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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교육에서 산학의 교육적 가치는 높게 평가 받고 있다. 이 글에서는 산학의

기하 문제가 중등학교 교과서와 각종 시험에 인용된 예를 통해, 산학을 중등학교

수학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을 알아본다. 이와 함께 산학의 기하 문제가 새로운 주

제의 도입을 위한 실생활 소재, 교과서에서 다룬 내용에 대한 실생활에의 응용문

제, 수리 논술 문제 등으로 널리 활용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다.

주제어: 산학, 교육적 활용, 기하 문제, 측량, 수리 논술.

0. 머리말

수학 교육에서 동아시아의 전통 수학인 산학(算學)의 활용 가치를 논한 논문은 많

이 있다([8], [10], [11] 등). 산학은 학생들에게 흥미를 부여하고 현재의 방법과의 비교

를 통해 장단점을 탐구하게 함으로써 더욱 충실한 이해를 도모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이다.

산학의 활동적ㆍ직관적 증명의 가치를 높이 사기도 한다([7], [12]). “유휘(劉徽)의

증명은 유클리드의 경우와 같이 공리화되어 있지 않았고 따라서 그만큼 엄밀하지는

못하지만, 그의 증명이 직관적인 수준에서의 정당화의 역할뿐만 아니라 공식을 (재)발

견하는 방법까지도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교수학적 상황에서 공리적 방법

을 보완하는 직관적 수준의 정당화 방법을 모색하는 데 하나의 시사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12, p. 63]

또, [5, p. 5]에서 밝힌 대로 산학은 학생들에게 우리의 고유문화에 대한 긍지를 높

여주고 학습 의욕을 고취할 수도 있다.

그런데 산학을 실제 수학 교육에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것

* 이 논문은 2008년도 광운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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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인다. 우리의 수학 교육에서 산학의 전통은 단절되었고 서양 수학이 오랜 전

부터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수학 교육에서 산학이 설 자리를

찾기가 쉽지는 않다. 현재의 수학 교육 과정에 산학의 주제와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산학에서 다룬 내용

과 문제 대부분은 현재의 중등학교 수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에 따라 산학

에서 현재의 중등학교 수학 교과 내용에 적절한 소재를 선별하고, 적합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 글에서는 산학의 기하 문제가 중등학교 교과서와 각종 시험에 실제로 인용한 예

를 중심으로, 산학의 몇 가지 소재를 수학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1. 산학 문제의 수학 교육에의 활용

동서고금에서 발전한 수학에는 보편적인 공통점이 있다. 이런 수학의 보편성 때문

에 산학의 문제와 해법은 현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에 따라 산학의 많은 문제는

별도의 특별한 설명 없이 적절한 번역과 안내를 통해 현재의 수학 교육에 바로 활용

할 수 있다.

산학의 문제는 최근에 번역 출간된 [1], [3], [4] 등을 포함해서 많은 책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9, pp. 212∼243]에서는 조선 산학서 <구일집(九一集)>에서 뽑은 문제를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의 수준으로 분류해서 제시하고 있다. 산학의 문제는 이렇듯

모든 수준의 수학 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1-3-6] 제전梯田(사다리꼴 모양의 밭)이 있는데, 아랫변은 8보, 윗변은 6보, 높이는 

12보다. 넓이는 얼마인가?

제전, ‘보’라는 단위 등의 용어가 생소할 수 있지만,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을 알고 있는 학생은 어렵지 않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이런 도형의 넓이를 아

주 오래 전부터 동아시아에서도 구했다는 사실이 학생들의 흥미를 끌고 학습 의욕을

높일 것이다.

그리고 위의 문제와 같이 산학의 문제는 실생활과 깊은 관계가 있다. 이를테면 산

학에서 평면도형과 관련된 사항은 밭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를 통해서 그리고 입체도

형과 관련된 사항은 성, 담, 제방 등의 건설과 관련된 문제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된 주제의 도입을 위한 실생활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실생활은 2000～1000년 전의 상황이고, 농업 중심의 사회와

관계가 깊다. 논밭과 농작물이 주요한 소재로 이용된다.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섬, 말,

보, 필 등의 도량형이 이용된다. 이런 내용은 산업 활동이 다양해지고 미터법을 사용

하는 서구화된 현대 사회의 학생들에게 이질감을 줄 수 있다. 산학 문제에 호감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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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산학에 긍정적인

태도를 심어주고 산학 문제의 유용성과 장점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산학의 기하 문제를 학생들에게 제시할 때는 더욱 세심하게 주의해야 한다.

