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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뿔곡선의수학사와수학교육

The history of conic sections and mathematics education

진만영 Man Young Jin 김동원 Dong Won Kim 송민호* Min Ho Song

조한혁 Han Hyuk Cho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은 원뿔곡선 조작 환경을 제공 받지 못하고 초점과 준선을

이용하여 대수적 정의를 받아들이며, 원뿔곡선을 동적인 의미 없이 정적인 대수적 문제

로 국한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대수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동적인 기하학적 표현을

보완하기 위해 원뿔곡선을 원뿔 절단으로 정의한 역사적 근거를 해시계에서 찾고 원뿔

절단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초점과 준선 개념의 역사도 살펴본다. 그리고 원뿔곡선을 연

속적으로 그리기 위해 사용된 도구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학생들의 활동을 위한 공학적

도구로 컴퓨터 환경을 살펴본다.

The conic sections are defined as algebraic expressions using the focus and the di-
rectrix in the high school curriculum. However it is difficult that students under-
stand the conic sections without environment which they can manipulate the conic
sections. To make up for this weak point, we have found the evidence for gener-
ating method of a conic section through a sundial and investigated the history of
terms ‘focus’ , ‘directrix’ and the tool of drawing them continuously.

Keywords: 기하교육 (Geometry education), 원뿔 (Cone), 절단 (Section), 그노몬 (Gnomon),
초점 (Focus), 준선 (Directrix), 자취 (Locus), 해시계 (Sundial)

1 서론

유명한 그리스 3대 작도문제 중 하나인 정육면체의 체적을 두 배로 만드는 문제는 오랜

시간동안 많은 수학자들이 연구한 주제였다[14]. 메나에크무스 (Menaechmus)도 그 중

한사람으로 원뿔곡선을 이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이것이 원뿔곡

선을 다룬 최초의 문헌이다 ([5, 6]). 그리스 이전시대부터 알려진 넓이에 관한 작도 방법

에는 선분의 길이가 a, b인 직사각형과 넓이가 같은 정사각형을 작도하는 문제가 있다.

이는 a : x = x : b을 만족하는 x(=
√
ab)를 작도하는 문제로 변환된다. 이와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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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히포크라테스 (Hippocrates)는 정육면체의 체적을 두 배로 만드는 문제를 길이

가 s, 2s로 주어진 선분에 대해서 s : x = x : y = y : 2s의 관계를 만족하는 x, y를 작

도하는 문제로 변환하였다. 히포크라테스는 이 관계식을 푸는 것이 정육면체의 체적을

두 배로 하는 문제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메나에크무스에 의해서 증명이 되었다.

s : x = x : y = y : 2s에서 유도되는 세 식 x2 = sy, y2 = 2s, xy = 2s2의 교점을

이용해서 <그림 1>과 같이 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메나에크무스가 입방체의 체적을

두 배로 작도하는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이다 ([3,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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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유명한 그리스 대 작도문제 중 하나인 정육면체의 체적을 3

두 배로 만드는 문제는 오랜 시간동안 많은 수학자들이 연

구한 주제였다 메나에크무스 도 그 중 [14]. (Menaechmus)

한사람으로 원뿔곡선을 이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을 제시하였고 이것이 원뿔곡선을 다룬 최초의 문헌이다, 

그리스 이전시대부터 알려진 넓이에 관한 작도 ([5], [6]). 

방법에는 선분의 길이가  인 직사각형과 넓이가 같은 정

사각형을 작도하는 문제가 있다 이는 .      을 만족하

는 (= 를 작도하는 문제로 변환된다 이와 유사한 형) . 

태로 히포크라테스 는 정육면체의 체적을 두 (Hippocrates)

배로 만드는 문제를 길이가   로 주어진 선분에 대해서  

         의 관계를 만족하는   를 작도하는 문

제로 변환하였다 히포크라테스는 이 관계식을 푸는 것이 . 

정육면체의 체적을 두 배로 하는 문제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메나에크무스에 의해서 

증명이 되었다.          에서 유도되는 세 식   ,  , 의 교점을 이

용해서 그림 과 같이 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메나에크무스가 입방체의 체적을 두 배< 1> , 

로 작도하는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이다([3], [5], [17]).

앞에서 살펴본 내용은 원뿔곡선을 대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문제를 해결한 경우이다 그. 

렇다면 원뿔곡선에 존재하는 초점 준선과 같은 기하적인 관점은 어떻게 생성되고 도입된 , 

것일까 또한 어떤 수학적 도구를 통해 원뿔곡선을 구성하며 수학적 사고를 이끌었을까 이? ? 

러한 원뿔곡선에 대한 수학사적인 질문은 수학교육의 역사발생적 원리뿐만 아니라 최근에 , 

강조되는 스토리텔링 수학교육과 수학교과서 개발에 큰 의미를 갖는다 수학(story-telling) . 

교육은 단순한 계산기술을 학생에게 전수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이 수학적 개념과 사고 방, 

법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또한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추구

한다 이러한 관점은 브루너가 패러다임적 사고를 통한 지식의 발견뿐만 아니라 지식의 생. 

성과 관계하여 내러티브적인 사고방식을 강조한 것과 관계된다 본 논문은 고등학교에 등장. 

하는 원뿔곡선에 대한 수학사적 관점과 최근에 강조되는 스토리텔링과 창의체험 수학교육적 

관점을 융합시켜 바람직한 수학학습과 효과적인 교수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 

원뿔곡선의 대수적 관점에서 비례식과 대수식의 도입과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동적인 관점, 

에서 초점과 준선의 발생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수학사에 나타나는 다양한 원뿔곡선. 

을 작도하고 조작하기 위한 도구들에 관하여 알아본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들을 통합하여 . 

학생들에게 활동으로 제시할 수 있는 환경을 살펴보고 그 특징을 논한다.

원뿔 과 원뿔곡선2. (cone)

비록 메나에크무스는 정육면체의 체적을 두 배로 만드는 문제 풀이에 원뿔곡선을 이용하기

는 하였지만 현재 학교수학에서 원뿔곡선을 분류할 때 사용하는 포물선 쌍곡선, (parabola), 

타원 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본 절에서는 원뿔의 개념 변화와 (hyperbola), (ellipse) . 

원뿔의 절단으로 생성된 원뿔곡선 그리고 원뿔의 절단과 관련된 발생적 상황에 관하여 살, 

펴본다.

원뿔곡선을 나타내는 포물선 쌍곡선 타원은 메나에크무스 후대의 아폴로니우스, , 

가 만든 것이다 아폴로니우스는 원뿔곡선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을 집대성하(Appolonius) . 

