를 구성하는 것을 자극할 수 있다. 
이 자극에 따라 의미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학생은 수학적 사실들에 대한 의미의 구
성자가 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은 통상적인 수학 수업과 평가에서 
요구되는 정확한 문제 풀이자로서의 학생의 모습과 대조되는 것이다. 학생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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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정확한 문제 풀이자로 설정하는 것은 예를 들어 PISA와 같은 국제비교연구
에서 높은 수학 성취도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수학에 대한 낮은 
선호도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수학 교과와 학습자의 통합을 위해
서는 정확한 문제 풀이자로부터 수학적 사실들에 대한 의미의 구성자로서의 학생의 
모습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한편, 수업연구3에서는 교사와 학생들이 내러티브적 상상과 정서를 서로 교류함으
로써 마스터플롯에 이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교사와 학생들이 수학
적 사실들에 대해 구성한 의미를 서로 소통하는 것은 문학, 음악, 미술 수업에서의 
감상과 닮아 있다. 이런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은 수학적 사실들에 대한 감상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와 학생은 수학 감상을 통해 개인적으로 구성한 의미를 서
로 소통함으로써 정서적 의미에 깊이를 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3. 수업 : 수학적 사실들에 대한 의사소통의 공간

  이제까지 수학 내러티브를 활용한 수학 교과와 학습자의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교
과서 및 교육과정, 그리고 교사 및 학생의 이상적인 모습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구
체적으로 교과서는 수학의 개념, 문제, 풀이를 연역적 논리에 따라 제시하는 것으로
부터 개념이나 문제가 이전의 개념이나 문제와 관련하여 문맥적으로 어떤 점에서 
흥미로운지를 드러내는 것으로의 관점의 전환이 요청되었다. 또, 통상적으로 교사는 
수학적 사실들의 엄밀한 현시자 또는 연역적 전개자로, 학생은 정확한 문제 풀이자
로 간주되었지만, 통합의 관점에서는 수학적 사실들에 대한 의미의 구성자 및 감상
자로서의 교사와 학생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요청되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이 수학 교과서가 연역적 논리를 중시하지 않아도 좋고, 교사
가 수학적 사실들을 엄밀하게 제시하지 않아도 좋으며, 학생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
지 않아도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요점은 통상적인 수업에서 그런 것에 
가려져 등한시되었던 것들, 즉 수학적 사실들이 이루는 문맥적인 흥미로움을 드러내
고 교사와 학생이 그것에 대해 의미를 구성하는 것이 수업의 주요 내용이 될 수 있
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수업을 통해 수학 교과와 학습자의 통합을 이룰 수 있
다는 점이다. 엄밀한 논리 수학적 전개와 정확한 문제 풀이는 수학적 사실들을 문맥
적으로 흥미롭게 제시하고 그것에 대한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논리 수학적 사
고 양식을 적용해야 할 때 자연스럽게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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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은 수학적 구조와 의미의 구성자이자 감상자로서 수
학적 사실들로부터 흥미 요소를 갖춘 수학 내러티브를 조직하고 그에 대해 자신이 
구성한 의미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교류한다. 즉, 수업은 수학 내러티브와 의미를 
의사소통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2007 개정과 2009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도 수학적 의사소통의 중요성이 강
조되었다. 수학적으로 사고하고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기르면 자연 현상이나 사회 현
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과의 소통에서 아이디어, 사고 과
정, 사고결과를 합리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능력이 미래 사회의 구
성원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 중 하나라는 것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2-3; 교육과
학기술부, 2011: 2, 35-37). 이러한 교육과정을 구현하는 수업은 문제해결과 관련된 
아이디어나 수학적 사고 과정을 논리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공간의 제공이라는 의미
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새로운 수학 수업의 지표를 제시했다기보다는 이제
까지의 통상적인 수학 수업이 지향해 온 바를 명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논리 수학적 사고는 수학 교과의 교수학습을 통해 익혀야 하는 핵심적인 사고 양
식으로서 수업이 그러한 사고를 의사소통하는 공간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Bruner(2011a)에 의하면 의미는 논리 수학적 사고 양식이 아니라 내러티브 
사고 양식에 의해 구성되기 때문에 그러한 수업은 의미의 구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제한점을 갖는다. 이에 비해 수학 내러티브를 활용해 수학 교과와 학습자를 통합하
는 수업은 수학 내러티브의 의사소통을 더 중시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수학 내러
티브는 수학적 사실들에 내러티브 사고 양식을 적용함으로써 조직되고 이때 의미가 
구성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수학 내러티브와 의미는 논리 수학적 사고 과정이 아
니라 수학적 사실들에 기반 하여 조직되고 구성된다.
  요컨대, 수학 교과와 학습자의 통합을 위해서는 논리 수학적 사고를 의사소통하는 
공간으로부터 수학적 사실들에 기반 한 수학 내러티브와 의미를 의사소통하는 공간
으로의 수업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요청된다. 다시 말해, 논리 수학적 사고의 연습
을 위한 수업에서 수학 감상 수업으로의 관점의 전환이 요청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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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학 내러티브 활용의 제한점