기하의 용어 중에서 점, 선, 각, 삼각형 등과 같은 기본적인 용어도 서광계(徐光啓)가

<기하원본(幾何原本)>(1605년)을 번역할 때 도입한 용어이다[13, p. 194]. 주요한 산학

책은 대부분 그 이전에 나온 것이므로, 기하에 관한 설문이 현재와 같을 수 없다. 당

시의 상황에서는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했겠지만, 현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기하와

관련된 용어가 정의 없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고, 문제 상황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직각의 상황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서인지 이를 표시하려는 시도도 없

었다. 이에 따라 산학의 기하 문제는 현재의 기준으로는 매우 비정형적이고 모호하게

보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산학 문제에 대한 번역문만을 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

이 있다. 문제 상황의 파악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고, 이에 긴 시간이 요구될 수도 있

다. 학생들을 당혹스럽게 하지 않고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산학 문제를 현 교육

과정에 맞추어 적절하게 변환하고 교과서에서 익히 볼 수 있는 상황으로 제시할 필요

가 있다. 특히, 입학시험과 같이 문제 풀이 시간이 짧은 경우에는 문제를 즉각적으로

이해하고 풀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1) 다항 방정식의 도입

일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는 많고, 실생활에서 일차 방정식을 도입하기 위한 문제

상황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이차 이상의 다항 방정식을 도입하기 위한

실생활의 자연스러운 문제 상황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

이차 방정식을 도입하기 위해 <구장산술(九章算術)> 제9권 구고(句股)의 제20문을

이용하는 중학교 교과서*가 있다(부록 1 참조). 닮음 두 직각 삼각형 사이에 성립하

는 단순한 비례식을 통해,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이차 방정식을 자연스럽게 유

도할 수 있다. 이 문제는 학생들에게 이차 방정식의 필요성을 매우 그럴듯한 실생활

의 소재를 통해 확신시킬 것이다.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삼차 사차 방정식 등 고차 방정식을 다룬다. 이런 방정식이

자연스럽게 유도되는 실생활의 문제 상황을 찾기는 더욱 어렵다. <수서구장(數書九

章)>의 측망류(測望類)에는 풀이를 위해 고차 방정식을 이용하는 문제가 있다[4, pp.

116～138]. 부록 2에는 이런 문제 중 하나인 요도원성(遙度圓城)이 대학 입학시험 문제

로 제시된 예를 보여준다.** 원래의 번역문으로는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

렵고,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다. 이에 입학시험에서는 학생에게 익숙한 그림과 문자를

추가함으로써, 오해의 소지를 줄이고 즉각적으로 문제 풀이를 시작할 수 있게 했다.

* 이영하 외 3인, 중학교 수학 9-가. 교문사, 2003, p. 82.

** 2009학년도 경찰대학 제1차 시험 (수리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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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가 직각임을 표시하고 선분 PT가 원에 접한다는 조건을 설문에 명시하면 더욱

명확했을 것이다.

요도원성의 풀이를 위해 <수서구장>에서 제시한 방정식은 다음과 같은 십차 방정식

이다.

              

여기서 미지수의 홀수 거듭제곱이 없기 때문에 을 다른 미지수로 변환하면 간단

히 오차 방정식을 얻는다. 그런데 [4, pp. 121～125]에서 밝힌 대로, 다음과 같은 사차

방정식과 삼차 방정식으로 원하는 값을 구할 수 있다.

        ,

     

하나의 문제 해결에 여러 차수의 다항 방정식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운

데, 이런 다항 방정식들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닮은 두 직각 삼각형 및 원과 접선 사

이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수학 주제를 복합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이는 심화된 탐구

과제이며, 실생활 문제의 해결에 고차 방정식이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훌륭한

예이다.

<유씨구고술요도해(劉氏句股述要圖解)>[3]에는 직각 삼각형의 풀이에 관한 210개의

문제가 있는데, 대부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적절한 다항 방정식의 유도와 풀이가

요구된다. 이런 문제들도 다항 방정식의 도입에 이용할 수 있고, 응용문제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산학에서 풀이에 이용하는 다항 방정식은 계수와 상수항의 절댓값이 매우 큰 경우

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인수 분해를 통해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을 적용하기

가 쉽지 않거나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를 위해서도, 다항 방정식의 근사 해를 구

하는 산학의 ‘증승개방법(增乘開方法)’을 학교 수학에 도입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증승개방법은 모든 차수의 다항 방정식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인수

분해를 하지 않고도 단순한 계산을 통해 해를 구할 수 있다. 게다가 고등학교 수학에

포함된 조립제법의 원리를 이용하므로, 짧은 시간에 충분히 학습할 수 있다.

