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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세푸스 문제를 활용한 탐구과제의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1)

박 진 원 (제주대학교)

이 경 언 (제주대학교)

Ⅰ. 서 론

2007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보면 수학적 개념, 원리, 법칙의

교수ㆍ학습에서는 생활 주변 현상, 사회 현상, 자연 현상 등의 여러 가지 현상을 학습 소재로 하여

수학적 개념, 원리, 법칙을 도입하며 구체적 조작 활동과 탐구 활동을 통하여 학생 스스로 개념, 원

리, 법칙을 발견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수학적 사고와 추론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귀납,

유추 등을 통해 학생 스스로 수학적 사실을 추측하게 하고, 이를 정당화하거나 증명해보도록 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문제 해결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학생 스스로 문제 상황을 탐색하

고 수학적 지식과 사고 방법을 토대로 문제 해결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게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학생들의 창의력이나 문제해결력 또는 논리적 사고력을 계발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 중

의 하나가 적절한 학습 자료의 개발이다. 김부윤과 이지성(2009, p.443)은 창의적인 과제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수학적 개념을 창의적 수준으로 더 깊게 연구하고 탐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

과 수준에서 접근 가능하면서도 풍부하고 흥미로운 과제들을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며,

Meissner(2000)도 수학 학습에서 매혹적이며 재미있고 흥미 있으며 스릴 있는 동시에 중요하며 자극

적인 도전문제(challenging problem)의 필요를 언급하였다.

요세푸스 문제는 그 규칙이 매우 단순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각색할 수 있다. 해법이나 패

턴의 탐구 측면에서는 귀납적인 관찰이나 시행을 통한 규칙이나 패턴을 찾는 활동에서부터 패턴의

일반화와 증명 수준까지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 또한 원래 문제에서 주어진 것이나 조건을 다양하

게 바꿈으로서 새로운 형태의 패턴이나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요세푸스 문제(Josephus Problem)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창

의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계발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탐구과제를 개발한다. 또한 영재교육을 받

고 있는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용 연구를 하여 과제의 해결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반응과 그

특성을 살펴본다.

이를 연구문제 형식으로 나타내면, 첫째 요세푸스 문제를 활용한 탐구과제가 학생들의 창의적 사

1) 이 글은 연구계획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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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세푸스 문제>

 부터  까지 번호대로  명의 사람들이 원 모양으

로 둥글게 서 있다.  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한 명이 남

을 때 까지  번째 사람을 제거한다. 임의의  에 대하

여 마지막에 남는 사람은 몇 번째 사람인지 구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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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예를 들어, 위의 <그림 2>처럼   인 경우를 살펴보

면, 차례로          가 제거되고, 마지막에

남는 사람은  번째 사람이다.

<그림 1> 요세푸스 문제와 예시

고력 및 문제해결력 신장에 도움이 되는 특성은 무엇인가? 개발한 탐구과제를 이용한 수업에서 학생

들이 보이는 반응 분석을 통해 어떻게 과제를 수정․보완할 것인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요세푸스 문제와 관련 연구의 역사

요세푸스 문제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Flavius Josephus, 기원후 38년경～100년경)가 쓴 『유대 전

쟁사(De bello Judaico)7권, 77-78, 박정수․박찬웅 옮김, 유대전쟁사1, 7.387, p.354』에 나와 있는 요

세푸스의 일화를 배경으로 한 문제이다. 네로황제 시절 로마와 이스라엘은 큰 전쟁을 하게 되었다.

이때 요세푸스는 이스라엘의 장군이었는데, 전쟁에서 패하여 다른 유대인 40명과 함께 동굴에 갇히

는 신세가 된다. 동굴에 갇힌 유대인들은 동굴을 나가 로마군에 잡혀 노예가 되느니 차라리 동굴 속

에서 자살을 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자살을 결심하고 모든 병사가 원모양으로

둘러서서 3번째 위치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자살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요세푸스는 죽고

싶지 않았고 여러 번 설득하려고 했으나 실패했

다. 그러던 중 요세푸스는 한 가지 작전을 생각해

냈다. 제비를 뽑은 사람은 옆 사람에게 죽임을 당

하는 것이었다. 계산을 통해 요세푸스는 다른 한

사람과 마지막까지 살아남게 되었고 그를 설득하

여 로마군에 항복을 하여 살아남게 되었다.