  이상에서 수학 내러티브를 활용한 수학 교과와 학습자의 통합이라는 관점이 수학 
교수학습에 시사하는 바를 논의하였다. 이 시사점들은 수학 내러티브를 적절히 활용
하면 학생이 수학적 사실들에 대해 의미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수학 교수학습은 의미의 구성 이외에도 논리 수학적 사고의 개발이라는 주
요한 목적을 갖는다. 수학 내러티브의 활용은 그러한 점에서 제한점을 갖는다.
  수학 내러티브의 활용은 학생의 논리 수학적 사고를 직접적으로 개선 또는 발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고 영역의 활성화, 즉 내러티브 사고 양식의 활성화를 
통해 논리 수학적 사고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지원 방식을 크게 두 가지
로 정리할 수 있다.
  한 가지는 Ⅴ장 1절에서 주로 다루었던 내용으로서, 수학적 사실들에 인지적 의미
나 정서적 의미를 부여하여 수학 학습의 가치를 부각시키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수학적 사실들에 대해 내러티브 사고 양식을 적용하면 전체 속에서 각 수학적 사실
들에 인지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그 가치가 부각된다. 또, 마스터플롯을 자극하
여 정서적 의미를 주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수학적 사실들에 내재한 의미에 바탕 하
여 그것들을 탐구하고자 하는 동기와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수학 학습에 필
요한 논리 수학적 사고를 활성화할 수 있다. 이것은 수학적 사실들 자체가 다른 수
학적 사실들과 관련하여 어떤 면에서 의미가 있는지를 밝힘으로서 논리 수학적 탐
구의 불을 지피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 방식은 Ⅴ장 2절에서 주로 다루었던 내용으로, 보다 직접적으로 논
리 수학적 사고를 지원하는 방법이다. 즉, 비유를 포함하는 수학 내러티브를 활용하
여 자연스럽지 않은 수학적 성질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고, 내러티브 양식의 상
상적 적용이 새로운 수학적 사실의 발견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든 수학 내러티브의 활용은, 사고의 패러다임적 양식과 내러티
브 양식 중 주로 후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수학에서의 패러다임적 사고, 
즉 논리 수학적 사고 자체의 직접적인 개발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해 내러티브 사고 양식의 적용이 논리 수학적 오개념을 수정해 주지 못하고, 
수학적 상상력이나 문제해결력의 향상을 보장하지 못한다. 때문에 논리 수학적인 수
학 학습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사고 활동들, 즉 개념, 원리, 법칙을 논리 수학적으
로 이해하는 것, 현실의 문제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것, 그 문제를 논리 수학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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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결하는 것,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알고리즘을 익히는 것, 문제의 풀이 
결과를 현실에 적용하는 것과 같은 활동들은 수학 내러티브의 활용과는 별도로 학
습되어야 한다. 
  수학 내러티브 활용의 다른 한계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수학 내러티브를 읽거나 
듣고자 하는 학생들의 초기 관심을 유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흥미로
운 수학 내러티브는 추상적인 수학적 사실들 사이의 관계를 역동적으로 드러내어 
학생들도 수학적 사실들에 대해 그러한 내러티브 양식의 사고를 하도록 유도한다. 
따라서 수학 내러티브를 통한 의미의 구성은 학생들이 수학적 개념들이나 사실들 
사이의 관계에 주목한 후에 발생할 수 있다. 선수 학습 요소가 결손 되어 있거나 이
미 수학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된 학생들은 수학적 개념들이나 사실들 사이의 관계
에 대해 생각하기 전에 이미 그러한 개념들과 사실들 자체에 대해 생각하기를 원하
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지점에서 이야기의 활용이 수학 외적 흥미를 통해 수학 내
러티브의 활용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이야기를 활
용할 수 없는 내용에까지 이야기를 활용하지 않도록, 이야기를 지나치게 가공하여 
학생들의 인지적 부담을 늘리지 않도록, 메타인지 이동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수학 내러티브 활용의 한계로, 학교 수업 시간에 다루는 수학적 사실들을 
흥미로운 수학 내러티브로 조직하여 제공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수학적 사실들을 흥미로운 수학 내러티브로 조직하
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학적 사실들 사이의 관계를 밝혀 적절한 순서와 방법으로 
서술해야 한다. 이것은 수학적 사실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요구되는 작업이다. 
학교수학의 내용을 흥미로운 수학 내러티브로 제공하는 자료가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교사가 개인의 힘으로 그러한 관계들을 찾아내어 조직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을 수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흥미로운 수학 내러티브를 활용하는 수업은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수학적 사실들이나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한 평가 요소와 관련 
없는 내용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수학적 문제해결력에 대한 평가
가 개인의 일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내의 교육 환경에서는 교사의 이러한 활동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흥미로운 수학 내러티브를 제공하는 자료의 개발 및 보
급과 2.1절에서 제안한 통합의 관점을 도입한 교육과정의 개선은 이러한 문제의 해
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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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요약 및 결론