여 원추곡선론 으로 저술함으로써 원뿔곡선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표 의 은 ‘ ’ . < 1> ①

그림 < 1 포물선과 쌍곡선> 

앞에서 살펴본 내용은 원뿔곡선을 대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문제를 해결한 경우이

다. 그렇다면 원뿔곡선에 존재하는 초점, 준선과 같은 기하적인 관점은 어떻게 생성되고

도입된 것일까? 또한 어떤 수학적 도구를 통해 원뿔곡선을 구성하며 수학적 사고를 이끌

었을까? 이러한 원뿔곡선에 대한 수학사적인 질문은 수학교육의 역사발생적 원리뿐만

아니라, 최근에 강조되는 스토리텔링 (story-telling) 수학교육과 수학교과서 개발에 큰

의미를 갖는다. 수학교육은 단순한 계산기술을 학생에게 전수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이

수학적 개념과 사고 방법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또한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추구한다. 이러한 관점은 브루너가 패러다임적 사고를 통한 지식의

발견뿐만 아니라 지식의 생성과 관계하여 내러티브적인 사고방식을 강조한 것과 관계된

다. 본 논문은 고등학교에 등장하는 원뿔곡선에 대한 수학사적 관점과 최근에 강조되는

스토리텔링과 창의체험 수학교육적 관점을 융합시켜 바람직한 수학학습과 효과적인 교

수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원뿔곡선의 대수적 관점에서 비례식과 대수식

의 도입과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동적인 관점에서 초점과 준선의 발생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수학사에 나타나는 다양한 원뿔곡선을 작도하고 조작하기 위한 도구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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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알아본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들을 통합하여 학생들에게 활동으로 제시할 수 있

는 환경을 살펴보고 그 특징을 논한다.

2 원뿔 (cone)과 원뿔곡선

비록 메나에크무스는 정육면체의 체적을 두 배로 만드는 문제 풀이에 원뿔곡선을 이용하

기는 하였지만, 현재 학교수학에서 원뿔곡선을 분류할 때 사용하는 포물선 (parabola),

쌍곡선 (hyperbola), 타원 (ellipse)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본 절에서는 원뿔의

개념 변화와 원뿔의 절단으로 생성된 원뿔곡선, 그리고 원뿔의 절단과 관련된 발생적 상

황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뿔곡선을 나타내는 포물선, 쌍곡선, 타원은 메나에크무스 후대의 아폴로니우스 (Ap-

polonius)가 만든 것이다. 아폴로니우스는 원뿔곡선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을 집대성

하여‘원추곡선론’으로 저술함으로써 원뿔곡선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표 1>의

①은 아폴로니우스 이전 시대에 사용하던 원뿔로써 직각삼각형을 회전시킨 형태로 정의

된다. 여기에서 원뿔곡선은 꼭지각이 예각, 직각, 둔각인 원뿔의 모선에 직각인 방향으

로 원뿔을 절단할 때 나타나는 단면들이며, 구분되는 용어를 갖지 못했다. 아폴로니우

스가 제시한 원뿔의 정의는 <표 1>의 ②와 같다. 이 정의는‘주어진 원과 같은 평면에

존재하지 않은 고정된 한 점 (꼭짓점)이 있다. 고정된 점과 원의 둘레를 지나는 직선의

자취를 원뿔이라 한다.’와 같다. 그리고 원뿔을 절단하는 각도에 따라서 생기는 단면으

로 원뿔곡선을 정의하고 분류하였다 ([3, 4,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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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폴로니우스 이전 시대에 사용하던 원뿔로써 직각삼각형을 회전시킨 형태로 정의된다 여. 

기에서 원뿔곡선은 꼭지각이 예각 직각 둔각인 원뿔의 모선에 직각인 방향으로 원뿔을 절, , 

단할 때 나타나는 단면들이며 구분되는 용어를 갖지 못했다 아폴로니우스가 제시한 원뿔, . 

의 정의는 표 의 와 같다 이 정의는 주어진 원과 같은 평면에 존재하지 않은 고정된 < 1> . ‘②

한 점 꼭짓점 이 있다 고정된 점과 원의 둘레를 지나는 직선의 자취를 원뿔이라 한다 와 ( ) . .’ 

같다 그리고 원뿔을 절단하는 각도에 따라서 생기는 단면으로 원뿔곡선을 정의하고 분류하. 

였다([3], [4], [8])1).

→ →

그리스 시대의 원뿔① 아폴로니우스의 원뿔② 

표 < 1 아폴로니우스의 원뿔의 정의와 그리스 시대의 원뿔 만드는 방법> 

아폴로니우스는 피타고라스 학파가 넓이와 관련해서 부족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는다‘ ’, 

넘치다 부족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한 용어를 차용하여 원뿔곡선을 분류하는 세 가지 용어‘ ’, ‘ ’

포물선 쌍곡선 타원 를 만들었다 왜냐하면 표 와 같이 원뿔곡선을 나타내는 세 개의 ( , , ) . < 2>

식(  ,   

 ,   


 에서 포물선은 )  이  보다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

고 쌍곡선은 이  보다 크고 타원은 이 보다 작기 때문에 본래 가지고 있던 의미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5], [17]). 아폴로니우스는 비록 기하적인 증명 과정이 도입되기

는 하였지만 원뿔곡선을 대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 그리스 시대의 원뿔 정의에서는 쌍곡선이 하나만 나타나지만 아폴로니우스가 정의한 원뿔에서는 두 개의 대 , 
칭되는 원뿔이 정의되므로 쌍곡선이 두 개 나타나게 되었다 이는 쌍곡선의 수식이 가지는 의미와 부합한다. .

아폴로니우스는 피타고라스 학파가 넓이와 관련해서‘부족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는

다’,‘넘치다’,‘부족하다’라는의미로사용한용어를차용하여원뿔곡선을분류하는세가

지용어 (포물선,쌍곡선,타원)를만들었다.왜냐하면 <표 2>와같이원뿔곡선을나타내는

세개의식 (y2 = px, y2 = px+ p
dx

2, y2 = px− p
dx

2)에서포물선은 y2이 px보다작지도

1) 그리스시대의원뿔정의에서는쌍곡선이하나만나타나지만, 아폴로니우스가정의한원뿔에서는두개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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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원뿔곡선의 수학사와 수학교육

않고크지도않고쌍곡선은 y2이 px보다크고타원은 y2이 px보다작기때문에본래가지고

있던의미를적용할수있기때문이다 ([5, 17]). 아폴로니우스는비록기하적인증명과정이

도입되기는하였지만, 원뿔곡선을대수적인관점으로바라보고있음을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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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물선
    ×

  라 하면   

쌍곡선

    ×

  ′라 하면  




타원

    ×

  ′라 하면  



표 < 2 원뿔에서의 포물선 쌍곡선 타원> , , 

아폴로니우스나 이전 그리스 시대의 수학자들은 어떻게 원뿔 절단을 생각했던 것인가 이를 ? 