(2) 입체도형의 부피

현재 중학교 1학년 수학에서는 입체도형의 부피로 기둥과 뿔의 경우를 다루고 있으

며, 뿔을 활용해서 뿔대의 경우까지 다룬다. 그런데 닮은 도형을 배우기 전이기 때문

에, 뿔대는 매우 제한된 경우만 다룬다.

산학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입체도형뿐만 아니라, 초가지붕 모양의 추맹(芻童)과 이

를 밑면과 평행인 면으로 자른 모양의 (뿔대가 아닌) 추동(篘甍) 등의 부피도 구하고

있다. 산학에서는 이런 입체도형의 부피를 아래의 그림 1 및 2에 예시한 바와 같이

몇 개의 기둥과 뿔로 분해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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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추맹의 부피    

 

그림 2. 추동의 부피   

   

이런 분해 방법은 여러 가지 입체도형에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산학에서는

뿔대의 부피도 분해의 방법으로 구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닮은 도형에 대한 지식이

필요 없다.

위에서 추맹의 부피는 쉽게 유도되지만, 추동의 부피 유도는 매우 도전적인 문제

이다. 이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시대회 문제*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 부록 3과

같이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정적분을 활용해서 해결하는 문제로 제시할 수 있다.

* 한국수학경시대회 2007년 후기(제16회) 중학교 3학년 제5번 문제

** 황선욱 외 12인, 고등학교 적분과 통계 익힘책, 2009, p.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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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량 문제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산학의 측량 문제는 대부분 닮은 직각 삼각형 사이의 관

계를 이용해서 해결하고 있다. 이를테면 <구장산술> 제9권 구고의 제17문∼제24문은

한 쌍의 닮은 직각 삼각형을 이용하는 비교적 단순한 측량 문제들이다. 이에 따라 닮

은 도형을 배운 중학교 2학년 수준의 수학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으며, 실생활의 응

용문제로 활용할 수 있다.

부록 4에 제시한 대학 입학시험 문제*는 <수서구장>의 측망류에 있는 문제로, 한

쌍의 닮은 직각 삼각형과 또 한 쌍의 닮은 삼각형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다. 문제

상황이 단순하지만, 학생들에게 익숙한 형식의 그림과 기호를 통해 문제를 제시함으

로써, 응시생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학에는 두 쌍 이상의 닮은 직각 삼각형들을 활용한 측량 문제가 많이 있다. 이

는 현대적으로는 몇 개의 비례식으로부터 얻는 연립 방정식을 세워 풀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런 문제도 미지수가 2개인 연립 방정식을 배우는 중학교 2학년 수순의 수학을

이용해서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 실제로 측량할 수 없는 위치까지의 거리를, 삼각비

또는 삼각함수를 이용하지 않고, 몇 개의 푯말을 사용하고 초등적인 수학만으로 구하

는 산학의 이런 기발한 방법은 수학적으로도 매우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에게

심화된 탐구 과제로 제시할 수 있고, 실생활의 응용문제로도 활용할 수 있다.

<해도산경(海島算經)>의 제1문**(부록 5 참조)과 제3문***이 대학 입학시험 문제로

제시된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도 그림에 수직 표시를 추가하는 것이 적절해 보

인다.

2. 산학 해법의 수리 논술 문제로의 활용

수리 논술이 중등학교 수학 교육에서 강조되고 있고, 대학 입학시험에도 활용되고

있다. 수리 논술은 수학적으로 분석하고 증명하거나 설명하며 종합적이고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요구한다([2], [6]). 그런데 중등학교 수학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비판

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소재 또는 문제 상황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11, p. 70]에서 밝힌 대로 “주어진 문제에 수동적이고 수렴적으로 반응하는

수학적 자세가 아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 보고 과정에 대한 논의, 토론 등을 통한

문제 제기, 앞으로의 수학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발산적이고 창의적인 수학적 태도의

함양을 위해 수학에 대한 표상을 제공하는 데 <구장산술>은 좋은 소재가 될 수 있

* 2007학년도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건축과 1차 전형 수학시험(한국예술종합학교 입학정보

자료실).