  수학 교과는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을 바탕으로 수학적 문제 상황을 논리 수학
적 사고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교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최근까지 내
러티브 사고 양식의 활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서사적 방향 전
환이라는 문화적인 흐름 속에서 교육이나 수학교육의 분야에서도 내러티브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인간은 논리 과학적 사고의 대상에 대해서도 그러한 사
고와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내러티브 사고 양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그 
대상에 대한 의미가 발생한다는 Bruner의 주장은 수학교육의 분야에서 내러티브 
사고 양식의 활용에 대한 논의를 요청한다.
  최근 교육부에서 2009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교과서를 스토리텔링형
으로 개발하고 중‧고등학교용 스토리텔링 모델 교과서를 개발하면서 수학 교과에서 
스토리텔링의 활용이 회자되고 있다. 그러나 스토리텔링 수학 모델 교과서를 집필한 
연구진도 저마다 스토리텔링에 대해 생각하는 바가 달라 어려움을 겪었고, 개발된 
스토리텔링 수학 교과서를 실제 수업에 적용하였을 때 학생들의 반응이 엇갈리는 
등 수학 교과에서 스토리텔링의 의미나 그 효과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야기의 활용은 수학 교과에서 완전히 새로운 시도는 아니다. 이야기는 
Dewey의 영향을 받은 생활 중심 교육과정인 1차 교육과정과 수학교육 현대화 운동
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5차 이후의 교육과정에서 꾸준히 활용되어 왔다. 또, 
1920년대에 출판된 Alexander-Dewey 산술 교과서나 1990년대에 출판된 MIC 교
과서에서도 현실적인 소재로부터 만들어낸 다양한 이야기가 활용되었다. 스토리텔링
은 이러한 이야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학 교과에서 이야기 활용의 기대 효과와 난점 등을 살펴 수학 
교과에서 내러티브 사고 양식의 활용을 건설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저자 또는 화자가 경험한 수학적 사실들의 스토리 형식을 갖춘 재현
으로서의 수학 내러티브의 활용이 어떻게 이야기 활용의 제한점을 보완하는 방식으
로 수학에 대한 흥미와 의미를 형성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수학 교수학습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를 탐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Alexander-Dewey 산술 교과서, MIC 교과서, 최근 주창되고 있는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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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리텔링을 표방하는 사례 등을 중심으로 수학 교과에서 이야기 활용의 효과와 제
한점을 고찰하였다. 이야기는 학생에게 친숙한 실생활 또는 판타지 문맥의 제공을 
통해 현실 또는 유사현실의 구체적 대상으로부터 수학적 지식을 구성하는 동기를 
제공하고 흥미를 유발하며 의사소통의 통로를 제공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추상적인 
수학적 대상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제한점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추상적 대상을 수학
적 관계 속에서 도입하는 동기를 제공하기 어려웠고, 수학 바깥 이야기에 대한 흥미
가 수학 자체에 대한 흥미로 전이되기 어려웠으며, 추가적인 인지적 부담과 메타인
지 이동의 위험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수학 교과에서 이야기 활용의 제한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내러티
브 사고 양식을 활용하기 위해 서사학과 이를 교육에 도입한 Bruner의 논의에 바
탕 하여 저자 또는 화자가 자신이 경험한 수학적 사실들을 스토리 형식과 평가를 
부여하여 재현하는 것이 가능함을 살펴보고, 수학 내러티브와 수학적 사실들에 대한 
내러티브 사고 양식 적용의 교육적 효과를 탐구하였다. 그 결과, 수학 내러티브의 
흥미 요소로서 내용의 일체성, 통념의 위반, 대상들 간의 갈등, 내적 주제와 외적 
주제의 표현, 저자의 정서 표현 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흥미 요소들은 독자가 수