여기서 유래했다고 전해지는 문제가 바로 요세

푸스 문제이다. 요세푸스 문제의 초기 버전은 전

체 사람 중의 반을 제거하는 것이었으나, 나중에

작가들은 최후까지 살아남는 사람에 관심을 가졌

다. Cardan(1539)은 『Practica Arithmetice』에서

이 문제를 처음으로 마지막 사람을 구하는 요세

푸스 문제와 관련시켰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는 어떠한 구체적인 값도 제시하지는 않았다.

최후에 남는 사람에 대한 일반적 경우를 처음 연

구한 사람은 Euler(1775)라고 알려져 있다. 오일러는 마지막 사람  을

≡     mod 으로 제시하였다. 이후 여러 가지 변형 문제 또는 소재를 달리한

문제들이 나타났는데, Buteo(1559)는『Logistica』(p.303-304)에서 15명의 기독교인과 15명의 유대인

이 한 배를 탄 상황으로 문제를 각색하였으며 Bachet(1612)도『Problemes』에서 터키인과 기독교인

에서 최후에 남는 사람을 구하는 문제로 요세푸스 문제로 다루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 吉田光由는

1634년 판『진코기(塵劫記)』에서 まま子だて(繼子立)라는 요세푸스 문제의 변형 문제를 다루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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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 van Etten는 1624년판 『Mnemonics』에서는 40명의 사람과 3번째 사람을 제거하는 경우

로 문제를 제시하였으나 1630년판에서는 40명을 41명으로 바꾸었다.

요세푸스 문제 중에서 몇 가지 대표적인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Logistica』 by Buteo, 1559] 15명의 기독교인과 15명의 유대인이 타고 있던 배가 난파당했

다. 선장은 30명 가운데 15명을 희생시키지 않으면 이 배는 침몰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래서 30

명 전원을 둥글게 세워놓고, 시계방향으로 세어 나가 10번째의 사람을 바다에 던지고, 그 다음부터

세어나가 10번째 사람을 바다에 던지는 것으로, 10번째 만나는 사람마다 희생당하는 것이다. 꾀를 낸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만 희생당하도록 30명을 배열하였다고 한다. 어떻게 배열한 것일까?

② [『Problems』by Bachet, 1612] 15명의 백인과 15명의 터키인들이 타고 있던 배가 난파당했다.

선장은 30명 가운데 15명을 희생시키지 않으면 이 배는 침몰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래서 30명

전원을 둥글게 세워놓고, 시계방향으로 세어 나가 9번째의 사람을 바다에 던지고, 그 다음부터 세어

나가 9번째 사람을 바다에 던지는 것으로, 9번째 만나는 사람마다 희생당하는 것이다. 꾀를 낸 백인

은 터키인만 희생당하도록 30명을 배열하였다고 한다. 어떻게 배열한 것일까?

③ [『塵劫記』by 吉田光由, 1634] 옛날에 30명의 자녀를 둔 부유한 농부가 있었는데, 이중 15명은

전처(前妻) 소생 자녀이며 나머지 15명은 후처(後妻) 소생이었다. 후처는 자신의 아들이 전 재산을

물려받기를 원했다. 하루는 남편에게 30명의 아이들을 원 모양으로 세우고, 누군가 한 명을 첫 번째

로 정한 후 10명마다 한 명씩 빼서 마지막 남는 아이에게 재산을 물려주자고 말했다. 후처가 자신의

아들들을 세우고 시작하자 곧 14명의 전체 소생의 자녀들이 떨어졌다. 1명 남은 전처 소생의 아들이

이제부터는 방향을 바꿔서 자신부터 진행하자고 하였다. 후처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이를 허락

하였다. 그러자 이후로 후처 소생의 아들들이 모두 제거되어 전처 소생의 아들이 전 재산을 물려받

았다고 한다. 어떻게 배열하였는가?

