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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ilizing ‘Wonyongsambanghogu’ in
mathematics education

원용삼방호구 (圓容三方互求)의 수학교육적 활용

Yang Seong Hyun 양성현

Based on the importance and the necessity of the study on history of mathemat-
ics and mathemtics education using history of mathematics for finding the cultural
identity and values of our traditional mathematics, we refer to two types of teach-
ing and learning methods utilizing ‘WonYongSamBangHoGu’, the second theme
of ‘SanSulGwanGyeon’ written by Lee Sang Hyuk. First, we present various cases
of ‘WonYongSamBangHoGu’ constructed utilizing kind of mathematics learning
software, GeoGebra by high school freshmen belonging to the Education Centers
for the Gifted in Seoul Science Park. Second, We modernly reinterpret the ques-
tions contained in ‘WonYongSamBangHoGu’ and show several developed items
using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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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세계화의 시대에 못지 않게 그에 반하여 우리의 것을 제대로 알고 지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사회, 문화, 예술 전반에 일고 있다. 그러한 움직임은 학문의 영역에서도 간과될 수 없으며

수학 역시 예외가 아니다 [14]. 학생들이 수학을 더 이상 서양만의 수학이 아니라 우리의

수학이고, 더 나아가 인류문명 공동의 문화적·학문적 자산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교

실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18]. 더불어 우리 전통 수학의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다면

정의적 측면과 관련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14].

우리나라에서도 수학사적 자료를 도입하여 수학의 역사 및 수학의 사상적 배경 등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교과 내용에 흥미를 유발하고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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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 [1,5,12,15,16]는 한국수학사학회를 중심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으며 지금도 활발한 연구 [3, 4, 8, 20]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수학사가 수학교육에서 가지는 중요성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지만 수학사

와 수학교육을 연결시킨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3].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실태를 보아도 각 단원의 도입 부분이나 마무리 부분에 그 단원과 관련된 수학사와 생활

속의 수학을 수록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상의 내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경우가 드물고 있다 해도 관련 수학자의 언급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7]. 특히 우리나라의

수학사에 대한 언급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며 학생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동기를

유발하는 역할을 할 뿐 수학 학습에서 수학사가 가지는 고유의 장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은

드물다 [3, 4]. 최근 스토리텔링을 수학교육에 도입하려는 시도 중의 하나로 수학사가 부

각되고 있으나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어떻게 수학교육에 접목시켜야 할지에 대한 연구는

계속 진행 중에 있다고 볼 수 있다 [3].

수천 년 전에 형성된 수학조차도 대부분의 내용이 과정에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므로 수학사를 활용한 지도는 수학 학습에 자극제로서 도움이 될 것이다 [21]. 그러나

중등교육과정에 있어서 학교 현장에서 수학사를 활용한 실천적인 적용 사례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수학사적 소재를 활용하여

교실수업에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활용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조선 시대 산학자 중의 한 사람인 이상혁 (李尙爀)이 저술한 산술관견 (算術管

見)과 그 내용 중 두 번째 주제인 원용삼방호구 (圓容三方互求)를 2장에서 간략히 정리하고

3장에서는 원용삼방호구를 중등 교육과정에서 활용한 두 가지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였

다. 3장 1절에서는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 영재교육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학습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인 GeoGebra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원용

삼방호구를 작도한 사례를 제시하였으며, 3장 2절에서는 원용삼방호구에서 제시한 문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이를 활용하여 개발한 다양한 문항들을 제시하였다.

수학사를 활용한 이런 문제들은 수학의 뿌리를 알려주고 수학의 보편성과 수학의 문화

적 가치를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22]. 조상의 수학적 유산과 그로 인해 야기되는 문화적

자부심을 현재의 우리의 학생들에게 전하는 것은 수학교육에 있어서 충분한 가치와 의미가

있을 것이다.

2 산술관견과 원용삼방호구

조선 산학과 조선 시대 산학서에 대한 선행 연구 [2, 10, 13, 14, 17], 이상혁과 산술관견에

대한 선행 연구 [9–11, 23–25]를 토대로 이상혁과 산술관견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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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혁 (李尙爀, 1810〜?)은 역대 64명의 주학입격자를 낸 산학자 집안 출생으로 1832년

(壬辰) 8월에 입격하고, 1833년 (癸巳)에 관리가 되었다.「차근방몽구 (借根方蒙求, 1854)」,

「산술관견 (算術管見, 1855)」,「익산 (翼算, 1868)」등의 산학서와 천문학서「규일고 (揆日

考, 1850)」를 저술하였으며, 여타 중인 산학자들과는 달리 주제 중심의 서술 및 예를 통한

설명식의 책을 집필하고 다양한 중국 수학 및 서양 수학책을 접함으로써 수학의 체계화와

이론화를 꾀한 조선 최고의 산학자 중의 하나이다 [19].