학적 사실들에 스토리 형식을 갖추거나 인지적 의미 및 정서적 의미를 부여하는데 
관여하였다. 특히 통념의 위반은 독자에게 인지적 흥미를 유발하고 내러티브적 상상 
또는 수학적 상상을 촉발시키는 주요한 흥미 요소로 판단되었다. 
  독자는 통념의 위반을 접하면 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내러티브를 생산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이 과정을 이용하여 추상적인 수학적 대상을 통념에서 벗어나는 
사태로 제시하거나 통념의 위반을 해소하는 사태로 제시하면 인지적 흥미와 의미를 
형성함으로써 그러한 대상을 도입하는 심리적인 동기를 제공할 수 있었다. 또, 논리 
수학적으로 증명된 후에도 남는 통념의 위반에 대해 내러티브적 상상을 동원하고 
마스터플롯을 환기함으로써 구조화된 수학적 지식에 원천을 두는 정서적 의미의 구
성이 가능하였고, 이로써 보다 본질적이고 지속적인 학습 동기가 유발될 것으로 기
대되었다. 이때 추상적 대상 도입의 동기 제공과 구조화된 수학적 지식에 대한 내재
적 의미의 구성은 추상적인 대상을 다루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 활용의 제한
점을 보완하는 의미가 있었다. 
  또, 수학 내러티브의 활용과 수학적 사실들에 대한 내러티브 사고 양식의 적용은 
논리 수학적 사고를 지원 및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우선, 비유를 포함하는 
수학 내러티브는 수학적 사실들의 자연스러운 이해를 지원할 수 있지만, 그러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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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내러티브의 개발은 수학적 지식에 대한 깊이 있는 사고와 직관을 요하는 어려운 
작업이었다. 다음으로 Hofstadter의 사례를 통해 수학적 사실들에 대한 내러티브 
양식의 상상적 적용이 새로운 수학적 사실의 원초적 형태를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
하였으나, 유사한 사례를 학교수학에서 찾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내러티
브 사고 양식이라고 볼 수 있는 유추적 사고의 연습을 통해서 반드시 참이 아닌 그
럴듯한 사고의 활용이 주는 유용성과 신비로움을 경험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
였다. 한편, 수학적 사실들에 대한 내러티브 사고 양식은 수학 교수학습이 논리 수
학적 사고에 치중함으로써 놓치기 쉬웠던 수학교육의 정서적 측면을 보완하는 것으
로 볼 수 있었다. 수학적 사실들을 역동적으로 서술함으로서 각각에 의미를 부여하
고, 통념의 위반을 부각시켜 수학적 사실들에 대한 내러티브적 상상을 유발하고, 마
스터플롯을 자극하여 정서적 의미를 구성하는 것은, 전통적인 수학 교수학습에서 추
상적인 대상들에 대한 객관적 사실들을 파편적으로 나열함으로써 발생하는 건조함
을 보완하는 의미가 있었다. 
  수학 내러티브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교과서와 수업의 두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교과서에 있어서는 싱가포르 교과서를 국내 교과서와 비교 분석하여 수학 내러티브
의 흥미 요소를 부각시키는 서술 방식에 대한 시사점을 찾았다. 분석 결과, 내용의 
정합성뿐 아니라 통념의 위반과 대상들 간의 갈등을 고려한 내용의 배치, 그러한 배
치에 더하여 안내 문구 평가 및 판단 추가적인 질문 등 서술자의 관여, 내적 주제와 
저자의 정서 표현, 의인화 감정 표현 질문 형식 등의 다양한 표현, 구어체 표현 등 
보다 유연한 서술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었다. 
  수업에 있어서는 수학적 사실들을 스토리 형식을 갖추어 내적 주제가 부각되도록 
제시할 때 학생이 인지적 의미와 정서적 의미를 구성하였는데 이를 통해 내러티브
적인 수학 수업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 통념의 위반을 부각시켜 개념, 문제, 풀
이 등을 제시하는 것이 실제로 인지적 흥미와 의미를 형성시킴으로써 추상적 대상 
도입의 동기를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내러티브 양식의 상상적 적용
에 의해 발생하는 정서적 의미는 통념의 위반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구성되기 어
려웠다. 이것은 통념의 위반이 주어지더라도 내러티브적 상상이 저절로 발생하는 것
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추가적으로 학생들에게 통념의 위반에 대한 견해를 말
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특히 그 통념의 위반에 대한 교사의 내러티브적 상
상과 그에 따른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학생들이 내러티브 양식을 상상적