④ [King Arthur's Problem, 『Math for smarty pants』by marilyn Burns, 1982] 아서왕에게는

결혼 적령기의 아름다운 딸이 있었다. 딸을 결혼시키기로 결심한 아서왕은 온 나라에 신랑감을 구하

는 방을 붙였다. 아서왕은 공주와 결혼을 한 사람은 나라 안의 어려운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하기 때

문에 지원자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결혼 상대자를 선택하는 당일에 아서왕은 놀

라지 않을 수 없었다. 무려 177명이 지원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서왕의 막

대한 재산을 노리고 신청을 한 것이었다. 아서왕은 매우 화가 났지만 참고 이들을 모두 원모양으로

둘러 세웠고, 첫 번째 사람을 결정하고는 “자네는 살았네”, 두 번째 사람에게는 “자네는 죽었네”, 세

번째 사람에게는 “자네는 살았네”와 같이 마지막 사람이 남을 때까지 계속하였고, 마지막에 남은 사

람의 공주의 신랑이 되었다고 한다. 공주의 신랑이 되려면 어디에 서면되는가?

대부분의 문제는 처음 몇 명에서 시작하는가? 몇 사람마다 제거되는가? 몇 사람의 남는가?의 조

건을 기준으로 나눌 수 있으며, 처음 몇 명이 시작하는가와 몇 번째 사람이 제거되는가가 결정되면

2) 요세푸스 문제에 대한 연구물에 대한 내용은 http://www.g4g4.com/MyCD5/SOURCES/ 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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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에 남는 사람이 바로 결정되는 문제이다. 포함되어 있는 규칙도 매우 간단하며 특히 귀납적인

관찰을 통해 충분히 규칙의 발견이 가능하며, 발견된 규칙을 보다 큰 수에 적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발견된 규칙에 대한 증명은 재귀적 패턴에 대한 이해와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하여 가능하므로, 다양

한 수준에서 학습 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Ⅲ. 선행연구 고찰

요세푸스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보면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기호와 용어를 사용하여 해법을 설

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연구를 소개하는데 효율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기호와 용어를

먼저 정의할 필요가 있다.

①  : 요세푸스 문제에서 처음에 원 모양으로 서는 사람들의 수로 보통  부터  까지 번호를

부여한다.

②  : 원 모양으로 둘러싸인 사람들을 제거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수로, 예를 들어    인 경우

에는 한 사람 건너서 제거된다. 즉,    ⋯ 과 같은 형식으로 제거된다.

③   : 요세푸스 문제에서 최후에 남는 사람의 번호이다.    인 경우는 표준 요세푸스

문제이며, 이 경우에   또는   로 나타낸다.

④ 표준 요세푸스 문제(standard Josephus problem, traditional Josephus problem) :    인 경

우에 최후에 남는 사람을 구하는 문제를 표준 요세푸스 문제라고 한다.

⑤ 확장된 요세푸스 문제(extended Josephus problem, generalized Josephus problem) : 확장된 요

세푸스 문제는 표준 요세푸스 문제에서 ≧  이상인 값을 갖거나 제거하는 시작점이나 방향을

변형시킨 문제이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

㉠    인 경우로   ⋯ 와 같은 차례로 제거하는데 이를   또는   로 나

타낸다.

㉡ 표준 요세푸스 문제에서는  부터 시작해서 차례로 제거하지만, 동시에 두 곳에서 제거를

시작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즉,  이 짝수일 때,  과 

  부터 시작하는 경우이

다. 이를    또는   으로 나타낸다.

㉢ 표준 요세푸스 문제에서는 한쪽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지만, 진행 방향을 중간에 바꿀 수도

있다. 일본 산학서인『진코기(麈刧記)』에 제시되어 있는 문제를 예로 생각할 수 있다.

요세푸스 문제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크게 수학적 연구, 프로그래밍적 연구, 수업 적용 연

구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수학적 연구와 프로그래밍적 연구는 학교 수학에서 다룰 수 있는 범위

를 넘어서는 전문 수학적인 연구가 대부분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초․중․고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

고 풀 수 있는 창의적 탐구과제의 개발이므로, 이러한 목적에 도움이 될 만한 연구 내용 특히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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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흥미나 도전의식을 자극할 만한 내용을 소개하거나 연구의 전체적인 흐름을 제시하는 것을 중

심으로 하였으며, 표준 요세푸스 문제나 확장된 요세푸스 문제의 증명은 부록을 통해 제시한다.