** 2006학년도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건축과 1차 전형 수학시험 제15번 문제

*** 2008학년도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건축과 1차 전형 수학시험 제13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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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제로 산학에서는 수리 논술의 소재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산학의 서술 방식은 현재와 같지 않다. 그러므로 산학에서 서술한 내용을 현대식으

로 해석하는 것만으로도 논술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산학의 문제는 현재와 같은 수준

에 따라 엄밀하게 서술되지도 않았고, 어떤 문제에는 언급되지 않은 묵시적 가정이나

당시에는 당연히 통용됐지만 현재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도 들어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우선 문제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풀이에 필요한 사항들을 보완

해서, 문제를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정형화해야 한다. 이것만으로도 상당한 정도의 수

학적 성숙도를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산학에 제시된 해법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현

재의 중등학교 수학으로 비판적으로 분석해서 그 정당성과 부당성 또는 효율성 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산학의 많은 내용을 수리 논술의 소재로 값지게

사용할 수 있다.

이를테면 [1, pp. 38～40]에는 원의 넓이와 구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이 각각 다

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다.

<평원해적법(平圓該積法)> 옛날부터 네 가지 방법이 있으니, 둘레의 반과 반지름

을 곱하여 넓이를 얻고, 또 둘레와 지름을 곱하여 4로 나누어 얻고, 또 지름을 제

곱하여 3을 곱하고 4로 나누어 얻고, 또 둘레를 제곱하여 12로 나누어도 원의 넓

이를 얻는다. 모두 논리적인 셈에 위배되지 않으니 쉬운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라.

<입원해적법(立圓該積法)> 둘레를 제곱하고 이에 둘레를 곱하여 48로 나누면 구

의 부피를 얻는다. 또 지름을 제곱하고 이에 지름을 곱하고 또 9를 곱하고 16을 

법이라고 하여 나누면 역시 구의 부피를 얻는다.

현재 중학교 1학년 수준의 수학으로도 위의 각 문장을 수식으로 나타내어, 넓이

를 구하는 네 개의 공식과 부피를 구하는 두 개의 공식을 얻고, 서로 비교할 수

있다. 각 공식이 일치하기 위한 조건 등을 찾고 각 공식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중학교 1학년에서도 비판적인 분석을 시행할 수 있는 적절한 소

재이다.

중학교 3학년 이후 무리수를 배운 뒤에는 ‘방5사7’에서 변의 길이가 5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를 7로 택한 이유, 한 변의 길이가 인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산학

의 근사 공식 

× 


의 의미 등을 알아보고, 그 오차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산학에서는 직각 삼각형의 일부 요소 또는 요소 사이의 관계를 알 때 세 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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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변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를 다양하게 만들어 풀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3]에

는 이런 직각 삼각형의 풀이에 관한 210개의 문제가 있다. 각 문제의 해법의 정당성

을 피타고라스의 정리와 삼각비 및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확인하는 수리 논술 문제를

제시할 수 있다. 부록 6은 이런 논술 문제가 제시된 교과서*의 예이다.

산학에서는 직선으로 둘러싸인 평면도형의 넓이와 평면으로 둘러싸인 입체도형의

부피를 대부분 현재와 같은 정확한 공식을 이용해서 구했다. 그렇지만 곡선 또는 곡

면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와 부피는 근사 공식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실용성을

추구하는 산학에서는, 원주율을 대부분 3으로 취했듯이, 이런 경우에 근삿값을 구한

것으로 만족했다.

예를 들면, 산학에서 호시전(弧矢田, 활꼴 모양의 밭)의 넓이를 구하는 근사 공식이

있다.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서, 직접 그 넓이를 구할 수 있는 활꼴을 제시하

고, 근사 공식으로 구한 근삿값과 참값의 차이를 비교하게 하는 논술 문제를 찾아

볼 수 있다. 산학에서 이용한 근사 공식으로 구한 호시전의 넓이는 실제로는 그와

넓이가 비슷한 다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다. 이에 따라 부록 7에 제시한 논술

문제와 같이 그 근사 공식으로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다각형을 추측하게 하고, 정적분

을 활용해서 활꼴의 실제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탐구하게 할 수 있다.