으로 적용하도록 할 수 있었다. 나아가 이러한 조치는 학생들의 내러티브적 상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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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의 교류를 가져왔고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마스터플롯이 자극되는 등 정서적 
의미의 구성을 지원할 수 있었다. 이것은 논리 수학적 사고의 개발을 목표로 하는 
수업과 구분되는 수학 감상 수업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상에서 논의한 수학 내러티브의 활용은 Dewey와 Bruner가 이루고자 하였던 
교과와 학습자의 통합을 수학 교과에서 구현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
에서 교육적 의미를 갖는다. Dewey는 학습자 중심의 접근을 통해, 그리고 Bruner
는 교과 중심의 접근을 통해 교과와 학습자의 통합을 꾀하였다. 수학 내러티브의 활
용은 일반적인 내러티브가 흥미와 의미를 주는 조건으로부터 추출된 흥미 요소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학습자 중심의 접근이면서, 동시에 수학 내러티브의 흥미 요소가 
수학 내용이나 수학적 구조에 기원을 둔다는 점에서 수학 교과 중심의 접근이라고 
할 수 있었다. 
  수학 내러티브를 활용한 수학 교과와 학습자의 통합을 위해서는 수학 교수학습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요청되었다. 구체적으로 교과서는 수학의 개념, 문제, 풀이를 
연역적 논리에 따라 제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개념이나 문제가 이전의 것과 관련
하여 문맥적으로 어떤 점에서 흥미로운지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관점의 전환이 
요청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개선도 함께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또, 통
상적으로 교사는 수학적 사실들의 엄밀한 현시자 또는 연역적 전개자로, 학생은 정
확한 문제 풀이자로 간주되었지만, 통합의 관점에서는 수학적 사실들에 대한 의미의 
구성자 및 감상자로서의 교사와 학생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요청되었다. 종합하면, 
논리 수학적 사고를 의사소통하는 공간으로부터 수학적 사실들에 기반 한 수학 내
러티브와 의미를 의사소통하는 공간으로의 수업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요청된다. 다
시 말해, 논리 수학적 사고의 연습을 위한 수업에서 수학 감상 수업으로의 관점의 
전환이 요청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학 내러티브 활용의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수학 내러티브가 학생의 
논리 수학적 사고를 직접적으로 개선 또는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고와
는 구분되는 내러티브 사고 양식의 활성화를 통해 인지적 의미와 정서적 의미를 형
성시키고 결과적으로 수학적 사실들에 내재한 의미에 바탕 하여 그것들을 탐구하고
자 하는 동기와 욕구 등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었다. 즉, 수학 학
습에 필요한 논리 수학적 사고의 직접적인 개발은 기본적으로 별도의 개선의 노력
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수학 내러티브를 활용한 의미의 구성은 학생들의 초기 
관심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어려움도 논의하였다. 지나치지 않은 이야기의 활용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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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수학 내러티브의 어려움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리고 학교 수
업 시간에 다루는 수학적 사실들을 흥미로운 수학 내러티브로 조직하여 제공하는 
것이 실제로는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논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교과서
뿐 아니라 교육과정에 대한 관점의 변화와 개선의 필요성이 요청되었다.
  이상의 논의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통념의 위반은 수학적 사실들에 대한 내러티브 