1. 수학적 연구

요세푸스 문제와 관련된 연구에는 요세푸스 문제의 수학적 성질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한 연구

가 많다.(T. Yamauchi, T. Inoue & S. Tatsumi, 2009; A. S. Baragh, 2002; P. Schumer, 2002; C.

Groör, 2003). 이러한 수학적 연구는 주로 요세푸스 문제의 해법과 그 증명, 그리고 요세푸스 문제의

일반화와 관련된 연구들로써 그 연구내용이나 범위가 매우 유사하다.

T. Yamauchi, T. Inoue 와 S. Tatsumi(2009)의 연구를 살펴보면,   인 경우로 부터 출발하여

 인 경우의 성질을 증명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요세푸스 문제의 변형 중에서   의 해법

과 성질을 설명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몇 가지 정리 중에서   ,   의 성질

은 요세푸스 문제의 기본적인 정의를 활용하여 증명할 수 있는 수준의 명제들로서, 요세푸스 문제의

증명과 관련된 탐구과제의 개발의 자료로 활용가능하다. 이밖에도 이 논문에서는 두 방향 제거방법

(two processes of elimination)을 이용하여 확장된 요세푸스 문제와 이 문제의 성질을 제시하였다.

특히 흥미를 끄는 성질로 제거되는 사람의 번호를 그래프로 나타내어 프랙탈 그래프와 유사함을 제

시하고 있다.

수학적 연구를 통해 알려진 요세푸스 문제와 확장된 요세푸스 문제의 일반적 해법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1)     
log    

   
log   

, 단  는  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2)      , 단      ,  ≦    .

(3)    ⋯  (  의 이진수표현)이면,    ⋯  .

(4)     은        ,       인 경우에

    






  



   








  i f     
  







 

  i f    

      






 



특히,      인 경우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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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래밍적 연구

요세푸스 문제와 관련된 프로그래밍적 연구는 요세푸스 문제의 해법을 프로그래밍화하여  과 

가 제시되었을 때 제거되는 사람을 차례대로 보여주거나 최종적으로 남는 사람을 보여주는 프로그래

밍의 작성과 관련된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 중에서 웹 상에서 직접 확인 할 수도 있는 예로는 펜실베니아 주 Shippensburg

University의 수학과 교수인 Doug Ensley가 제공하는 아래 <그림 3>과 같은 인터페이스가 있다. 여

기에서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를 입력하면 제거되는 사람의 번호와 최종적으로 남는 사람의

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Salguod Yelsne는 이 사이트의 리뷰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탐구될 수 있

는 질문들, 즉 재귀적인 추론을 사용하여 규칙을 탐구하는 동안 나타나는 패턴을 찾도록 하는 질문

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림 3> Doug Ensley의 요세푸스 인터페이스

(http://webspace.ship.edu/deensley/mathdl/Joseph.html에서 인용)

프로그래밍적 연구의 또 다른 예는 실제로 C++과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제작된 요세

푸스 문제 풀이 알고리즘을 프로그래밍하고 분석하는 방법이다. Donald E. Knuth의 The Art of

Computer Programming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예술, 류광 역)에서는 C++을 이용하여    의 경

우에 마지막 사람을 구하는 문제와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으며(p.204, p.228, p.609), Yamauchi, T.

Inoue와 S. Tatsumi(2009)의 연구에서도 Mathematica와 Java applet을 활용하여   와 두 방향

제거방법을 이용하는 확장된 요세푸스 문제의 결과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래밍적 연구는 교육적 적용을 고려한 연구라기보다는 요세푸스 문제를 해결하는 보

다 효율적인 알고리즘 혹은 프로그래밍을 작성하는 연구로서, 특히 전산학이나 프로그래밍 언어를

학습하는 대학생을 위한 프로그래밍 연습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연구들의 결

과는 탐구과제의 제작에 활용하기보다는 실제로 관찰 가능하도록 제시된 컴퓨터 인터페이스 환경에

서 귀납적 관찰이나 자신의 추측을 검토해보는 방법으로 활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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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업 적용 연구

요세푸스 문제 혹은 요세푸스 문제를 변형한 문제를 실제 교수․학습 상황에 적용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는 수학적인 측면에서의 연구에 비해서 수업 적용을 목적으로 한 연구 및 자료 개발이 부족

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의 두 연구는 요세푸스 문제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수준에서 학생들의 귀

납적 관찰을 통해 패턴을 찾도록 하는 연구이다.