3. 맺음말

산학의 기하 문제와 해법은 앞에서 지적한 방법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수학 교

육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네 변의 길이가 서로 다른 사부등전(四不等田)의 넓이를 대변의 산술평균의 곱으로

구한 공식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게 하고, 브라마굽타의 공식 등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유도할 수 있는 현대적인 공식을 증명하게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수학의 발달과 현

대 수학의 강점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원주율을 원하는 만큼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 유휘의 할원술(割圓術)을, 극한 개념

을 도입하는 소재로 삼을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점화식의 유도는 도전적인 탐구 과제

로 활용할 수 있다.****

산학에서는 직선으로 둘러싸인 곡척전(曲尺田)의 넓이와 동심원으로 둘러싸인 환전

(環田)의 넓이를 본질적으로 같은 형식의 공식으로 구하고 있다. 즉, 안쪽 둘레와 바

* 허민 외 6인, 고등학교 수학, 중앙교육, 2009, p.326.

** 허민 외 6인, 고등학교 수학, 중앙교육, 2009, p.224.

*** 네이버캐스트, 오늘의 과학, 2009. 8. 11.

**** 네이버캐스트, 오늘의 과학, 2009.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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깥 둘레의 산술평균과 두 둘레 사이의 거리의 곱으로 구

하고 있다. 또, 사각뿔대의 부피를 두 밑면의 넓이 와 

의 헤론 평균   과 높이의 곱으로 구하고

있는데, 원뿔대의 부피도 본질적으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하고 있다. 평면으로 둘러싸인 추동(篘甍)과 곡면으로

둘러싸인 곡지(曲池)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도 본질적으로

같다.

이와 같이 직선 또는 평면으로 둘러싸인 도형과 곡선 또는 곡면으로 둘러싸인 도형

사이의 이런 유사성은, 물론 엄밀한 증명을 통해 확인해야 하지만, 일단 결과를 확인

하면 수학적 일반화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수학적 통찰력을 얻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산학의 내용과 문제를 수학 교육에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다각적인 연구가 요

망된다.

감사의 글 본 논문은 심사위원님들의 적절한 지적과 훌륭한 의견에 따라 많은 부분

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본 논문을 세심하게 검토해주고 값진 조언을 해주신 심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참고 문헌

1. 경선징 저/ 유인영․허민 역, 묵사집산법 천, 교우사, 2006, pp. 38-39.

2. 김헌남, “수리논술 지도의 실제,” 중등 수학 1급정교사 자격연수(전공), 경상북도교

육연수원, 2007, pp. 224-233.

3. 남병길 도해/ 유인영․허민 역, 유씨구고술요도해, 교우사, 2006.

4. 남원상 도해/ 유인영․허민 역, 측량도해, 교우사, 2006.

5. 안소정, 우리 겨레 수학 이야기, 산하, 1996. 머리말

6. 윤정호, “수리논술의 이해와 지도,” 중등 심화수학 담당교사 직무연수, 경상북도교

육연수원, 2008, pp. 36-44.

7. 이종희, “구장산술에 포함된 증명의 유형과 역할,” 한국수학사학회지 제16권 제2

호, 2003년 6월, pp. 11-22.

8. 장혜원, “구장산술을 활용한 수학 교육 -분수의 사칙 계산과 관련하여-,” 한국수

학사학회지 제15권 제2호, 2002년 9월, pp. 101-112.

9. 장혜원, 청소년을 위한 동양수학사, 두리미디어, 2006..

10. 장혜원, “구의 부피에 대한 수학사적 고찰 및 교수학적 함의” 한국수학사학회지

제21권 제2호, 2008년 5월, pp. 19-38.

11. 한길준․서주연, “구장산술의 수학교육학적 가치에 대한 연구,” 한국수학사학회지



The Korean J ournal for H istory of M athematics Vol. 22 No. 4 (Nov. 2009), 53 - 66

- 62 -

제17권 제3호, 2004년 8월, pp. 61-72.

12. 홍진곤․권석일, “역사-발생적 접근을 통한 논증 기하 학습의 직관적 수준에 대한

고찰,” 한국수학사학회지 제16권 제2호, 2003년 6월, pp. 55-70

13. 李儼・杜石然 저/ J.N. Crossley・A.W.-C. Lun 역, 中國 數學/ Chinese

Mathematics - A concise history, Clarendon Press. 1987, p.194

14. 인터넷 검색 자료: 경찰대학 광운대학교 한국예술종합대학교 홈페이지, NAVER.

On the educational using of geometric problems of

east-asian mathematics

Department of Mathematics, Kwangwoon University Min Her

The east-asian mathematics is highly evaluated in mathematics education. In this

paper, we search the geometric problems of east-asian mathematics in high school

textbooks and various examinations and investigate how to use such problems. We

also confirm that the geometric problems of east-asian mathematics can be widely

used as real life materials for introducing new mathematical topics, real life

applications for mathematical topics, and valuable source for mathematical discourse.