연번 제목 내용

주제1 각등변형습유
(角等變形拾遺)

정다각형의 한 변을 알 때 그것의 넓이와 내접원의 지름
및 외접원의 지름을 구하거나, 역으로 정다각형의 넓이를
알 때 한 변을 구한다.

주제2 원용삼방호구
(圓容三方互求)

원 안의 한 변의 길이를 알고 합동인 3개의 정사각형이
품 (品)자 모양으로 있을 때 원의 지름을 구하며, 역으로
원의 지름을 알 때 정사각형의 한 변을 구한다.

주제3 호선구현시 (弧線求弦矢) 호의 길이나 각의 크기를 알 때 정현 (正弦 : r sin θ)과 정
시 (正矢 : r − r sin θ)를 구한다.

주제4 현시구호도 (弦矢求弧度) 호선구현시의 역으로 정현과 정시로부터 호의 길이 rθ와
각의 크기 θ를 구한다.

부제
불분선삼률법해

(不分線三率法解)

구면삼각형에서 두 변과 그 낀 각을 알 때 나머지 두각을
구하며, 역으로 두 각과 그 사이에 낀 변을 알 때 나머지
변을 구한다.

Table 1. Contents of SanSulGwanGyeon; 산술관견 (算術管見)의 구성 [9]

산술관견 (算術管見)의 목록은 Table 1과 같이 네 개의 주제와 한 개의 부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술 방식은 ‘문 (問)-답 (答)-술 (術)-도해 (圖解)’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두

번째 주제인 ‘원용삼방호구 (圓容三方互求)’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며 저자 스스로

독창성을 주장하였다.

或問曰圓內容三小方形宜有圓徑方邊相求之法

而古無傳者 蓋試思之遂解二術如左

어떤 사람이 원 안에 세 개의 정사각형이 있을 때, 원의 지름과 정사각형의

변을 서로 구하는 방법이 마땅히 있는지 물었다. 그러나 옛날에 전해지는 것이

없어서 생각해 본 끝에 아래와 같은 두 가지 방법을 알게 되었다.

3 원용삼방호구의 수학교육적 활용

3.1 GeoGebra를 활용한 원용삼방호구의 작도

본 절에서는 수학학습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인 GeoGebra와 대수적 계산을 병행하여 다양

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원용삼방호구를 작도하는 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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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적용한 수학학습 소프트웨어는 GeoGebra이며 이 프로그램의 선택 이유는 확장

가능성, 조작의 용이성, freeware 세 가지이다. GeoGebra는 기존의 DGS1)가 지니고 있는

모든 인터페이스를 내장하고 있으며 GrafEq가 지니고 있는 모든 기능2)도 내포하고 있는 교

수학습 소프트웨어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장점은 조작의 용이성이다. 3시간의 교사 연수를

통하여 중·고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사용가능한 전반적인 내용의 전달이 가능하며 함수

입력에 관해서도 10분 정도의 설명이면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루어지는 모든 함수를 대수창을

이용하여 입력할 수 있다 [6].

본 연구의 실험은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 영재교육원의 수업의 일부로 진행된 것이며 연

구자가 영재교육 강사로 참여하였다. 대상 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 20명이며 수업의 구성은

Table 2와 같이 총 2차시 4시간을 구성되었다.

구분 수업 내용

1차시 전반부 GeoGebra 인터페이스 활용에 대한 강의 및 조작 연습

후반부 2차시에 치루어지는 도형 작도 문제와 동형 문제 제시 및 풀이

2차시 전반부 GeoGebra를 활용한 도형의 작도와 관련한 학생 개별 테스트

후반부 개인별 문제 해결 과정 발표

Table 2. Structure of the class; 수업의 구성

1차시의 전반부에는 GeoGebra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활용 방법에 대한 강의를 들으며

동시에 직접 조작해 보는 시간으로 구성되었으며, 후반부에는 교사가 Figure 1과 같은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GeoGebra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교사의 설명과 함께 직접 도형을 작도해

보는 수업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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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onstruct shapes utilizing GeoGebra; GeoGebra를 활용한 도형의 작도

2차시의 전반부에는 연구자가 Figure 2의 오른쪽과 같은 활동지와 함께 제시한 문제를 학

생들이 제한된 시간 동안에 해결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후반부에는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자신의 문제해결 과정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1) Dynamic Geometry Software
2) 대수창에 함수를 직접 입력하면 기하창에서 입력한 함수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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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WonYongSamBangHoGu source and GeoGebra activity paper; 원용삼방호구 원문과
GeoGebra 학생 활동지

본 연구에서는 2차시에 제시된 작도 문제 중 원용삼방호구의 다양한 작도 과정을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활동지를 통하여 학생들이 작도에 어떠한 대수적 계산이 동반되었는지 확인하였으

며, 학생들이 제출한 GeoGebra파일을 통하여 작도 과정에서 사용한 명령어와 구성단계를

‘구성단계’ 및 ‘구성단계 네비게이션바’ 기능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원용삼방호구의 작도에 앞서서는 우리나라 수학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자긍심을 일깨우고

학생들의 학습 동기 유발을 위하여 Figure 2의 왼쪽 화면과 더불어 이상혁과 산술관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제공되었다.