D. A. Green(2002)은 요세푸스 문제와 매우 유사한 아서왕 문제를 소재로 하여 창의적이고 협동적

인 문제해결 과정을 연구하였다.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 학생들은 다이

어그램을 그리거나 표를 만들어 마지막에 남는 사람에 대한 답을 구하였고,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

는 규칙과 패턴을 탐구하였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승리하는 사람의 번호는 점점 커지고 2씩 건너

뛰며, 모두 홀수이다”, “첫 번째 사람은 전체 사람의 수가 1, 2, 4, 8, 16 일 때 승리하는데 이 수들은

모두 2의 거듭제곱이다”, “마지막 사람은 전체 사람의 수가 1, 3, 7, 15 일 때 승리하는데, 1에서 시작

해서 2배를 하고 다시 1을 더한다”와 같은 규칙들을 스스로 발견하였다. 이 연구에서 표 만들기, 패

턴을 조사, 문제를 보다 간단히 만들어 풀기, 추측하고 확인하기, 논리적 추론과 같은 다양한 문제해

결 방법을 사용하도록 학생들을 격려하였으며 학생들도 개인적 혹은 소그룹 활동을 통해 도전적으로

과제에 참여하였음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의 대상이 초등학생이므로 엄밀한 접근이나 증명에 대해서

는 언급하지 못하지만 귀납적인 관찰과 탐구를 통해 규칙을 찾고 이를 수학적인 표현으로 나타내며

발견한 규칙을 보다 큰 수에 적용하여 결과를 확인해 보는 활동은 학생들의 사고력 신장에 매우 필

요함은 분명하다.

V. Kathota(2009)도 역시 이진수표현을 활용한 요세푸스 문제의 풀이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9학

년 학생 75명을 대상으로 하여 1시간 수업을 2차시 실시하였다. 첫 번째 시간에는 요세푸스 문제의

해법을 탐구하는 시간으로 임의의 수의 사람의 주어졌을 때, 마지막에 남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찾는

과제를 제시하였고, 두 번째 시간에서는 학생들에게 마지막 남는 사람의 번호와 이진수표현 사이의

관계를 발견하는 과제를 부여하였다. 대부분의 학생이 첫 번째 과제의 패턴과 이진수표현에 대해서

는 이해하였지만 몇 명의 학생만이 둘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였다. V. Kathota는 요세푸스 문제는 다

양한 수준에서 접근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패턴을 인식하기, 일반화된 패턴을 찾는 방법을

결정하기, 공식을 얻기, 공식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다른 상황에서 공식을 적용해 보기, 효과적인

공식을 만들기 위한 증명을 고안하기, 문제를 일반화하고 확장하기 등과 같이 다양한 방법과 수준에

서의 접근이 가능하다.

요세푸스 문제의 수학교육적 활용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되지만 실제로 요세푸스 문제가 포

함하는 다양한 성질이나 확장의 방법 등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다. 요세푸스 문제가 창

의적 사고, 협동적인 문제해결 능력의 향상,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과 같은 수학교육의 목표 달성을

위해 활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요세푸스 문제의 체계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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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탐구자료 개발 및 적용 연구

1. 탐구과제 개발 필요성 및 방향

창의적인 인재의 양성을 위한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과 선

발된 인재에 대한 적절한 교육일 것이다. 이 중 교육적 측면을 살펴본다면 우수한 전문 교사의 양성

과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의 마련이 될 것이다. 이는 곳 우리나라 영재교육에서 계속적으로 개선되어

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들이다(조석희, 2004, 김미숙, 2007). 또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16

개 시․도교육청 장학사들은 영재교육과 관련된 문제점 중의 하나로 프로그램 및 교수학습 자료 개

발 및 보급 문제를 지적하였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단위 영재교육 기관급

별로 실제 활용이 가능한 실질적 교수학습 자료와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 및 업데이트가 필요하

다고 지적하고 있다(김미숙, 2007).