뒷받침해주는 역사적 증거는 남아있지 않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은 그림 . Neugebauer < 4>

와 같이 해시계가 원뿔 절단 생각을 제공해 주었다고 주장하였고 도 같([24]) Dolan([10])

은 주장을 한다 아폴로니우스는 원뿔을 표 의 와 같이 고대 그리스 시대와는 다르게 . < 1> ②

하나의 원뿔이 아닌 두개의 원뿔이 서로 반대로 맞닿게 정의하였고 이런 모양은 자연스럽지 

않고 인위적인 모양이다 이것을 그림 와 같은 당시의 해시계와 비교하였을 때 그노몬. < 2> , 

의 끝부분을 두개의 원뿔이 맞닿는 점으로 보고 위 원뿔은 태양 광선이 만드는 원뿔이고 아

래 원뿔은 그노몬의 그림자가 만드는 원뿔로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아폴로니우스. 

가 초점의 성질을 가지는 점을 언급한 점 등을 통하여 아폴로니우스가 해시계의 영향을 받

아폴로니우스나이전그리스시대의수학자들은어떻게원뿔절단을생각했던것인가?

이를뒷받침해주는역사적증거는남아있지않다.하지만이에대해서 Neugebauer은 <그

림 4>와같이해시계가원뿔절단생각을제공해주었다고주장하였고 ([24]) Dola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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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같은 주장을 한다. 아폴로니우스는 원뿔을 <표 1>의 ②와 같이 고대 그리스 시대와는

다르게하나의원뿔이아닌두개의원뿔이서로반대로맞닿게정의하였고이런모양은자

연스럽지않고인위적인모양이다. 이것을 <그림 2>와같은당시의해시계와비교하였을

때, 그노몬의 끝부분을 두개의 원뿔이 맞닿는 점으로 보고 위 원뿔은 태양 광선이 만드는

원뿔이고아래원뿔은그노몬의그림자가만드는원뿔로생각하였을가능성이있다. 또한

아폴로니우스가초점의성질을가지는점을언급한점등을통하여아폴로니우스가해시계

의영향을받은것이아닐까라고조심스럽게추측해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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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림 그노몬 과 그림자< 2> (gnomon)

해시계의 역사는 오래 되었지만 그노몬 을 이용한 해시계는 년 이집트시(gnomon) BC 1500

대부터 존재하였다 그노몬을 이집트 지면에 수직으로 세운 후 그림자 끝에 표시를 하게 되. 

면 그 모양이 표 과 같이 쌍곡선이 된다< 3> ([2], [10], [7]).

G 로마의 위도

GH 그노몬의 높이

위 곡선 하지 때의 태양 그림자의 자취

아래 곡선 동지 때의 태양 그림자의 자취

가운데 직선
추분 춘분 일 때의 태양 그림자/

의 자취

비스듬한 직선
가운데를 정오 기준으로 시간을 

표시한 것이다.

표 로마 시대의 해시계 < 3> 

그림 과 같이 위도 도 근방에서 하지 때는 태양이 지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면< 3> 80 ( ) 夏至

서 그노몬의 그림자 자취는 타원모양이 된다.

태양 궤도

그림자 자취

그노몬

그림 태양의 궤도와 그노몬의 그림자 자취 < 3> 

해시계의역사는오래되었지만그노몬 (gnomon)을이용한해시계는 BC 1500년이집트

시대부터존재하였다. 그노몬을이집트지면에수직으로세운후그림자끝에표시를하게

되면그모양이 <표 3>과같이쌍곡선이된다 ([2,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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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는위도와계절에따른그노몬의그림자가직선, 원, 타원, 쌍곡선, 포물선을 나

타나는것을정리한것이다 ([1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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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분 추분, 하지 동지, 태양의 기울어짐

적도 직선 쌍곡선

위도 도45 직선 쌍곡선

위도 도66.5 직선 포물선 ± 도 쌍곡선15 - 

위도 도80 직선 타원
± 도 쌍곡선5 - 

도 포물선+10 - 

위도 도 북극90 ( ) X 원

표 위도와 계절에 따른 그노몬 그림자 < 4> 

표 는 위도와 계절에 따른 그노몬의 그림자가 직선 원 타원 쌍곡선 포물선을 나타나< 4> , , , , 

는 것을 정리한 것이다([19], [26]).

그림 원뿔모양 해시계 만드는 방법 < 4> 
  

은 그림 와 같이 해시계에서 원뿔모양을 이용하면 반구를 이용했을 때 보Mayall([22]) < 4>

다 정확한 시간을 측정할 수 있고 는 그림 와 같이 많은 원뿔모양의 해시계Gibbs([11]) < 5>

를 소개하고 있다.

그림 원뿔 모양의 해시계< 5> 

원뿔곡선의 초점과 준선3. (directrix)

앞에서 살펴본 원뿔의 절단이라는 관점에서는 원뿔곡선과 관계된 중요한 성질 중 하나인 초

점이 나타날 수 없다 초점 은 용어 그대로 빛이 모이는 곳인데 어떻게 언제부터 원. (focus) , 

뿔곡선을 다루면서 초점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되었을까 본 절에서는 원뿔 곡선에 초점이 ? 

도입된 시기와 광학과 관련되어 개념적 발달이 이루어진 수학사적 배경 그리고 원뿔곡선과 , 

관련된 또 다른 중요 성질인 준선에 관하여 살펴볼 것이다.

원뿔곡선에서 초점 용어는 케플러 가 처음 사용하였다 케플러는 쌍곡선의 (focus) (Kepler) . 