사고 양식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Hofstadter의 사고와 Hamilton의 사고에서 네 가지 통념의 위반을 구체적으로 찾
아 논의를 전개하고 수업연구에 활용하였다. 그 네 가지를 정리하면, <통념의 위반 
A>는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특정한 관계가 성립하는 데’에서, <통념의 위반 B>는 
‘특정한 관계가 성립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데’에서, <통념의 위반 C>는 ‘의미가 
분명한 대상의 성질이 기존의 수학적 통념과 다른 데’에서, <통념의 위반 D>는 ‘의
미가 분명하지 않은 대상이 기존의 수학적 법칙과 정합적인 데’에서 오는 통념의 위
반이었다. 이 네 가지 유형은 교육적 활용을 위해 여러 가지 수학적 사실들로부터 
통념의 위반을 찾아 제시하고자 할 때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의 정규고사나 대학입학시험에서 수학 문제의 정확한 풀이를 요구하고 평가
가 개인의 일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내 교육 현실에서 학생들은 오직 평가에 출
제되는 문제를 정확히 해결하기 위해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을 익히기 쉽다. 그리
고 개념, 원리, 법칙의 기계적인 암기와 지나치게 많은 양의 반복적인 문제 풀이 훈
련에 노출되기 쉽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수학 문제와 개념, 원리, 법칙에 대해서 
평가에 출제되는 문제와 이를 풀기 위해 필요한 지식이라는 것 이상으로 의미를 부
여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수학에 보다 교육적이고 진실된 의미를 부여할 수 있
는 방안이 요청된다. 수학이 실생활로부터 구성되고 또 실생활에 응용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거나 학생에 의한 수학적 지식의 구성을 강조하는 사조는 학생에게 수
학에 대한 의미를 찾아 주려는 교육적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수
학 교과에서 이야기의 활용도 이러한 맥락에서 수학에 대한 흥미와 의미를 부여하
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Dewey(1987b)는 학습할 내용이 학습자가 그동안 끊임없으면서도 자발적으로 구
성해 온 경험으로부터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그것은 선행조건이나 
후속결과가 없는 우연적인 사건으로서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면서, 외부로부터 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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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부여되는 교과를 거부하고 개인의 경험과 이에 기반 한 흥미의 중요성을 강
조하였다(p.220). 이러한 주장은 현실 또는 유사현실 문맥을 제공하여 구체적인 대
상으로부터의 수학적 지식의 구성 동기와 흥미를 제공하는 이야기 활용의 정당성을 
지지한다.
  그러나 Dewey의 입장에서도 생활이나 사회로부터 멀리 떨어진 추상적인 대상이
라 할지라도 이전 흥미가 역동적으로 새로운 흥미를 낳아 그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
다면 훌륭한 교육의 소재가 된다(Dewey, 2010; 강흥규, 2003). 추상적인 수학적 대
상에 대한 지식도 이와 같은 흥미의 역동성에 의해 흥미와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
다. 그러한 지식은 그것을 발견하고 조직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실생활과 연결되지 
않더라도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투입하고 싶었을 만큼 충분히 흥미로운 점을 가지
고 있었을 것이다. 만일 학생들이 그 사람이 보았던 수학적 지식의 흥미로운 점을 
보도록 할 수 있다면, 또는 현재까지 알려진 수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지식이 
어떤 점에서 흥미로운지 보도록 할 수 있다면, 학생들에게 수학의 의미를 찾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Dewey는 가르쳐야 하는 추상적인 
수학적 지식들이 이제까지 적절하게 학습해온 학생들에게 어떠한 흥미를 불러일으
킬 수 있는지를 숙고하여 제시하고 학생들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을 요
구하고 있다.
  본 논문의 모든 논의는 수학 교수학습에서 논리 수학적 사고에 의한 문제해결을 
강조하는 가운데 놓치고 있는 정서적 측면이 수학에 구체성이나 기타 학생에게 흥
미로운 요소를 부가하지 않아도 추상적인 수학적 사실들로부터 구성되는 수학 내러