그렇다면, 영재 혹은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갖추어야 할 특성은 무엇인가? 조석희

(2004)는 현재 영재 교육 프로그램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영재 교육 프로그램이 갖추어야 할 특성을

“학생중심, 과정 중심, 탐구 중심, 문제해결 중심, 산출물”과 같은 접근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일반적인 영재교육 자료 개발 지침에 그친다고 볼 수 있으며 자료

개발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시사점을 얻기는 어렵다. 실제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두 시간

혹은 세 시간 동안의 수업을 어떻게 체계화하고 조직할 것인가? 또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경화(2003)는 폴리아의 수학적 탐구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영재교육 자

료 개발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자료 개발과 적용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폴리아는 개연적 추

리를 통하여 수학적인 추측을 하고 이를 탐구하여 타당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수학활동에서 매우 중

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수학 영재아를 대상으로 하는 수업에서 그들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발전시킴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개연적 추리는 유추, 특수화,

일반화, 관찰을 통한 추측 등의 사고 과정이 긴밀하게 연결되고 발전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영

재교육 자료의 개발에 직접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있다. 또한 관찰을 통해 증명에 까지는 이르지 못

해도 임시적인 일반화, 추측을 할 수 있고, 추측한 후에는 특수한 경우에 적용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

후, 추측을 더욱 신뢰하게 되며 좀 더 정확하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게 된다. 더하여 폴

리아는 탐구문제가 갖추어야 할 세 가지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학생이 문제 제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고립된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문제를 관련짓게 하는 풍부한 배경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3) 관찰하고 추측하며, 귀납적으로 논증하는 것, 곧 개연적으로 추리함으로써 해결하도록 하는 문

제여야 한다(Polya, 1965; 이경화, 200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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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요세푸스 문제를 활용한 탐구과제를 개발하였다. 먼저, 교

사가 일방적으로 문제를 제시하거나 과정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을 활용하여 문제를 일반적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수치에

대한 관찰과 탐구를 통해 패턴을 탐구하는 활동을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

들로 하여금 일반화를 시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귀납적인 추론이나 특수한 수칫값을 통한 확인 수

준을 벗어나 증명하는 수준까지 과제를 구성하였다. 또한 브라운과 월터(Brown & Walter, 1983)가

체계적으로 문제를 만드는 방법으로 제시한 ‘What if not' 전략을 사용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새로운

문제 상황을 제기하고 이를 다시 분석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포함시켰다. 문제의 해결 또는 증명에

이른 후에 문제 해결을 반성하는 가운데 주어진 조건을 바꾸거나 부정하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스

스로 새로운 문제를 만들고 이를 분석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보다 학생 중심적이며 탐구의 과정을 중

시하는 과제가 될 것이다.

2. 개발된 탐구과제의 내용

학습 자료 개발에 있어서 중점을 둔 것은 학습 계열을 체계화하여 제시하고, 제시한 활동의 목표

와 지도 방법 및 유의점 등을 명시하여 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는 교사들의 이해를 돕는 것이다. 각

과제의 풀이에 있어서 교사는 관련된 내용, 유용한 전략, 일반화의 유형, 증명에 대한 지식 등을 충

분히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지도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힌트보다는 학생들의 학습

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실제 학습에 활용하는 교사는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적절한

학습 범위를 설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영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제 수업이나 탐구 과제를 개발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 중 하

나는 영재학생들이 선행학습 등을 통해 이미 학습하고자 하는 어떤 정리나 법칙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학생들은 관찰, 귀납적 추론, 유추와 같은 아이디어를 사용하여 문제에 접

근하기 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기록하고 이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하는 수준에서 머물게 된다.

