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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integration of Pythagoras and
Fibonacci numbers

피보나치 수를 활용한 피타고라스 수의 통합적 고찰

Choi Eunmi* 최은미 Kim Si Myung 김시명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velop a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 integrated
two subjects Pythagorean theorem and Fibonacci numbers. Traditionally the for-
mer subject belongs to geometry area and the latter is in algebra area. In this work
we integrate these two issues and make a discovery method to generate infinitely
many Pythagorean numbers by means of Fibonacci numbers. We have used this
article as a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 for a science high school and found that
it is very appropriate for those students in advanced geometry and number theory
co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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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피보나치 수는 피보나치 (L. Fibonacci, 1170–1250)의 유명한 산반서 (Liber Abaci)에

나오는 토끼 한 쌍의 번식 문제에서 파생되었다. 단순하면서도 심오함을 갖는 수학의 대표

적인 주제일 뿐만 아니라, 수학과 자연계의 여러 현상을 연결 짓고 더 나아가 음악, 미술,

그리고 컴퓨터 관련의 수많은 영역에서 응용됨으로써, 오늘날 융복합 수학을 요구하는

STEAM 교육에서 단연 중요한 주제로 인식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수학의 이론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내용 중 하나인데,

수학을 배운 사람이라면 수십 년이 지나서도 기억되는 것이라고 했다[9]. 이 정리는 중학교

기하영역에서 다루어지는데,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를 각각 a와 b로 하고

빗변의 길이를 c라고 하면 a2 + b2 = c2 이 되며, 그 역도 성립한다고 소개되어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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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되는 세 자연수를 피타고라스 수라고 하며 특별히 그 수들이

서로소일 때 원시 피타고라스 수라고 부른다고 언급하면서, 예를 들어 3, 4, 5는 원시 피타

고라스 수이고 6, 8, 10은 피타고라스 수라고 했다.

피타고라스 수를 찾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플라톤과 유클리드의 형태가 잘 알려져 있으

며, 이 방법들은 학생들의 수행평가 문제로 교과서에서 종종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의 시대를 살았던 피타고라스 (Pythagoras, 기원전 570–495년 경), 플라톤 (Plato,

기원전 428–348년 경), 그리고 유클리드 (Euclid, 기원전 350년 경)의 방법에는 공통으로

내재된 아이디어가 있어서 서로 다른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당시에는 전혀 상상

하지 못했을 피보나치 수는 피타고라스 수를 찾는 데 무척 효과적인 방법일 뿐만 아니라,

기원전부터 알려져 온 여러 형태를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한걸음 더

나아가 피보나치 수를 확장함으로써 피타고라스 수를 무한히 많이 생성하는 다양한 아이

디어를 구성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피타고라스 수와 피보나치 수를 통합하는 수학적 관계를 조명하고자 한

다. 두 주제 모두 학교 현장에서 다루어지는 주요 내용인 만큼, 피타고라스 수를 제시한

후 학생들이 계산을 통해 확인해보도록 하는 기존의 수동적인 방법이 아니라, 직접 피타

고라스 수를 무수히 많이 생성하는 발견학습 활동지를 개발한다. 수학교육학적 측면에서

교수학습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수학은 변화하고 진화하는 영역이며 하나의 아이디

어가 오랜 시간을 거쳐 개발되고 성장하는 학문임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NCTM(1991)은

학교 교육에서 수학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수학사를 통해 수학은 시대적 문화권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야한다고 했다[2]. 이 연구에서 피타고라스 수와 피보나치

수의 통합을 다룸으로써 피타고라스 이후 무려 1800년의 시대적 차이를 넘어서는 수학의

교감을 보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대와 중세시대를 연결하는 수학사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 피타고라스 수

잘 알려진 대로 직각삼각형의 길이와 관련된 피타고라스 수에 대한 기록은 피타고라스

보다 훨씬 이전인 고대 인도의 서적 Shulba Sutras(기원전 800–500년 경)나 중국의 자료

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고대 바빌로니아인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플림프톤 (Plimpton) 322일 것이다. 쐐기문자로 새겨진 점토판인 플림프톤 322

에는 피타고라스 수와 관련된 놀라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 그 뿐만 아니라 이차방정식

풀이 등이 수록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무려 4000년 전의 수학이 얼마나 놀라운 모습으로

발전되어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플림프톤 322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고대 바빌로니아 시대로 추정되는 기원전 19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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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1600년 사이에 만들어진 수천 개의 점토판 중 하나이다. 수학 내용과 관련하여 플림

프톤 322 이외에 Yale tablet라고 불리는 YBC 7289와 Susa tablet 그리고 Tell Dhibayi

tablet 등이 잘 알려져 있다. 미국 출판사의 경영자이던 플림프톤 (A. Plimpton, 1855–

1936)은 1923년에 E. J. Banks로부터 점토판을 구입하여 콜롬비아대학에 기증하였으며,

콜롬비아대학의 George Arthur Plimpton collection에 소장되어 목록 322번으로 분류된

판이다. 최근에 옥스포드대학의 동양사학자 E. Robson[14]은 플림프톤 322을 재조사하여

기원전 1762년경의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시대의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가로와 세로가 각각 12.7cm, 8.8cm로서 작은 스마트폰 크기인 플림프톤 322는 발견되

었던 초기에는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사용한 상품 대장 (ledgerbook)중 하나라고 추측되

었다. 그러나 1940년 초에 브라운대학의 고대사학자인 O. Neugebauer와 그의 팀인 A.