한 초점을 무한대로 보내면 포물선이 되고 그 초점이 무한대를 지나 반대편으로 다시 나타

나면 타원이 된다고 하였다 비록 아폴로니우스는 타원과 쌍곡선의 초점 이라는 ([5]).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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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all([22])은 <그림 4>와같이해시계에서원뿔모양을이용하면반구를이용했을때

보다정확한시간을측정할수있고 Gibbs([11])는 <그림 5>와같이많은원뿔모양의해시

계를소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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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초점을 무한대로 보내면 포물선이 되고 그 초점이 무한대를 지나 반대편으로 다시 나타

나면 타원이 된다고 하였다 비록 아폴로니우스는 타원과 쌍곡선의 초점 이라는 ([5]). (focus)

3 원뿔곡선의초점과준선 (directrix)

앞에서 살펴본 원뿔의 절단이라는 관점에서는 원뿔곡선과 관계된 중요한 성질 중 하나인

초점이나타날수없다. 초점 (focus)은용어그대로빛이모이는곳인데어떻게, 언제부터

원뿔곡선을다루면서초점이라는개념을사용하게되었을까?본절에서는원뿔곡선에초

점이도입된시기와광학과관련되어개념적발달이이루어진수학사적배경, 그리고원뿔

곡선과관련된또다른중요성질인준선에관하여살펴볼것이다.

원뿔곡선에서 초점 (focus) 용어는 케플러 (Kepler)가 처음 사용하였다. 케플러는 쌍곡

선의한초점을무한대로보내면포물선이되고그초점이무한대를지나반대편으로다시

나타나면타원이된다고하였다 ([5]). 비록 아폴로니우스는타원과쌍곡선의초점 (focus)

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고, 포물선의 초점에 해당하는 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

았지만 대칭축위의 점 (point)이라 하여초점과 관련된성질들을 언급하였다 ([12]). 또한

아르키메데스는포물선의초점을이용하여로마의군함을불태웠다는영웅전의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초점 개념은 아폴로니우스와 아르키메데스 등 그리스 수학자들도

어느정도알고있었지만 ([12]) 본격적으로원뿔에초점을도입하기위해서는광학 (optics)

에대한관심과연구가진행된이후에원뿔곡선에초점을도입해서정의했을것이다. 실제

로 아폴로니우스 이후 본격적으로 광학이 발전하기 전까지는 원뿔곡선에 대한 연구는 많

이이루어지지않았다. 그러나초기광학이라는의미에서빛에관한연구는존재하였으며

Burning-mirror라하여빛을모으는장치중하나는포물선의형태를가지고있다 ([25]).

포물선은아르키메데스시대부터빛을한점으로모을수있는것으로생각되었고자연스

럽게초점개념이발생했을것이다. 또한쌍곡선은망원경을만드는데있어서빛을모으는

역할을한다. <표 5>와같이망원경에서포물선, 타원, 쌍곡선은빛을모으는거울로사용

되고있다 ([2, 16]).

정리하면, 케플러 이전에도초점의개념은있었지만초점을이용해서원뿔곡선을정의

하지는않았고 <그림 6>과같이실과두개의초점으로타원작도방법을제시한것은케플

러였다 ([5, 23]). 케플러의시대에는원에대한심미주의로인해모든행성들은지구주위를

원 운동한다고 생각했었고 천동설 상황에서 행성이 앞으로 이동하다가 뒤로 이동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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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는 사용하지 않았고 포물선의 초점에 해당하는 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대칭, 

축 위의 점 이라 하여 초점과 관련된 성질들을 언급하였다 또한 아르키메데스(point) ([12]). 

는 포물선의 초점을 이용하여 로마의 군함을 불태웠다는 영웅전의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초점 개념은 아폴로니우스와 아르키메데스 등 그리스 수학자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

었지만 본격적으로 원뿔에 초점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광학 에 대한 관심과 연([12]) (optics)

구가 진행된 이후에 원뿔곡선에 초점을 도입해서 정의했을 것이다 실제로 아폴로니우스 이. 

후 본격적으로 광학이 발전하기 전까지는 원뿔곡선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초기 광학이라는 의미에서 빛에 관한 연구는 존재하였으며 라 하여 Burning-mirror

빛을 모으는 장치 중 하나는 포물선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포물선은 아르키메데스 ([25]). 

시대부터 빛을 한 점으로 모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고 자연스럽게 초점개념이 발생했을 

것이다 또한 쌍곡선은 망원경을 만드는데 있어서 빛을 모으는 역할을 한다 표 와 같이 . . < 5>

망원경에서 포물선 타원 쌍곡선은 빛을 모으는 거울로 사용되고 있다, , ([2], [16]).

망원경 모형 주 거울 보조 거울

Gregory

망원경
포물선 타원

Newton

망원경
포물선 직선

Cassegrain

망원경
포물선 쌍곡선

표 망원경에 사용되는 원뿔곡선< 5> 

정리하면 케플러 이전에도 초점의 개념은 있었지만 초점을 이용해서 , 

원뿔곡선을 정의하지는 않았고 그림 과 같이 실과 두 개의 초점< 6>

으로 타원 작도 방법을 제시한 것은 케플러였다 케플러([5], [23]). 

의 시대에는 원에 대한 심미주의로 인해 모든 행성들은 지구 주위를 

원 운동한다고 생각했었고 천동설 상황에서 행성이 앞으로 이동하다

가 뒤로 이동하다가 다시 앞으로 이동하는 역행운동(retrogression, 

을 프톨레미) (① Ptolemy)는 표 과 같이 주전원< 6> (epicycle2) 으, )②

2) 주전원과 이심원은 아폴로니우스가 도입하고 히파수스 를 거처 프톨레미가 일반화하였다 (Hipparchus) ([5], 

그림 타원 작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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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운동한다고 생각했었고 천동설 상황에서 행성이 앞으로 이동하다

가 뒤로 이동하다가 다시 앞으로 이동하는 역행운동(retrogression, 

을 프톨레미) (① Ptolemy)는 표 과 같이 주전원< 6> (epicycle2) 으,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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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타원 작도< 6> 

다시앞으로이동하는역행운동 (retrogression, ①)을프톨레미 (Ptolemy)는 <표 6>과같

이 주전원 (epicycle2), ②)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행성의 공전 속도가 달라지는 현상을

이심원 (eccentric circle, ④)으로설명하였다. 그림 ④에서지구는큰원의중심이아니고

중심에서좀벗어난곳에위치하고있다.케플러의스승인티코브라헤는지동설과천동설을

접목시켜태양이지구를도는동시에다른행성들은태양을돈다는학설을주장하였다. 케

2) 주전원과 이심원은 아폴로니우스가 도입하고 히파수스 (Hipparchus)를 거처 프톨레미가 일반화하였다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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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행성의 공전 속도가 달라지는 현상을. 이심원 (eccentric circle1), )④

으로 설명하였다 그림 에서 지구는 큰 원의 중심이 아니고 중심에서 좀 벗어난 곳에 위. ④

치하고 있다 케플러의 스승인 티코 브라헤는 지동설과 천동설을 접목시켜 태양이 지구를 . 