학생들이 원용삼방호구를 작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첫 번째는

원용삼방호구가 가지는 기하학적 성질을 이용하여 순수한 고전적 작도를 이용하여 작도한

경우이고 두 번째는 대수적 계산 과정과 GeoGebra의 인터페이스를 동시에 활용하여 작도한

경우이다.

Figure 3은 대수적 계산 과정 없이 주어진 도형의 성질만을 이용하여 작도한 상황이다.

먼저 세 개의 정사각형을 작도한 후 원에서 현의 수직이등분선이 원의 중심을 지난다는 성질을

이용하여 두 현의 교점 (원의 중심)을 작도한 후 이 교점을 중심으로 하고 외접하는 사각형의

꼭짓점까지의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여 품 (品) 자 모양의 정사각형 세 개에 외접하는 원을

작도한 사례이다.

대수적 계산 없이 작도한 또 다른 사례로는 Figure 4와 같이 좌표축과 격자를 활용하여

정사각형을 작도한 후, 대수적 계산 없이 GeoGebra의 인터페이스의 한 기능 (세 점을 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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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WonYongSamBangHoGu constructed utilizing GeoGebra(1); GoeGebra를 활용한 원
용삼방호구의 작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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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WonYongSamBangHoGu constructed utilizing GeoGebra(2); GoeGebra를 활용한 원
용삼방호구의 작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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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WonYongSamBangHoGu constructed utilizing GeoGebra(3); GoeGebra를 활용한 원
용삼방호구의 작도 (3)

원 작도 기능)을 활용하여 작도한 사례이다. 위 방법과 동일하게 세 개의 정사각형을 작도한 후,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대수적으로 계산하여 작도한 사례도 있었다. 이 방법은 대수적

계산 과정과 GeoGebra의 인터페이스를 동시에 활용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대수적 계산 과정과 GeoGebra의 인터페이스를 동시에 활용하여 작도한 또 다른 사례는

Figure 5이다. Figure 5는 두 경우 모두 원을 작도한 후 내접하는 품 (品)자 모양의 정사각형과

관련한 특정값을 대수적으로 계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작도한 사례이다. Figure 5의 오른쪽은

먼저 작도한 외접원과 상단 정사각형의 윗변의 중점을 지나는 원의 반지름의 비를 대수적으로

계산한 후 작도한 사례이고 왼쪽은 외접원의 중심으로부터 세 정사각형이 만나는 점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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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대수적 계산 과정 및 작도 과정 화면상의 작도 상태

1

(대수적 계산 과정)
반지름의 길이를 10이라 하면 △OAB 와 △OCD
에서 OA = OC = 10이다.

OE = a, AB = b

라 하면

(a+ 2b)2 + b2 = 100 · · · · · · (1)

(2b− a)2 + 4b2 = 100 · · · · · · (2)

(1), (2)에 의하여

a =
6
√
1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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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1 반지름이 10인 원을 작도한다.
2.2 직선 y = 6

√
17

17
를 작도한다.

2.3 2.2의 직선과 원과의 교점을 작도한다.
2.4 2.2의 직선과 y축과의 교점 (2.2에서 생긴 현의

중점)을 작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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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1 2.4의 교점을 중심으로 2.3의 점을 45◦ 회전한

점과 2.4의 교점을 연결하는 반직선을 작도한다.
3.2 3.1의 반직선과 원과의 교점을 작도한다.
3.3 3.2에 교점에서 x축에 수직인 직선과 y축에 수

직인 직선을 각각 작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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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1 3.3의 직선과 2.2의 직선과의 교점을 작도한다.
4.2 3.3의 직선과 y축과의 교점을 작도한다.
4.3 2.4, 3.2, 4.1, 4.2에서 작도한 점을 이용하여 정

사각형을 작도한다.
4.4 단계3과 단계4와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 정사각

형을 작도한다.