이러한 면에서 요세푸스 문제는 다른 소재들보다 참신하고 또한 다루는 수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학생들에게까지도 적용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탐구과제의 제목은 “코스모스 잎으로 오늘의 운세를 알아봅시다.”이며,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각 과제에 포함된 활동 내용과 활동 목표, 유의점을 정리하면 <표 2>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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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1

활동 2 활동 3

활동 4

활동 5활동 6

활동 7

활동 8

활동 9

<그림 4> 활동의 체계화 및 구조화

활동 내용 활동 목표 유의점

과제 1

<활동1> 실제로 해보기

<활동2> 패턴의 발견을 위한 탐구활동

(표, 그림, 패턴 찾고 제시하기)

<활동3>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활용한

탐구(패턴 찾기와 제시하기)

<활동4> 수학적 표현으로 바꾸기

<목표 1> 표준 요세푸스 문제에 포함된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

<목표 2> 표준 요세푸스 문제에서 발견

된 패턴을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 관찰, 귀납적 추론 등

다양한 전략 사용을 유도

* 컴퓨터 인터페이스 환경

은 관찰이 있은 후, 패턴

의 탐구 과정에서 제시

과제 2 <활동5> 표준 요세푸스 문제의 증명
<목표 3> 표준 요세푸스 문제의 일반적

해법을 증명할 수 있다.

* 학생의 수준에 따라 생

략가능

과제 3

<활동6> 새로운 문제제기와 일반화

<활동7> 제기한 문제의 패턴 찾기와 일

반화된 문제의 패턴 찾기

<활동8> 수학적 표현으로 바꾸기

<목표 4> 확장된 요세푸스 문제를 만들

수 있다.

<목표 5> 확장된 요세푸스 문제의 패턴

을 발견하고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 문제 만들기에서 What

if not 전략의 사용

* 제기된 문제에 대한 표

현과정이 반드시 필요

과제 4 <활동9> 확장된 요세푸스 문제의 증명
<목표 6> 확장된 요세푸스 문제의 일반

적 해법을 증명할 수 있다.

* 학생의 수준에 따라 생

략가능

<표 1> 탐구과제의 활동 내용, 활동 목표, 유의점

과제 1은 4개의 활동으로 구성되며, 실물 또는 구체물을 이용하여 과제에 익숙해지는 활동으로부

터 시작한다. 이어서 과제에 대한 관찰과 귀납을 바탕으로 하여 표준 요세푸스 문제에 포함된 패턴

을 찾고 이를 수학적으로 표현해보며, 자신이 발견한 패턴을 이용하여 다양한 값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는 활동을 한다. 과제 2는 과제 1의 활동을 바탕으로 발견되고 표현된 패턴이나 규칙을 수학

적으로 증명하는 활동이다. 여기에서는 표준 요세푸스 문

제에 대한 증명을 다룬다. 과제 2는 학생들의 수준에 따

라서 생략하거나 개략적인 설명 수준에서 다룰 수 있다.

과제 3은 과제 1과 과제 2에 포함된 활동을 바탕으로 학

생들 스스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해보는 활동과 확장되고

일반화된 요세푸스 문제에 대하여 탐구하도록 구성한 과

제이다. 활동 6의 새로운 문제 제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값에 따른 방법, 제거방향의 변화에 따른

방법 즉, 한 방향으로 제거하는 경우, 중간에 방향을 바꾸

는 경우, 동시에 두 곳에서 제거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과제 4는 과제 2와 성격이 동일하다. 즉, 과제 3에

서 발견한 규칙이나 패턴을 수학적으로 증명해보는 활동

을 포함한다. 과제 4 역시 과제 2와 마찬가지로 학생의

수준에 따라 생략하거나 개략적인 설명 수준으로 다룰 수

있다.

각 과제에 포함된 활동들의 흐름과 관련성은 <그림 4>

와 같으며, 구체적인 활동지는 <부록 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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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탐구과제 적용 연구

본 연구에서는 대학 부설 영재교육원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중학교 1학년 영재반 학생중에서 희

망하는 학생 O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다. 영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을 선정한 것은 귀납적 추론

을 통한 패턴의 발견뿐만 아니라 이를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일반화하는 능력을 보고자 하였기 때문

이다.