Key words : east-asian mathematics, educational using, geometric problems,

measurement, mathematical discourse

2000 Mathematics Subject Classification : 01A13, 01A25, 01A45, 00A07

ZDM Subject Classification: A30, U20, U40

접수일 : 2009년 10월 12일 수정일 : 2009년 11월 15일 게재확정일 : 2009년 11월 17일



허 민 

- 63 -

부록

부록 1. 이영하 외 3인, 중

학교 수학 9-가,

교문사, 2003, p.

82

부록 2. 2009학년도 경찰대학 제1차 시험 (수리영역)



T

N

PS 

23. 다음은 중국 남송 시대 진구소의 책 <<수서구장(數書

九章)>> 측망류에 있는 문제 요도원성(遙度圓城)이다.

     둥근 성이 있는데, 그 둘레와 지름을 알지 못

한다. 네 문 가운데 북문 밖으로 3리 되는 곳에 

높이 솟은 나무가 있다. 남문을 나오자마자 방향

을 꺾어 동쪽으로 9리를 가면 그 나무가 보인다. 

성의 둘레와 지름이 각각 얼마인지 알고자 한다.

     위의 문제 상황을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성을 원, 북

문을 N, 나무를 T, 남문을 S, 나무가 보이는 위치를 

P, N과 T 사이의 거리를   , S와 P 사이의 거리

를   로 나타내자. 이때, 성의 지름   NS를 구

하는 올바른 방정식은?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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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황선욱 외 12인, 고등학교 적분과 통계 익힘책, 좋은책 신사고, 2009, p.55.

부록 4. 2007학년도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건축과 1차 전형 수학시험

D
C

A

B

E

F G H

13. 중국 남송 시대 진구소의 책 수서구장(數書九章) 측망류에 있는 문제 두안측수

(陡岸測水)에서는 아래의 왼쪽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낭떠러지 위에서 곱자

를 이용해서 강의 너비를 구한다. 조선의 남원상(1820～1869)은 아래의 오른쪽

그림을 이용해서 이 문제의 해법을 설명했다.

오른쪽 그림에서 AB  , AF  ,

CD 일 때, 강의 너비를 나타내는

선분 GH의 길이를 구하라.

(단, ∠ABC  ∠AF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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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2006학년도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건축과 1차 전형 수학시험 기출 문제

15. 오른쪽 그림은 먼 곳에 있는 섬의 높이와 섬까지의

거리를 두 개의 푯말을 이용해서 측량하는 동양의

전통적인 방법을 예시하고 있다.

이 상황을 아래 그림과 같이 나타냈다고 하자. 여

기서 섬의 높이 OA와 섬까지의 거리 AB를 구하려

고 한다. 푯말 BP와 DQ의 높이는 모두 5보, 두 푯

말 사이의 거리 BD는 1000보, BC는 123보, DE는

127보이다.

이때, 섬의 높이 OA와 섬까지의 거리 AB를 구하라.

A B C D E

M P Q

O

부록 6. 허민 외 6

인, 고등학

교 수학,

중앙교 육 ,

2009, p.

326.



 산학의 교육적 활용 방안

- 66 -

부록 7. 광운대학교 2010학년도 논술 모의고사 문제지 (자연계)

광운대학교 입학홈페이지 <http://iphak.kw.ac.kr/>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문제 1 ~ 2]

동아시아의 전통 수학인 산학에는 여러 가지 모양의 밭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있다. 이는 그에 대응하는 평면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와 같으며,

그 해법에서 평면도형의 넓이 공식을 확인할 수 있다.

산학에서는 경계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곡선인 평면도형의 넓이는 근삿값을

얻을 수 있는 공식을 이용했다. 예

를 들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현의

길이가 이고 현의 중심과 호의 중

심을 연결한 선분인 시의 길이가 

인 활꼴 모양의 밭의 넓이 를 다

음과 같은 공식으로 구했다.

 
 

⋯⋯ ①

[문제 1]

공식 ①로 넓이의 참값을 구할 수 있는 다각형의 예를 들어라. 그 다각형을

주어진 활꼴과 겹쳐 그려서, 두 도형의 넓이가 비슷함을 설명하시오.

[문제 2]

원      와 축으로 둘러싸인 작은 부분의 활꼴의 넓이를 공식

①과 정적분을 이용해서 구하는 과정을 각각 설명하시오.

(단, sin    , co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