�����

ŒǊȘ� ğƺ� ģȝģ� ȋ� ȎɖɞȌǎƄ� řǐǦ� ʄǶɫǧ� ȔŖɭ� Ū� Ŏƃ� ƹŹŊ��7A�74D3

�;9GD7� �ȌŎ� Ŋ� ŝ�ĞǷ� ƕŝ�ǽȈ� ȔŖɭ�ʈ� ŁȜɫŊ�ɥ ȓ� ƕǞȋ�ȝƹĎ��;9GD7� � � �ʮ

ɼģ� Ĥŷɭ� ɜȝđȈ� ŒǊȘȆź� ğƺɭ� ʈ� ȌƄ� ȌǶɫǧ� ȔŖɭ� ƹŹȌŎ ȋ��� �;9GD7� �

ǯƃȵȇ�Ɛȗ�ȔŖɭ�ǳȜǽģ�ƽŏ�ȝƹĎɼȋ�ȪǔȈ�ȭĽŊ�ǽȋ�Ƥȭƅȋ�ƵƄ�ŒǊȘ

Ȇź�ğƺɭ�ʈ�ȔŖɭ�ƹŹȌĠ�Ǵȵȇ�ǳȜǽȋ�ȪǔȆźƲɖ�ǅ�ȝƹĎɼȌ�ƍĽŊ�țĶ

ȭȋ� ĖƆƄ� ğƺɫǧ� ȔŖƄ� ɭ� ƹŹȌŎ ŝ� ƹŹ� ƕŝ� Ȍƽɹ�� � ȋ� ǽǶƼƦɾħ�˕ʻˡ

Ǧƿ�ȞǐɫĠ�ȒŊ� ɤȌ�ģȝģ�Ȃƹɭ�ŒǊȘ� ğƺ�ƦƪȈ�ƹǶɫĠ�ȒŎ� � ��ʲʹʞˌʣ˜

ǽǶƼƦɾħ Ǧƿ�ȞǐɫĠ�ȒŊ�ɤȌ�ƦƪǦ�ŒɲƿŊ� ȚǦƿ�ƮŎ�ħȾ� � ���ʲʹʞˌʣ˜

ȘȆź�ŎſŖŻ�ɫĚŎ�

ŒǊȘ�ğƺ� ģȝȈ�ʄǶɫǧ�ȔŖɭ� ȋ�Ǵȵ�Ĭƈȋ� ŒǊȘ�ğƺ�ģȝ� ơ�ȔŖ��;9GD7� �

ģȝȈ�ȝƆɫƒ� ģ�ĔŎ,34>7� � �

ŏğ ŒǊȘ�ğƺ�ģȝ�ơ�ȔŖ�ģȝ ʁƒƽȋ�ȔŖ�ƽɔ




ŒǊȘ�ğƺ�ģȝ� �

Ƥȭƅȋ�ĴȌƄ� Ȍū�ɫƒ
	

∆OABǱ�∆OCDǦƿ�%OA&%OC&'(ȌŎ�
%OE&) ��%AB&*

ū�ɫƒ

+),-*.- ,*- &'((�⋯⋯ʚ

+-*$).- ,0*- &'((�⋯⋯ʛ

ģ� Ǧ�ȋɫǧʚ ʛ

)&%'1
23%'1

�

ƤȭƅȌ� Ȏ�ǽȈ�ȔŖɭŎ��
� 
	 �

Ȯǁ����� 4&%'1
23%'1

Ƅ�ȔŖɭŎ�

ȋ�Ȯǁģ�ǽģȋ�ĦțȈ�ȔŖɭŎ���� ��� �

ȋ� Ȯǁģ���� ��� 4Ʉģȋ� Ħț Ǧƿ� ƾĳ�����

ɺȋ�Ȫț Ȉ�ȔŖɭŎ� �

�

ȋ� ĦțȈ� ȪǔȆź� ȋ� țȈ���
� �� ��� 05∘ʆ

șɭ�țģ� ȋ�ĦțȈ�ǩĝɫŊ� ƤȮǁȈ���

ȔŖɭŎ�

ȋ�ƤȮǁģ�ǽģȋ�ĦțȈ�ȔŖɭŎ���� ��
 �

Ǧ� ĦțǦƿ����� ��� 7ɄǦ�ǊȮȎ�Ȯǁģ� 4Ʉ

Ǧ�ǊȮȎ�ȮǁȈ�ĎĎ�ȔŖɭŎ�



ȋ� Ȯǁģ� ȋ�Ȯǁģȋ�ĦțȈ� ȔŖ�
� ��� ���

ɭŎ�

ȋ�Ȯǁģ���� ��� 4Ʉģȋ�ĦțȈ�ȔŖɭŎ�

Ǧƿ� ȔŖɭ� țȈ� ȌǶ��� ���� ����� �
�� ��

ɫǧ�ȝƹĎɼȈ�ȔŖɭŎ�

ŏğ ģ� ŏğ Ǳ� Ĕȇ� ƦƪȆź� ǯƃȵ��� � 

ȝƹĎɼȈ�ȔŖɭŎ�

5
5.1 아래쪽 두 사각형의 윗변의 중점을 작도한다.
5.2 각각의 중점에서 서로 다른 중점까지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두 원을 작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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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ʲʨʹʞʺˌ˄�ˌ̊ˢʫʢʼ

ʯ�ʵʲ˅ʿʥ

원 안에 세 개의 작은 정사각형이 들어 있는데 정사각형의 한 변은 척이라 하자, 12 .