도는 동시에 다른 행성들은 태양을 돈다는 학설을 주장하였다 케플러는 브라헤가 죽은 후 . 

그가 남긴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케플러는 한 행성과 태양을 잇는 선은 같은 시간에 같은 

면적을 휩쓸고 지나간다는 것 을 발견하게 된다 추측하건데 케( ) ([6], [13], [18], [20]). , ③

플러는 그림 과 를 통합하여 타원의 초점이 두개라는 것으로 정의했을 것이고 실제로 ③ ④

케플러는 두 개의 초점을 이용해서 타원을 정의하였다.

② ③

① ④

표 역행운동과 이심원< 6> 

원뿔곡선과 관계된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준선 은 파푸스 가 도입하였다(directrix) (Pappus) . 

파푸스는 준선과 자취 개념을 이용하여 원뿔곡선을 정의하였는데 그림 의 왼쪽과 같이 < 7>


△Γ
△

의 값에 따른 △의 자취로 포물선 쌍곡선 타원을 정의하였고, , ([9], [12], [15], [17]) 

이때 선분 를 준선이라 하였다AB 2) 한편 자취라는 용어는 유클리드 와 아폴로니우. , (Euclid)

스도 사용하였으나 아폴로니우스는 원뿔곡선이 주어진 상태에서 자취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

고3) 파푸스는 자취를 이용해서 원뿔곡선을 정의 했다는 것이 다르다 즉 파푸스는 원뿔과  . , 

절단이라는 기하적인 대상과 행동에 상관없는 순수한 관계식으로 원뿔곡선을 정의한 것이

다 자취 문제는 문제라 하였고 파푸스는 이 문제에 대해. three-line and four-line locus 

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6]). 

[15]).

2) 파푸스의 저서 의  'Collection' Lemma 313-318

3) 아폴로니우스의 저서  ‘Conics’(proposition 74-76)

원뿔곡선과관계된중요한개념중하나인준선 (directrix)은파푸스 (Pappus)가도입하

였다.파푸스는준선과자취개념을이용하여원뿔곡선을정의하였는데 <그림 7>의왼쪽과

같이 E∆
∆Γ 의값에따른의자취로포물선, 쌍곡선, 타원을정의하였고 ([9, 12, 15, 17]) 이때

선분 AB를준선이라하였다3). 한편, 자취라는용어는유클리드 (Euclid)와아폴로니우스

도사용하였으나아폴로니우스는원뿔곡선이주어진상태에서자취에대해서연구를하였

고4) 파푸스는자취를이용해서원뿔곡선을정의했다는것이다르다. 즉, 파푸스는원뿔과

절단이라는기하적인대상과행동에상관없는순수한관계식으로원뿔곡선을정의한것이

다. 자취문제는 three-line and four-line locus 문제라하였고파푸스는이문제에대해서

다음과같이언급하였다 ([6]).

Three-line locus : 한 점에서 주어진 두 개 직선까지의 거리의 곱과 나머지 직선까지의

거리의제곱이비를이루는점의자취

3) 파푸스의 저서 ’Collection’의 Lemma pp. 313–318
4) 아폴로니우스의 저서 ‘Conics’ (proposition pp. 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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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r-line locus : 한점에서주어진두개직선까지의거리의곱과나머지두개의직선

까지의거리의곱이비를이루는점의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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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점에서 주어진 두 개 직선까지의 거리의 곱과 나머지 직선까지의 Three-line locus : 

거리의 제곱이 비를 이루는 점의 자취

한 점에서 주어진 두 개 직선까지의 거리의 곱과 나머지 두 개의 직선까Four-line locus : 

지의 거리의 곱이 비를 이루는 점의 자취

그림 의 문제 및 문제< 7> Pappus locus five-line locus 

데카르트 는 문제를 개 이상의 직선으로 확장(Descartes) three-line and four-line locus 5

하여 그림 의 오른쪽과 같이 개의 직선에 대하여 < 7> 5 을 만족하는 점

들의 자취를 찾았다([5]).

원뿔곡선과 수학교과서4. 

과거 그리스 시대에 곡선을 정의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일정한 속도로 . 

움직이는 물체들의 결합 자취 이고 또 다른 의미는 알고 있는 기학적 표면들의 교점들이다( )

([5]) 원뿔곡선은 곡선의 동적인 측면과 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발달시켜 왔고 여러 현상과 . , 

연결되어 현상을 설명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며 수학사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원뿔곡선을 정, 

의하여 다루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원뿔곡선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의 방법 수학적으로 . , 

의미있는 접근법 여러 실제 현상에의 적용 가능성 등은 최근 강조되고 있는 창의체험과 스, 

토리텔링을 위한 수학교육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수학교육은 단순한 계산 기. 

술의 전수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이 수학적 개념과 사고 방법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 

또한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추구한다 이런 관점에서 원. 

뿔곡선과 관련된 다양한 수학적 수학사적 실생활 관련 내용은 적절한 사고 도구의 제공과 , , 

활동의 구성을 통하여 학생에게 의미있게 제공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원. 

뿔곡선을 다루기 위해 도입된 도구 및 개념적 정의에 관하여 살펴보고 이를 통합하여 학생

에게 제시하는 환경의 예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교과서의 원뿔곡선과 관련된 내용을 .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림 와 타원 컴퍼스< 8> perfact compass

원뿔곡선을 그리스 수학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다루었을까 원뿔곡선을 만들거나 조작할 수 ? 

데카르트 (Descartes)는 three-line and four-line locus 문제를 5개이상의직선으로확

장하여 <그림 7>의오른쪽과같이 5개의직선에대하여 (a+ x)(a− x)(2a− x) = axy을

만족하는점들의자취를찾았다 ([5]).

4 원뿔곡선과수학교과서

과거그리스시대에곡선을정의하는방법은크게두가지가있었다.하나는일정한속도로

움직이는물체들의결합 (자취)이고또다른의미는알고있는기학적표면들의교점들이다

([5]). 원뿔곡선은곡선의동적인측면과정적인측면을동시에발달시켜왔고,여러현상과

연결되어 현상을 설명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며, 수학사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원뿔곡선을

정의하여다루고있음을살펴보았다. 원뿔곡선이가지고있는다양한정의방법, 수학적으

로의미있는접근법,여러실제현상에의적용가능성등은최근강조되고있는창의체험과

스토리텔링을위한수학교육에중요한시사점을제공할수있다. 수학교육은단순한계산

기술의전수를의미하는것을넘어, 학생들이수학적개념과사고방법으로세계를바라보

고또한창의적이고논리적인방법으로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추구한다. 이런관점에서

원뿔곡선과관련된다양한수학적,수학사적,실생활관련내용은적절한사고도구의제공

과활동의구성을통하여학생에게의미있게제공될수있다.본절에서는이러한관점에서

원뿔곡선을다루기위해도입된도구및개념적정의에관하여살펴보고이를통합하여학

생에게제시하는환경의예를살펴보고자한다.그리고교과서의원뿔곡선과관련된내용을

보완할수있는방법을제시한다.