본 연구는 탐구과제의 해결과정에서 학생들이 보이는 사고 패턴과 문제의 규칙을 수학적으로 나

타내는 능력, 일반화하고 이를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능력을 보기 위해 질적 사례연구를 이용한다. 이

를 위해 학생들에게 학습지를 제공하고, 자신의 생각과 풀이 과정을 자세히 기술하도록 유도한다. 또

한 학생들 간의 대화를 비디오로 녹화하고 자료를 전사하여 문제해결의 과정, 수학적 표현, 패턴의

일반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분석한다.

Ⅴ.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탐구과제 해결 과정을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로 구분하여 각 과정에서

학생들이 보이는 반응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개발된 탐구과제의 적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1. 패턴 발견 과정

2. 패턴의 수학적 표현 과정

3. 문제해결에서의 의사소통 과정

4. 패턴의 일반화 과정

5. 새로운 문제 제기 및 문제의 확장 과정

6. 수학적 증명 과정

Ⅵ. 결론 및 제언

연구를 정리하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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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탐구학습 활동지(활동 과제만 제시)

★

1

2

3

4

<코스모스 잎으로 오늘의 운세를 알아봅시다>

여름이 되면 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아카시아 나뭇

잎을 한 번씩 따 보았을 것입니다.

나뭇잎을 하나씩 따면서 하루의 운을 시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첫째 잎을 따면서 “운이 좋아”하고 말합니다. 두 번째 잎을 따면서

“운이 나빠” 하고 말합니다. 또 세 번째 잎을 따면서 “운이 좋아”

말합니다.

이렇게 나뭇잎을 차례대로 하나씩 따면서 “운이 좋아”와 “운이

나빠”를 한 번씩 번갈아 말합니다.

만약 중앙에 있는 나뭇잎(★)이 마지막까지 남는다면 그날은 “운

이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운이 좋은 날일까요?

<활동 1> 나눠 준 아카시아 모형을 가지고 오늘은 운이 좋은 날인지 확인해 보시오.

<활동 2> 아카시아 나뭇잎은 잎이 보통 15개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 자라고 있는 아카시아 나뭇잎은 11개짜

리도 있고 13개짜리도 있었습니다. 또 토끼가 먹어버렸는지 9개만 남은 아카시아 나뭇잎도 있었습니다. 이런 잎

들로 오늘의 운을 시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활동 3-1> 다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화면에 n=15와 k=2를 입력하고, 결과를 확인해보세요. 화면에서 제

공하는 결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활동 2>의 결과도 확인해보세요.

<활동 3-2> 마지막에 남는 잎의 번호에 어떤 규칙이 있는지 찾고 싶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규칙을

찾아보세요.

<활동 4-1> 찾은 규칙을 수학적인 기호로 표현해보세요. 여러 가지 수를 넣어서 자신의 추측이 맞는지 확인

해보세요.

<활동 4-2> 잎이 수가 13개일 때도, 중앙에 있는 잎이 마지막에 남도록 하고 싶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자해서

잎을 따면 될까요? 왜 그런지 설명해 보세요.

<활동 5> <활동 4-1>에서 확인을 하였지만, 수학적인 증명은 아닙니다.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을 배워봅

시다.

<활동 6-1> 아카시아 잎을 따는 활동에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조건들이 있었는지 제시해보

세요.

<활동 6-2> <활동 6-1>에서 확인한 조건들은 바꿀 수 없을까요? 만약 이 조건들이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

요? 바뀐 조건과 결과를 모형이나 컴퓨터로 확인해보세요.

<활동 7-1> 확인한 결과를 보고 이 속에 포함된 규칙을 설명해 보세요.

<활동 7-2> 만약에 잎을 따는 순서가 중간에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10번째 잎을 딴 후부터 방

향을 반대로 하여 잎을 따면 마지막에 남는 잎은 어떻게 될까요?

<활동 7-3> 앞선 활동에서는 1번 잎에서부터 잎을 땄습니다. 만약 1번과 14번 잎에서 각각 시계방향과 반시

계방향으로 잎을 번갈아 가면서 딴다면 마지막 남는 잎은 어떻게 될까요?

<활동 8> 바뀐 조건과 결과를 보고 새롭게 제기된 조건에서 어떤 규칙을 찾았다면 이를 수학적인 기호로 표

현해 보세요.

<활동 9> 몇 가지 새롭게 만든 규칙을 증명해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