외접원의 지름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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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1 5.2의 두 원과 2.1의 원과의 교점을 작도 한다.
6.2 5.1의 두 중점과 6.1의 두 교점을 이용하여 정사

각형을 작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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ɬƾŢȈ� ƚȞč� Ȟǐś�ǐŒǱ� Ȝɮ� Ǌ� Ȓę�ɫƑ Ĭ� ǐŒȋ� ǊɬȘ� ĤǔƹƄ�ǭǐɭ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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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안에 세 개의 작은 정사각형이 들어 있는데 정사각형의 한 변은 척이라 하자, 12 .

외접원의 지름은 얼마인가?

̄ʲ˅ʱʫʼʨʹʞʺˌ˄

�

ǖŮȵ�ŝ�ƹĎɼȋ�ȁƫȋ�ȪțȈ� ȔŖɭ��
�

Ŏ�

ĎĎȋ�ȪțǦƿ�ƿź�Ŏƃ�ȪțĶȭȋ� Ĵ����

ȌƄ�ƤȭƅȆź�ɫŊ�ŝ�ǽȈ�ȔŖɭŎ�

�

ȋ� ŝ� ǽģ� ȋ� ǽģȋ� ĦțȈ� ȔŖ��
� ��� ��


ɭŎ�

ȋ� ŝ� Ȫțģ� ȋ� ŝ� ĦțȈ� ȌǶɫ���� ��
 ��


ǧ�ȝƹĎɼȈ�ȔŖɭŎ�

Table 3. Construction implementation process using algebraic calculation; 대수적 계산을 활용
한 작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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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를 계산하여 작도를 한 사례이다. 두 사례 모두 이상혁의 원용삼방호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풀이 과정과 유사한 대수적 계산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원용삼방호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풀이

방법에 대해서는 3.2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대수적 계산 과정을 활용하여 작도한 Figure 5의 왼쪽 그림의 대수적 계산 과정 및 작도

과정을 정리하면 Table 3과 같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학생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원용삼방호구 (圓容三方互求) 를

작도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은 다양한 수학적 아이디어를 개발함과 동시에

수학적 문제해결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다. 더불어 우리나라 수학에 대한 문화적 자부심을

가지게 되며 수학의 심미적 측면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사는 여러 학생들이 작도한

다양한 제작 방법을 학생들에게 공유시킴으로써 학생들이 문제해결 과정과 방법을 다양하게

접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3.2 원용삼방호구를활용한문항제작

역사를 통해 수학 교수와 학습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좀더 직접적인 한 가지 접근 방법은 학생

들로 하여금 옛 수학자들이 흥미를 가졌던 문제를 풀어보게 하는 것이다. 옛 문제는 학생들이

문제가 제시된 시대와 접할 수 있게 하며, 그 시대의 수학적 관심사를 예시한다. 이를 통해 학습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으며, 수세기 전에 유래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짜릿한 전율과

만족감을 얻을 수도 있다 [22].

이상혁은 원용삼방호구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내접

하는 품 (品)자 모양의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주고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물어 보는

문제이고 두 번째는 외접원의 반지름을 주고 품 (品)자 모양으로 내접하는 정사각형들의 한

변의 길이를 물어 보는 문제이다.

說圓內容三小方形方邊爲十二尺

問外圓徑幾何

원 안에 세 개의 작은 정사각형이 들어 있는데, 정사각형의 한 변은 12척이라 하자.

외접원의 지름은 얼마인가?

說圓徑四十尺內容三小方形

問每方邊幾何

지름이 40척인 원 안에 세 개의 작은 정사각형이 있다고 하자.

각 정사각형의 한 변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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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름이 척인 원 안에 세 개의 작은 정사각형이 있다고 하자40 .

각 정사각형의 한 변은 얼마인가?

Ȍ�ŝ�čȭ�ƚȞ�ƽʅȈ� ɺŒȘȆź�Ȗɲǀɫǧ�ƚȞƄ�ȖħǄɫƒ� ģ��;9GD7� ��� �;9GD7� �

ĔȌ�Ȟǐɮ�Ǌ�ȒȈ�ĘȌŎ�

문제( 1) 조선시대의 수학자 이상혁이 쓴 산술관견 제 장 원용삼방호구에는 다음과 같이 원에 “ ”(1855) 2 ‘ ’
자 모양으로 내접하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알 때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문제에 대하여 品

다음과 같은 풀이가 있다.

丁

戊

甲

丙

乙

己庚

와 은 닮음甲戊己 庚戊丙• △ △
에서甲丙丁• △

    甲丙- ,甲丁- &丙丁-

위 그림에서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일 때 외접하는 원의 넓이는 1 , %8

9
:이다 이때. , 9 ,8의 값은? 

