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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리노이 대학교 사범대학에 재직하시는 클라우츠 위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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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 관한 서평을 담고 있다(Witz, 2007).

미국 대학생들의 경험’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책은 수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

박사 과정생들과 수학 예비교사들에 대한 내적 동기, 심미적인 느낌, 만족감, 충족감과
내적 비전 등에 관한 주관적 경험을 초상화 형태로 묘사하고 있다. 이 책을 읽는 독자
는 수학을 공부하는 대학생들이 어떤 동기로 수학에 깊이 관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수학분야로 진출하게 되는 삶의 궤적에 관한 이야기를 초상화를 보듯이 음미하게 된다.
보통 수학 공부를 하는 경우에 특정 문제에 몰입하거나 며칠을 고생한 끝에 문제
해결을 하는 짜릿함을 맛보는 경험을 할 때가 있다.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수학에 대
한 어떤 영감을 받아서 아이디어를 떠 올렸을 때의 느낌, 문제를 해결했을 때의 흥분,
짜릿함, 충만함 등에 관련된 주관적 경험은 수학을 더 좋아하게 되며 때로는 수학을 전
문적으로 하게 되는 길로 들어서게 해준다. 이 책은 수학 공부를 통하여 성장해나가는
개인의 삶을 심층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면담 자료를 생생하게 보여줌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도와준다.

총 2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한 저자는 그 중에서 수학교사의 길로 진출한
19명, 전통적인 수학자의 길로 나선 5명, 테크놀로지의 영향을 받아서 업체로 진출한
수학전공자 2명 및 대학에서 강사를 하게 된 수학전공자 2명으로 나누어서 소개하고
있다. 카세트 테이프 녹음기를 사용하여 개인당 2-7개의 테이프 자료가 녹음되었으며,
필요한 경우 커피숍에서 나눈 대화를 메모하거나 이메일로 수집한 데이터가 해석 작업
에 사용되었다. 이 저술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위츠 교수는 그만의 독특한 질적연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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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nt as ally-essentialist portraiture"라는 이름으로 학계에 소개하였다(Witz,

2006).
먼저 수학교사가 되고자 하는 예비교사의 삶에 대하여 소개한다. 수학교사가 되고자
하는 사범대학생들은 수학에 대한 어떤 심층적인 동기를 갖게 되었으며 교사에 대한
꿈을 언제 갖게 되었을까? 그들이 수학공부를 하면서 수학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는
동기와 다른 사람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자 하는 열망이 어떤 형태로 발현되는지 살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학부에 재학 중인 수학 예비교사 19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
한 위츠 교수는 “어떤 방법으로 수학이 개인으로 하여금 심미적 또는 형이상학적 영감
을 받도록 하는가?”와 같은 질문을 하였다. 그리고 “어떤 동기로 수학을 남에게 가르치
려고 하였는가?” 라는 질문 및 관련된 후속 질문을 통하여 수학예비교사의 삶에서 수
학과 자신과의 관계, 수학에 대한 내적인 이해, 충족감, 수학 지식을 남에게 전해주려
하는 배려 등에 관하여 입체적으로 탐구하였다.
이어서 저자는 일리노이 중부 지역에 소재한 주립대학 박사 과정에 재학중인 학생
들(Elizabeth,

Frederick,

Janos,

Jack)

이 어떻게 수학을 깊이 있게 다루기 시작했으며 수

학을 하면서 어떤 형태로 만족과 충족감을 느꼈는지에 관하여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
다. 네 명중에 세 명(Elizabeth,

Janos,

Jack)

은 학부 시절에 수학 전공 과목을 수강하면

서 마치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것을 느끼게 되었으며 이런 계기를 통하여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수학 분야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패턴을 보여준다. 이런 특정한
현상은 수학에 대한 내적인 이해 또는 비전에 관한 것- 또는 수학의 심미적인 부분과
고차적인 측면-과 관련되어 있다. 이런 본질적인 측면들은 그들의 삶과 통합되면서 진
로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해 주는 강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학부 시절에 화학과 물리를 전공하고자 하였으나 설명식 위주로 진행되는 강의방
식에 만족하지 못하여 3학년 때 수학으로 전공을 바꾼 프레드릭(Frederick)의 삶은 한
층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는 Mathematica를 사용하여 수학의 그래픽과 시각적

요소에 대하여 영감을 받게 되는 등 대수와 기하의 연관성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한 시기에 그는 기독교 초기 사상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1년 후에 “모든
패턴에 나타나는 형상으로서 예수의 에피퍼니”를 경험하면서 수학을 통한 내적 성찰을
하는 특별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 대학원에 진학한 그는 기하와 관련된 동적 시스
템에 대하여 다시 관심을 가지게 되어 연속적인 시간상에서 움직이는 동적 시스템의

특정 클래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다. 놀랍게도 프레

던

드릭의 사례는 그가 학부 시절에 겪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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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면서 전개되는 신비한 방식을 보여
하였다.

루는 인간에 관한 심층적인 이해를 추구하면서 수학과 관련된 인간의 정
신 활동이 궁극적으로 영적 활동과 맞닿아 있다는 본질적 측면을 다룬 이 책은 때로는
매우 낯설고 어려운 표현으로 처음 읽는 독자들에게 버거움을 안겨줄 수 있다. 하지만
책 전체의 내용이 사례별로 제시되어 있어서 관심이 가는 쪽으로 읽어나가면 도움이
될 것이다. 수학에 대한 내적 이해 및 내적 비전에 관한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고 있으
며 사례별 토론과 논의가 책의 후반부에 실려있다. 끝으로 독일의 도야(Bildung)이론
과 관련하여 교육철학적 관점에서 조망한 질적연구자의 입장을 반성적으로 살펴봄으로
써 독자들은 수학교수의 길에서 사회과학의 길로 들어선 어느 수리물리 전공자의 삶
속에서 우러나는 학구적 헌신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수학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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