원뿔곡선을그리스수학자들은어떤방식으로다루었을까?원뿔곡선을만들거나조작할

수있는환경을갖고있었을까? 어떤독특한성질을만족하는, 그리고실제로원뿔을절단

함으로써생성되는곡선이있다는사실은그러한곡선의일반적인작도방법을찾기위해서

많은사람들이노력했을것이라짐작할수있다. 그러나원뿔을잘라서하나의원뿔곡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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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점에서 주어진 두 개 직선까지의 거리의 곱과 나머지 직선까지의 Three-line locus : 

거리의 제곱이 비를 이루는 점의 자취

한 점에서 주어진 두 개 직선까지의 거리의 곱과 나머지 두 개의 직선까Four-line locus : 

지의 거리의 곱이 비를 이루는 점의 자취

그림 의 문제 및 문제< 7> Pappus locus five-line locus 

데카르트 는 문제를 개 이상의 직선으로 확장(Descartes) three-line and four-line locus 5

하여 그림 의 오른쪽과 같이 개의 직선에 대하여 < 7> 5 을 만족하는 점

들의 자취를 찾았다([5]).

원뿔곡선과 수학교과서4. 

과거 그리스 시대에 곡선을 정의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일정한 속도로 . 

움직이는 물체들의 결합 자취 이고 또 다른 의미는 알고 있는 기학적 표면들의 교점들이다( )

([5]) 원뿔곡선은 곡선의 동적인 측면과 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발달시켜 왔고 여러 현상과 . , 

연결되어 현상을 설명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며 수학사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원뿔곡선을 정, 

의하여 다루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원뿔곡선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의 방법 수학적으로 . , 

의미있는 접근법 여러 실제 현상에의 적용 가능성 등은 최근 강조되고 있는 창의체험과 스, 

토리텔링을 위한 수학교육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수학교육은 단순한 계산 기. 

술의 전수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이 수학적 개념과 사고 방법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 

또한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추구한다 이런 관점에서 원. 

뿔곡선과 관련된 다양한 수학적 수학사적 실생활 관련 내용은 적절한 사고 도구의 제공과 , , 

활동의 구성을 통하여 학생에게 의미있게 제공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원. 

뿔곡선을 다루기 위해 도입된 도구 및 개념적 정의에 관하여 살펴보고 이를 통합하여 학생

에게 제시하는 환경의 예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교과서의 원뿔곡선과 관련된 내용을 .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림 와 타원 컴퍼스< 8> perfact compass

원뿔곡선을 그리스 수학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다루었을까 원뿔곡선을 만들거나 조작할 수 ? 

만들수는있지만주어진조건을만족하는원뿔곡선을실제로그릴수있는작도법이있었

는지에관한자료는아직까지발견되지않았다.또한메나에크무스,아폴로니우스,파푸스

혹은아르키메데스가원뿔곡선을그리는도구를가지고있었다는내용은있으나그들이사

용했던도구가어떤것인지는전해지지않고있다. 후대에들어서고대그리스수학자들의

도구를 <그림 8>의 perfect compass5)나 타원 컴퍼스6) 등과 같은 형태로 유추하고 있지

만 실용성이 없었거나 후대에 전달되지 못했던 것 같다. 왜냐하면, 14세기의 건축가들은

타원을작도하는방법을알지못하여원의부분들을모아서타원과비슷한모양을만들곤

하였고, Serlio(1537–1575)는 타원을 쉽게 그릴 수 있는 도구가 없어서 <그림 9>와 같이

여러원을이용해서타원과비슷한도형을작도하여사용하였다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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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환경을 갖고 있었을까 어떤 독특한 성질을 만족하는 그리고 실제로 원뿔을 절단함으? , 

로써 생성되는 곡선이 있다는 사실은 그러한 곡선의 일반적인 작도방법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원뿔을 잘라서 하나의 원뿔곡선을 만들 . 

수는 있지만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원뿔곡선을 실제로 그릴 수 있는 작도법이 있었는지에 

관한 자료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메나에크무스 아폴로니우스 파푸스 혹은 아. , , 

르키메데스가 원뿔곡선을 그리는 도구를 가지고 있었다는 내용은 있으나 그들이 사용했던 

도구가 어떤 것인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후대에 들어서 고대 그리스 수학자들의 도구를 . 

그림 의 < 8> perfect compass4)나 타원 컴퍼스5) 등과 같은 형태로 유추하고 있지만 실용성 

이 없었거나 후대에 전달되지 못했던 것 같다 왜냐하면 세기의 건축가들은 타원을 작도. , 14

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여 원의 부분들을 모아서 타원과 비슷한 모양을 만들곤 하였고, 

는 타원을 쉽게 그릴 수 있는 도구가 없어서 그림 와 같이 여러 원Serlio(1537-1575) < 9>

을 이용해서 타원과 비슷한 도형을 작도하여 사용하였다([27]).

그림 의 원을 이용한 타원 작도< 9> Serlio

원뿔곡선을 그리는 도구는 세기에 등에 의해서 많은 발전16-17 van Schooten, Descartes 

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 linkage6)라고 불리었는데 그림 과 같은 형태로 사용되었는데 < 10>

원뿔곡선의 정의에 따라 정확한 작도가 가능하며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호응을 얻

었다 그리고 심미적인 관점이 더해져서 이후로도 여러 종류의 가 만들어 졌다. linkage .

그림 원뿔곡선을 작도할 수 있는 세 가지 종류의 예시< 10> Linkage 

그림 의 는 일정한 크기를 가지는 막대기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는 성질을 이< 10> Linkage

용한 것이다 이처럼 일정한 비례 관계를 만족하는 점의 집합으로 원뿔곡선을 정의할 수 있. 

는데 이는 고대 그리스부터 사용되어온 방법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아폴로니우스 파푸스, . , 

의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하고 아르키메데스도 일정한 비례 관계를 만족하는 점의 집합으, 

로 포물선을 정의하여 사용하였다.