단( , 9; 8는 서로소인 자연수이다.)
① '(!<    ② '(!=    ③ '(0(    ④ '(0'    ⑤ '(0-

�;9GD7� ��� (DA4>7?�I:;5:� E77=� F:7� 3D73� A8� F:7� 5;D5G?E5D;476� 5;D5>7�I:7@� F:7� >7@9F:�

ȝƹĎɼȋ�ĴȌƄ�ȨĠ�ǳȜǽȋ�ŃȌƄ�ƛŊ�ƚȞA8� F:7� ECG3D7� ;E� 9;H7@��

문제( 2) 조선시대의 수학자 이상혁이 쓴 산술관견 제 장 원용삼방호구에는 다음과 같이 지름“ ”(1855) 2 ‘ ’
을 알고 있는 원에 자 모양으로 내접하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品
같은 풀이가 있다.

• ∆甲丁戊와 ∆甲乙丙에서

  +%-
7.
-

,甲丁- &7- ,甲乙-

• 甲乙- ,乙丙- &甲丙-

위 그림에서 원의 반지름이 '(일 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 7이다 이때. , '17-의 값은?
① '(-( ② '(-' ③ '(-0 ④ '(!- ⑤ '(0'

�;9GD7� ��� (DA4>7?�I:;5:� 8;@6� F:7� >7@9F:� A8� F:7� ECG3D7�I:7@� F:7� D36;GE� A8� F:7�

ǳȜǽȋ�Ƥȭƅȋ�ĴȌƄ�ȨĠ�ȝƹĎɼȋ�ɭ�ƫȋ�ĴȌƄ�5;D5G?E5D;476� 5;D5>7� ;E� 9;H7@��

ƛŊ�ƚȞ

Figure 6. Problem which seek the area of the circumscribed circle when the length of the
square is given; 정사각형의 길이를 주고 외접원의 넓이를 묻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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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름이 척인 원 안에 세 개의 작은 정사각형이 있다고 하자40 .

각 정사각형의 한 변은 얼마인가?

Ȍ�ŝ�čȭ�ƚȞ�ƽʅȈ� ɺŒȘȆź�Ȗɲǀɫǧ�ƚȞƄ�ȖħǄɫƒ� ģ��;9GD7� ��� �;9GD7� �

ĔȌ�Ȟǐɮ�Ǌ�ȒȈ�ĘȌŎ�

문제( 1) 조선시대의 수학자 이상혁이 쓴 산술관견 제 장 원용삼방호구에는 다음과 같이 원에 “ ”(1855) 2 ‘ ’
자 모양으로 내접하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알 때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문제에 대하여 品

다음과 같은 풀이가 있다.

丁

戊

甲

丙

乙

己庚

와 은 닮음甲戊己 庚戊丙• △ △
에서甲丙丁• △

    甲丙- ,甲丁- &丙丁-

위 그림에서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일 때 외접하는 원의 넓이는 1 , %8

9
:이다 이때. , 9 ,8의 값은? 

단( , 9; 8는 서로소인 자연수이다.)
① '(!<    ② '(!=    ③ '(0(    ④ '(0'    ⑤ '(0-

�;9GD7� ��� (DA4>7?�I:;5:� E77=� F:7� 3D73� A8� F:7� 5;D5G?E5D;476� 5;D5>7�I:7@� F:7� >7@9F:�

ȝƹĎɼȋ�ĴȌƄ�ȨĠ�ǳȜǽȋ�ŃȌƄ�ƛŊ�ƚȞA8� F:7� ECG3D7� ;E� 9;H7@��

문제( 2) 조선시대의 수학자 이상혁이 쓴 산술관견 제 장 원용삼방호구에는 다음과 같이 지름“ ”(1855) 2 ‘ ’
을 알고 있는 원에 자 모양으로 내접하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品
같은 풀이가 있다.

• ∆甲丁戊와 ∆甲乙丙에서

  +%-
7.
-

,甲丁- &7- ,甲乙-

• 甲乙- ,乙丙- &甲丙-

위 그림에서 원의 반지름이 '(일 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 7이다 이때. , '17-의 값은?
① '(-( ② '(-' ③ '(-0 ④ '(!- ⑤ '(0'

�;9GD7� ��� (DA4>7?�I:;5:� 8;@6� F:7� >7@9F:� A8� F:7� ECG3D7�I:7@� F:7� D36;GE� A8� F:7�

ǳȜǽȋ�Ƥȭƅȋ�ĴȌƄ�ȨĠ�ȝƹĎɼȋ�ɭ�ƫȋ�ĴȌƄ�5;D5G?E5D;476� 5;D5>7� ;E� 9;H7@��

ƛŊ�ƚȞ

Figure 7. Problem which find the length of the square when the radius of the circumscribed
circle is given;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주고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묻는 문제

이 두 가지 문제 상황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문제를 재구성하면 Figure 6, Figure 7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Figure 8은 고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 ‘수학Ⅰ’ 단원 중 무한등비급수의 활용에 관한 내

용을 원용삼방호구의 형태를 활용하여 만든 문제이다. 첫 번째의 원의 반지름이 1로 주어진

상황이므로 내접하는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k라 하면 3k2 이 초항이 되고 두 번째 그려진