티브를 활용하여 고양될 수 있고 이때 다른 교과가 아닌 수학 교과만이 줄 수 있는 
풍요로움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수학 내러티브
의 활용이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수학적 지식의 구성이나 흥미와 같은 이야기 활용
의 효과를 모두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논리 수학적 사고의 학습만으
로는 다 다루지 못하는 수학 교과의 교육적 가치는 이야기와 수학 내러티브를 병행
하여 활용함으로써 교육되어야 할 것이다. 이야기 활용에 대한 연구뿐 아니라 추상
적인 수학적 사실들로부터 구성되는 수학 내러티브를 활용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
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실제로 활용되어 학생들에게 수학의 풍요로움이 전해지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관련하여 후속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에 대한 내러티브 사고 양식이 활성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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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수학에 대한 의미가 형성되는지에 대한 연구이다. 일반적인 내러티브가 많은 
사람에게 흥미와 의미를 주는 것처럼 논리 수학적 사고 능력이 뛰어나지 않은 학생
들도 수학에 대한 내러티브 사고 양식을 통해 의미를 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
나 본 연구에서는 각 수업연구의 연구 참여 학생들에 따라 영재성의 정도에 있어서 
차이는 있었지만 영재로 선발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수실험을 진행함으로써 이러
한 효과가 일반적인 학생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지 못하였다. 
  둘째, 수학 내러티브와 관련된 마스터플롯에 대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수학 내러티브가 무질서해 보이는 세상에 숨겨진 질서가 있다는 마스터플롯에 부합
할 때 형성되는 정서적 의미에 주목하였다. 수학 내러티브는 이 외에 어떤 마스터플
롯을 자극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은 수학 교과의 풍요로움을 구체화하는데 도
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수학 내러티브의 흥미 요소를 부각시키는 교과서 또는 보조교재의 집필에 
관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싱가포르 교과서를 국내 교과서와 비교하여 분석함으
로써 그러한 서술 방식을 구체화하였다. 다양한 연구 방법에 의한 보다 구체적인 서
술 방식의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를 실제로 적용하여 교과서 또는 보
조교재를 집필함으로써 수학 학습에서 내러티브 사고 양식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
을 것이다.
  넷째, 내러티브 및 내러티브 사고 양식을 통해 상위 수준의 수학적 지식을 그 구
조를 손상시키지 않고 초등화 하여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수학적 사실들에 대해 내러티브 사고 양식을 적용했을 때 발생하는 인지적 의미, 그
리고 특히 그에 따른 정서적 의미의 구성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Bruner(2005)는 
내러티브 사고 양식의 가치를 정서적 의미의 구성에만 두고 있지는 않다. 그는 ‘어
떤 주제이든지 그 지적 성격에 충실한 형태로 어떤 발달단계에 있는 아동에게도 가
르칠 수 있다’는 철학적 신념을 포기하지 않고, 내러티브를 이용하면 그러한 방식으
로 지식의 구조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pp.91, 305-308). 하위 수준의 
학습에서 상위 수준의 수학적 지식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수학적 지식
의 위계라는 한계 때문에 상위 수준의 지식을 논리 수학적으로 전달할 수 없는 경
우가 있다. 내러티브 및 내러티브 사고 양식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수학적
으로 정직하면서도 더 깊이 있는 수학 교수학습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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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수업연구2-1의 학생 질문지