4) 컴퍼스의 중앙 축을 변형하여 이차곡선을 그릴 수 있도록 고안된 장치 .

5) 아르키메데스가 타원을 그릴 때 사용한 도구라는 주장도 있으나 확실하지는 않다 .

6) 자동차의 와이퍼가 작동하는 것 같이 막대들의 끝과 끝을 이어서 만든 도구 , .

원뿔곡선을그리는도구는 16-17세기에 van Schooten, Descartes 등에의해서많은발

전이이루어졌다. 이것은 linkage7)라고불리었는데 <그림 10>과같은형태로사용되었는

데원뿔곡선의정의에따라정확한작도가가능하며조작이가능하다는점에서많은호응을

얻었다. 그리고심미적인관점이더해져서이후로도여러종류의 linkage가만들어졌다.

<그림 10>의 Linkage는일정한크기를가지는막대기사이의관계를유지하는성질을

이용한것이다. 이처럼일정한비례관계를만족하는점의집합으로원뿔곡선을정의할수

있는데, 이는 고대 그리스부터 사용되어온 방법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아폴로니우스,

5) 컴퍼스의 중앙 축을 변형하여 이차곡선을 그릴 수 있도록 고안된 장치.

6) 아르키메데스가 타원을 그릴 때 사용한 도구라는 주장도 있으나 확실하지는 않다.

7) 자동차의 와이퍼가 작동하는 것 같이, 막대들의 끝과 끝을 이어서 만든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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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원뿔곡선을작도할 수있는 세가지종류의 Linkage 예시

파푸스의경우가이경우에해당하고, 아르키메데스도일정한비례관계를만족하는점의

집합으로포물선을정의하여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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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다양한 동적 상황 속에 나타나는 원뿔 곡선< 11> 

원뿔곡선을 동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보통 초점과 준선을 이용하거나 혹은 곡선 자체의 

동적 특징에 따라 곡선을 정의하는 방법이다 초점과 준선으로 나타낼 수 있는 원뿔곡선은 .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데 그림 의 왼쪽 그림과 같이 모래와 판자를 사용해, < 11>

서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 있다 또한 그림 의 오른쪽 그림과 같이 위성수신 안테나는 . < 11>

전파를 초점으로 모으는 곡면으로 원뿔곡선을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림 의 중간 그. < 11>

림은 공중으로 쏘아 올려진 물체의 궤적과 같은 자연적인 물리 현상이 원뿔곡선으로 표현됨

을 보여준다.

현재 교과서에서 원뿔곡선과 관련된 내용은 어떻게 도입되어 정의되고 있을까 현행 수학교? 

과서에서 원뿔곡선을 도입하는 과정은 그림 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 도입부에 간단< 12> , 

한 활동을 제시한 뒤 활동 내용을 대수적인 식으로 정리한다 그리고 이러한 대수적인 형태. 

를 이차곡선이라고 도입하고 있다[1].

그림 이차곡선의 도입 활동 및 정의< 12> 

이후 그림 에서 볼 수 있듯이 별다른 용어 설명 없이 초점과 준선을 도입하여 원뿔곡< 13>

원뿔곡선을동적관점에서접근하는것은보통초점과준선을이용하거나혹은곡선자

체의 동적 특징에 따라 곡선을 정의하는 방법이다. 초점과 준선으로 나타낼 수 있는 원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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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정의한다.

그림 포물선 초점 준선 축 꼭짓점의 도입< 13> , , , , 

대부분의 경우 이와 관련된 문제는 주로 대수식을 조작하고 활용하는 내용이 제시된다 여. 

기에서 볼 수 있듯이 교육과정에서는 원뿔곡선이라는 기하학적 개념보다는 형식적 체계로서 

대수적 측면을 강조하는 이차곡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원뿔곡선의 대수적 측면은 . 

점들의 집합 또는 조건을 만족하는 자취 등의 취 으로 교과서에 나타나고 있으나 원뿔곡, , 

선의 동적 의미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차곡선을 파악할 때 . 

그림보다는 대수적 식을 우선 시 하고 식을 조작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된다 즉 원뿔곡선. , 

에 대한 두 가지 측면 중 대수적 측면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단점. 

을 보완하기 위해 곡선을 정의하기 전 또는 후에 원뿔 자르기 실생활에서의 종이접기로 원, 

뿔곡선 만들기 와 같은 도구를 도입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은 수학적 개, Linkage . 

념 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기보다는 학습한 내용에 대한 살펴보기 또는 도입 역할과 같, 

은 일회성 에피소드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수학교육에 스토리텔링을 도입한다면 원뿔곡선의 대수적 측면뿐만 아니라 동적 측면을 함, 

께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그림 와 같이 수학적 개념의 도입부에 해당하는 내용. < 11>

은 주로 동적 측면이 많기 때문이고 이것은 스토리텔링을 통한 교수전략 실행에 중요한 요

소가 된다 즉 실생활의 내용을 도입함으로써 학생들의 흥미를 끄는 동시에 실생활 내용을 . , 

계속해서 수학적 개념으로 발전시켜나가는 전략이 스토리텔링에 가미되어야 바람직한 교수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교과서에서 다루는 원뿔곡선의 동적 측면과 관련된 활동은 수. 

학화를 통한 수학적 개념의 형성을 위한 소재가 아닌 학습과정에 나타난 수학적 개념을 도

입하거나 확인하는 일회성 이벤트에 가깝다 만약 이를 보완하여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 

교과서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추상적 개념과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나 도구가 주어진다면 학

생들은 보다 의미 있는 스토리텔링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학생들이 스스로의 활동. 

을 바탕으로 적절한 도구의 도움을 받아 수학적 개념을 형성해간다는 점에서 구성주의 관점

의 교육과 일맥상통한다 할 수 있다 다음의 예는 이러한 활동이 실제로 가능함을 보여준. 

다.