세 원의 반지름이
k

2
이므로 공비는 3×

(k
2

)2

이 된다. 이를 이용하여
∞∑

n=1

Sn 의 값을 구할 수

있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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Ȍ� śŎ ȌƄ� ȌǶɫǧ���

@
A&'

∞

CAȋ�đȈ�ħɮ�Ǌ�ȒŊ�ƚȞȌŎ�

문제( 3) 반지름의 길이가  '인 원 D안에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개를 아래쪽에 두 개 위쪽에 한 개, 
를 접하게 그린 후 모양에 색칠하여 얻은 그림을 E'이라 하자.
그림 E'에서 원 D에 내접하는 !개의 정사각형에 내접하는 원을 그리고 각각의 원에 다시 정사각형 

!개를 아래쪽에 두 개 위쪽에 한 개를 접하게 그린 후 , 모양에 색칠하여 얻은 그림을 E-이라 하
자.
그림 E-에서 그려진 =개의 정사각형에 내접하는 원을 그리고 E'에서 얻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색칠
하여 얻은 그림을 E!라 하자.

이와 같은 과정을 계속하여 A번째 얻은 그림 EA에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넓이를 CA이라 할 때, 

@
A& '

∞

CA &%9
8 이다 이때 . 9,8의 값은 단? ( , 9; 8는 서로소인 자연수이다.)

① '((( ② '((' ③ '((- ④ '((! ⑤ '((0

�;9GD7� ��� !@8;@;F7� 97A?7FD;5� E7D;7E� BDA4>7?� GF;>;L;@9�.A@/A@9+3?�3@9 A�G��

ǽǶƼƦɾħƄ�ʄǶɭ�ƙɭŤƵİǊ�ƚȞ
Figure 8. Infinite geometric series problem utilizing WonYongSamBangHoGu; 원용삼방호구를
활용한 무한등비급수 문제

그림과 같이 R1 에서 원 O의 중심에서 아래쪽으로
내린 수선의 발을 H′, 위쪽으로 내린 수선의 발을 H
라 하자. 또한 그림과 같이 위쪽의 정사각형과 원 O

가 만나는 점을 A, 아래쪽의 정사각형과 원 O가만나
는점을 B라 하자.
직각삼각형 AHC에서 CH = a라 하고, 직각삼각형
CH′B에서 CH′ = b라 하자. 원의 반지름이 1이고
R1 에서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k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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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 (
k

2
)2 = 1 · · · (1), b2 + k2 = 1 · · · (2), a+ b = 2k · · · (3)

. . .(중략). . .
첫 번째의 원 O의 반지름이 1로 주어진 상황이므로 내접하는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k

라 하면 3k2 이 초항이 되고 두 번째 그려진 세 원의 반지름이
k

2
이므로 공비는 3 ×

(k
2

)2

이 된다. 따라서
∞∑

n=1

Sn =
3× 256

425

1− 3× 64

425

=
768

233
이므로 p+ q = 1001이다.

Table 4. Infinite geometric series problem solution utilizing WonYongSamBangHoGu(1); 원용
삼방호구를 활용한 무한등비급수 문제 풀이 (1)

Table 4와 Table 5의 풀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풀이 과정에서도 원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풀이 과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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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과 같이 R1 에서 위쪽의 정사각형과 원 O가 만
나는 점을 각각 A, B라 하고 아래쪽의 정사각형과 원
O가 만나는 점을 �D, E라 하자. 또한 점 A에서 AB
에 수직인 직선을 그은 후 원 O와 만나는 점을 F라
하자. △AHE와 △DFH에서

∠EHA = ∠DHF =
π

2
· · · (1)

∠FAE = ∠FDH · · · (2)
이므로 △AHE ∝ △DFH 이다. 그러므로 AH :

HE = DH : HF이 성립하고 내접하는 정사각형의
한변의 길이를 k라하고 HF = x라 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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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k :
k

2
=

3

2
k : x, x =

3

8
k · · · (3)

△ABF는 직각삼각형이므로 BF를 지름으로 하며 길이는 2이다. 또한 (3)에 의하여 AB = k

이고 AB = 19
8 k이다. 이제 직각삼각형 ABF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 .

(이하 생략)

Table 5. Infinite geometric series problem solution utilizing WonYongSamBangHoGu(2); 원용
삼방호구를 활용한 무한등비급수 문제 풀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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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인 원 D 안에 정사각형  '개가 내접하고 있고 도형을 E'이
라 하자 원 . D 안에 두 줄로 위로부터 첫 번째 줄에는 정사각형  '개 두 번째 줄에는 정사각형 , -개
가 좌우대칭 형태로 내접하고 있는 도형을 E-라 하자.