두 가지 복소수 수업에 대한 의견 조사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현직 수학 선생님입니다.
  이 질문지는 복소수 수업에 대한 학생 여러분의 의견을 알기 위한 것입니다. 
  설문 내용의 응답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학생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고 성의 있게 답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설문에 응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이 기 돈
                                                              (연락처)

  

 
※ 다음은 여러분의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1. 학년/반            학년            반

2. 이름                     

※ 1교시는 수학사의 관점에서, 2교시는 현대 수학의 관점에서 복소수를 소개
했습니다. 다음은 이 두 가지 복소수 수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1-1. 1교시 수업의 줄거리는 무엇인가요?

1-2. 1교시 수업에서 흥미롭거나 놀라웠던 내용을 그 이유와 함께 적어 주세요. 

2-1. 2교시 수업의 줄거리는 무엇인가요?

2-2. 2교시 수업에서 흥미롭거나 놀라웠던 내용을 그 이유와 함께 적어 주세요. 

3. 두 가지 수업 중 더 마음에 드는 수업과 그 이유를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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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수업연구2-2의 학생 질문지

다면체 붙이기 수업에 대한 의견 조사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현직 수학 선생님입니다.
  이 질문지는 다면체 붙이기 수업에 대한 학생 여러분의 의견을 알기 위한 것입니다. 
  설문 내용의 응답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학생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고 성의 있게 답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설문에 응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이 기 돈
                                                              (연락처)

  

 
※ 다음은 여러분의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1. 학년/반            학년            반

2. 이름                     

※ (1교시 주요 문제)는 정사면체와 정피라미드를 붙였을 때의 면의 개수가 5개라는 
것을 증명하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질문에 답해 주세요.

1. (1교시 주요 문제)의 풀이를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2. 1교시 수업 내용이 어느 정도 흥미로웠나요? 그 이유와 함께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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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ducational Application of Mathematics Narrative

Lee, Gi Don
Major Advisor: Choi, Younggi

Mathematics subject has been recognized as a subject in which we resolve 
some problematic situations through the logical and mathematical thinking 
according to mathematical concepts, principles, and rules. So we has 
focused on cultivating logical and mathematical thinking abilities when 
teaching and learning mathematics. However according to Bruner, we can 
use the narrative mode of thought which supplements the logical and 
scientific mode of thought when we think about logical and scientific 
matters, and we could make meanings by doing so. On the other h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has announced recently that it would develope 
the textbook of storytelling type of mathematics, and then many people 
have been interested in using stories in mathematics subject.
  The purposes of this thesis are to investigate the effects and the defects 
of using stories in mathematics subject, to probe the narrative 
characteristics of mathematics, and to inquire how using mathematics 
narrative can make students to make meaning about mathematics which 
compensates the defects of using stories in mathematics subject. And the 
main purpose is to inquire the implications of using mathematics narrative 
in teaching and learning mathematics. 
  For doing so, first, we studied the general narrative theory and 
Bruner’s thought about using narrative mode of thought in education, and 
why some narrative are interesting. Meanwhile, we made a distinction 
between ‘story’ and ‘mathematics narrative’. Based on this, second, we 
investigated the effects and the defects of using stories in mathematics 



- 230 -

subject. Third, we gave shape to the concept of ‘mathematics narrative’ 
through revealing the narrative characteristics of mathematics and 
mathematics texts, and inquired the process of making meanings about 
mathematics cognitively and affectively with mathematics narrative and 
the narrative mode of thought about mathematical facts. Fourth, we 
claimed that using mathematics narrative could compensate the defects of 
using stories and that it could help and supplement the logical and 
mathematical thinking. Fifth, we made a concrete way through which we 
could use mathematics narrative in textbook and lecture. Finally, on the 
basis of the above discussion, we inquired the educational implications of 
using mathematics narrative in teaching and learning mathematics. 

Keywords: mathematics narrative, narrative mode of thought, breach of 
canonicity, interest and meaning, mathematics appreciation, storytelling
Student Number : 2005-2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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