  

그림 포물선의 기하적 관점 대수적 관점 창의적 관점< 14> , , 

여기에서볼수있듯이교육과정에서는원뿔곡선이라는기하학적개념보다는형식적체계

로서 대수적 측면을 강조하는 이차곡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원뿔곡선의 대수적

측면은점들의집합, 또는조건을만족하는자취등의취으로교과서에나타나고있으나,

원뿔곡선의동적의미는더이상나타나지않는다. 그렇기때문에학생들은이차곡선을파

악할때그림보다는대수적식을우선시하고식을조작하는데초점을맞추게된다.즉,원

뿔곡선에대한두가지측면중대수적측면에집중하고있는것이다.교과서에서는이러한

단점을보완하기위해곡선을정의하기전또는후에원뿔자르기,실생활에서의종이접기로

원뿔곡선만들기, Linkage와같은도구를도입하기도한다. 하지만이러한활동은수학적

개념형성과밀접한관계가있다기보다는학습한내용에대한살펴보기, 또는도입역할과

같은일회성에피소드로다루어지는경우가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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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교육에스토리텔링을도입한다면,원뿔곡선의대수적측면뿐만아니라동적측면을

함께부각시킬필요가있다. 이는 <그림 11>와같이수학적개념의도입부에해당하는내

용은주로동적측면이많기때문이고이것은스토리텔링을통한교수전략실행에중요한

요소가된다.즉,실생활의내용을도입함으로써학생들의흥미를끄는동시에실생활내용

을계속해서수학적개념으로발전시켜나가는전략이스토리텔링에가미되어야바람직한

교수전략이라할수있다.그러나교과서에서다루는원뿔곡선의동적측면과관련된활동은

수학화를통한수학적개념의형성을위한소재가아닌학습과정에나타난수학적개념을

도입하거나확인하는일회성이벤트에가깝다.만약이를보완하여이러한활동을바탕으로

교과서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추상적 개념과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나 도구가 주어진다면

학생들은 보다 의미 있는 스토리텔링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학생들이 스스로의

활동을바탕으로적절한도구의도움을받아수학적개념을형성해간다는점에서구성주의

관점의교육과일맥상통한다할수있다.다음의예는이러한활동이실제로가능함을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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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포물선의 기하적 관점 대수적 관점 창의적 관점< 14> , , 

<그림 14>의왼쪽은직접실험해서만든모래곡선을바탕화면으로지정하고, 이 화면

위에서동적기하작도를통하여초점과준선으로정의된포물선곡선과일치함을확인하고

있다. 또한 <그림 14>의 중간그림은모래포물선그림을회전시킨다음메나에크무스가

사용했던대수적비례식을이용한작도법을통하여동일한곡선이그려지는지를확인하고

있다. <그림 14>의오른쪽은이러한성질을이용하여패러글라이딩하는대상을쌓기나무

와거북띠에움직이는애니메이션을추가함으로써창의적인표현을하고있다. 즉, <그림

13>은모래를이용해서포물선을만드는활동을기하적정의,대수적정의와연결짓고,나

아가이를이용한창의적작품을만드는활동으로연계�발전할수있는가능성을보여준다.

5 결론

본연구에서는고대수학자들이어떻게원뿔을정의하고, 절단하였으며, 절단면을왜원뿔

곡선이라이름지었는가에관하여살펴보았다.이과정에서고대사람들이어떻게해서원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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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절단했는지정확히밝혀진바는없지만해시계그노몬의그림자자취나아폴로니우스의

원뿔정의를통해서고대사람들이원뿔을절단한이유를해시계에서추측해볼수있었다.

이러한 관점은 초점이라는 원뿔곡선의 중요 개념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있다. 또한 원뿔곡선과관계된중요한개념인초점과준선이광학의관점과 three-line

and four-line locus 문제에서 발견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또한 원뿔곡선을 그리기 위

해서다양한도구가동원되었으며, 최근의컴퓨터와같은공학적도구의도입으로단순히

원뿔곡선을그리는것뿐만아니라탐구활동의도구가될수있음을보았다.

원뿔의 절단이라는 역사발생적 의미는 실제 경험이 제공되지 않으면 타원 형태를 계란

형태로인식할수있는문제점도가지고있다.원뿔곡선에대한많은연구가고대에이루어

졌고,실용적인작도도구는한참뒤에이르러서야나타났다는점을생각해보면원뿔곡선에

관한학습이실제경험보다는정신적인활동으로이루어졌었음을짐작해볼수있다. 또한

이러한학습경향은최근까지유지되고있으며그에따른학습자의오류및보완활동이연

구되기도하였다.8) 이러한경향에따라원뿔곡선의대수적인측면을주로다루게되었음을

짐작할수있으며, 현재의교과서에도이러한경향이반영되어있음을살펴보았다.

본연구에서는수학교육에스토리텔링을도입하여구성주의관점에서교수전략을실천

하고자할때,그리고창의체험의관점에서수학적개념을다루고자할때,학생들이흥미를

쉽게느낄수있는실생활에서시작된수학적개념을다양한도구의도움을받아점차정교

화하는 수학화 과정이 중요함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원뿔곡선의 동적 측면은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관찰되는 동시에 수학사적으로도 의미 있는 소재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실제로 스토리텔링에 기반한 구성주의 관점의 교수

전략을통한학생들의수학화학습및창의체험관점의학습이가능함을원뿔곡선을예로

들어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지필환경에서다루기힘든원뿔곡선의동적개념에대한학습환경으로

컴퓨터마이크로월드를제안하고있다. 원뿔곡선을정의에따라작도하고그자취를관찰

하여원뿔곡선을발견할수도있고, 원뿔을자르는동영상이나애니메이션을통하여원뿔

절단의의미와절단면을확인할수있다.곡선이동적인의미와정적인의미를동시에가지

고있고, 두 가지모두중요한학습내용임을인식한다면, 이러한동적접근은교육적으로

의미를가진다고할수있다. 이상의관점에서마이크로월드와같은공학적도구의도입은

다음의측면에서수학교육에의미를제공할수있다. 첫째, 교과서로제공할수없는활동

이나 시각적 정보를 학생에게 제시할 수 있다. 원뿔의 절단과 같은 원뿔곡선의 발생적 측

8) 학생들에게원뿔절단은쉽지않은정신적활동으로, 위쪽이좁고아래쪽은넓은계란형태로생각할수있다.

이러한 인식을 고치기 위하여 당드랑의 구 (Dandelin spheres)를 이용하여 원뿔의 절단면이 타원이 됨을

보이 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의 입체를 절단하여 원뿔의 절단면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연구도 이루어

졌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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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은실제실행하기에는힘들지만공학적도구의도움을받아서가상활동, 또는동영상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정적인 이차곡선에 동적인 의미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동적기하환

경과같은공학적도구를이용하면, 지필환경에서는구현하기힘든파푸스의방법과같은

고대그리스시대의방법으로이차곡선의도입이가능하다. 셋째, 다양한원뿔곡선에대한

작도가가능하다. Linkage와같은도구는하나의원뿔곡선만그릴수있기때문에다양한

곡선을그릴수없지만공학적도구는이러한제한에서자유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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