원   D 안에 두 줄로 위로부터 첫 번째 줄에는 정사각형  '개 두 번째 줄에는 정사각형 , -개 세 번, 
째 줄에는 !개의 정사각형이 좌우대칭 형태로 내접하고 있는 도형을 E!라 하자.

이와 같은 과정을 계속하여   A번째 얻은 그림 EA에서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IA이라 하고 원 , 

D 안에 그려진 정사각형의 개수를  CA이라 할 때 lim
A→∞

+IA
-×CA.& %8

9이다 이때 . 9,8의 값은 단? ( , 

9; 8는 서로소인 자연수이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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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WonYongSamBangHoGu and triangle number utilizing GeoGebra; GeoGebra를 활
용한 원용삼방호구와 삼각수

Figure 9은 원용삼방호구 (圓容三方互求)를 응용·확장하여 내접하는 정사각형의 개수를

삼각수의 형태로 증가시킨 화면이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외접원의 중심을 원점으로

할 때 직선의 기울기 및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볼 수도 있으며 자연스럽게 극한의 개념까지

도입하여 내접하는 사각형의 넓이의 변화도 예측할 수 있다.

Figure 9의 상황을 고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 ‘수학Ⅰ’ 단원 중 수열의 극한과 관련한 문항을

제작한다면 Figure 10과 같은 문항의 예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 등장한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유효하고 그 가치도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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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과정을 계속하여   A번째 얻은 그림 EA에서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IA이라 하고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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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The limit of sequence utilizing WonYongSamBangHoGu; 원용삼방호구를 활용한 수
열의 극한

현재 다루고 있는 문제의 유래와 기원을 알려주고 관련된 수학자를 소개하면, 그 문제의 의미를

좀더 명확하게 인식시킬 수 있고 수학에 대한 흥미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배경 지식은 많은 학생들에게 학습을 위한 건전하고 논리적인 자극을 제공할 수 있다 [22].

더불어 수업을 더욱 흥미롭고 활기 있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옛 문제를 또는 변형 형태의 문제를

활용할 수 있다.

4 결론및제언

우리 전통 수학의 문화적 가치와 정체성을 찾기 위한 수학사에 관한 연구와 수학사를 활용한

수학교육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문제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수학사를 활용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활용 사례에 대한 연구는 미진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서 출발하여 이상혁

(李尙爀)이 저술한 산술관견 (算術管見)의 두 번째 주제인 원용삼방호구 (圓容三方互求)를

활용한 두 가지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 영재교육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수학학습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인 GeoGebra를 활용하여 원용삼방호구를 작도하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은 문제해결능력을 키우고 더불어 문제해결의 과정의 다양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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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할 수 있다 [2]. GeoGebra의 어원이 Geometry+Algebra인 것과 같이 GeoGebra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기하일 것이다. 이상혁 (李尙爀)의 산술관견 (算術管見)

의 다섯 부분 중에서 두 번째 부분인 원용삼방호구 (圓容三方互求)는 이점에서 적격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컴퓨터와 그 광범위한 사용은 수학의 응용 영역을

확장시켜왔을 뿐 아니라 수학교육 분야에서도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촉진제가 되고 있다.

컴퓨터의 수학 소프트웨어의 발달로 수학교육의 초점이 계산이나 알고리즘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의 수학교실은 수학교과교실이나 시청각실, 혹은 학교의

실험실에서 다양한 현상을 수학적인 창의성으로 설명하고 예측하는데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교수·학습 환경이 변모되고 있다. 그리고 본고는 ‘과거의 문제를 오늘에 살리는 수학사는 교수

와 학습을 증진시킨다 [26]’라는 명제를 따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수학학습 소프트웨어의

일종인 GeoGebra를 사용하여 중등학교 수학시간에 활용 가능한 교수·학습 자료의 한 가지

예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수학사를 이용하여 설계되었다.

둘째, 원용삼방호구 (圓容三方互求) 에서 제시한 문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이를 활

용하여 개발한 다양한 문항들을 제시하였다. 수학사를 활용한 이런 문제들은 수학의 뿌리를

알려주고 수학의 보편성을 보여주며 수학의 문화적 가치를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22]. 조상의

수학적 자부심을 현재의 우리의 학생들에게 전하는 것은 수학교육에 있어서 충분한 가치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전통 수학 연구를 자극하는 촉진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수학 교육에

영향을 미쳐 학생들이 우리의 전통 수학에 관심을 갖고 선조들의 문제 해결 방법에 흥미를 느낄

수 있다면 대화의 연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14].

본 연구는 원용삼방호구 (圓容三方互求)를 활용한 현장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안에 대하여 논하였다. 두 교수·학습 방안 모두 원용삼방호구 (圓容三方互求)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전의 풀이를 내재하고 있다는 공통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

우리 전통 수학과 관련한 다양한 수학적 소재를 찾고 그 안에 내재된 수학적 아이디어를

소개하여, 학생들에게 수학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고 수학의 심미적 측면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하고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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