Sachs는 점토판의 숫자들이 부정방정식 a2 + b2 = c2 을 만족하는 정수근들, 다시 말해서

피타고라스 수라고 밝혀냈다. 그 점토판에는 15개 정도의 피타고라스 수가 기록되어 있다.

오늘날 이러한 수의 최초 발견자처럼 불리는 피타고라스는 기원전 500년 경 그리스

사모스 (Samos)지역에 살았다. 자신보다 훨씬 이전인 기원전 1700–1800년경부터 알려져

온 숫자들을 통합하여 수학적인 논리로 증명하고 그 상관관계를 밝히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오늘날 학교 수학에서 피타고라스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론의 주인이 되었다.

피타고라스는 자연수 a, b, c 에 대하여, 만일 a가 홀수이면 세 순서쌍(
a,

a2 − 1

2
,
a2 + 1

2

)
(1)

이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즉 피타고라스 수가 된다고 했다. 그 후 피타고라스 수를

찾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플라톤과 유클리드의 것이 있다. 플라톤은 만일 a가 짝수이면(
a,
(a
2

)2

− 1,
(a
2

)2

+ 1

)
(2)

이 피타고라스 수가 된다고 했다. 홀수, 짝수에 상관없이 식 (1)의 성분에 2를 곱해 분모를

정리하면 (2a, a2 − 1, a2 +1) 이 된다. 여기에 a를 어떤 분수 m
n 으로 치환하여 다시 한번

정수화하면

(2mn,m2−n2,m2 + n2) (3)

이 되는데, 이것이 유클리드의 형태로 알려진 피타고라스 수이다.

위의 결과로부터 여러 형태의 관계식을 만들 수 있다. (2) 의 각 성분에 4를 곱하면

(4a, a2 − 4, a2 + 4)이 되며, a를 m
n 으로 치환하여 정수화하면

(4nm,m2 − 4n2,m2 + 4n2) (4)

형태의 피타고라스 수를 얻게 된다. 그러므로 (3)과 (4)로부터, 임의의 자연수 k에 대하여

(2knm,m2 − k2n2,m2 + k2n2) (단, m2 − k2n2 > 0) 이 피타고라스 세 수가 됨을 알 수

있다. 유클리드의 형태 (3)에서 만일 m과 n이 서로소이면 원시 피타고라스 수가 되며, 그

역도 성립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모든 원시 피타고라스 수가 생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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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전통을 이어받은 피타고라스, 플라톤 그리고 유클리드의 아이디어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중세시대를 대표하는 피보나치 수의 발견으로부터 피타고라스 수를 생성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수학이 갑자기 솟아난 것 아니라 발전하고 진화하는 영역이

라는 사실을 알게 한다[7]는 수학사 연구의 가치를 재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3 피보나치 수

13세기 이탈리아에 살았던 피보나치 (Fibonacci)는 중세 유럽의 가장 탁월한 수학자중

한 명이다. 1202년에 그가 쓴 산반서 (Liber Abaci)는 당시 유럽에서 사용되던 로마 문자

대신에 쉽고 간결한 아리비아 숫자 체계를 사용하여 기술하면서, 동양 수학을 서양에 전한

업적을 남겼다. 또한 오늘날 피보나치 수라고 불리는 유명한 문제를 수록하고 있다. 피보나

치 수는 F1 = F2 = 1을 초깃값으로 하여 바로 앞의 두 항을 더해 다음 항을 생성하는 점

화식 Fn = Fn−1 +Fn−2으로 정의된다. Fn의 첨자 n을 음의 자연수로 확장하면 F0 = 0,

F−1 = 1, F−2 = −1, · · · 가 되어, {Fn} = {· · · , 2,−1, 1, 0, 1, 1, 2, 3, 5, 8, 13, 21, · · · }와

같은 피보나치 수들이 된다. 토끼 한 쌍의 번식 유형을 다룬 문제는 피보나치 자신에 의해

서라기보다는 그 이후의 수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아름다운 문제로 발전되었다. 실제로 19

세기 프랑스의 수학자 뤼카 (E. Lucas)가 그 수들의 중요한 성질을 알아차릴 때까지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으며, 뤼카에 의해 1876년에 피보나치 수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었다[8].

피보나치 수는 보통 고등학교 수열 단원에서 소개된다. 피타고라스의 정리처럼 독립된

단원은 아니지만, 수학 1 교과서 7종을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교과서가 피보나치

수를 다루고 있다. 수열의 도입으로 활용하거나, 역사적 배경을 중심으로 언급, 혹은 탐구

활동이나 실생활 소재로 제시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소개된다.

간단하고 단순하면서도 수학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이론이 가장 좋은 수학 문제인데, 토

끼 번식과 같이 실생활 문제에서 파생된 피보나치 수야 말로 그 대표적인 예라고 했다[17].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피보나치 수와 관련된 연구 자료가 그리 많지 않으며,

교과서에서는 연구과제나 수학 산책으로 아주 단편적으로만 소개되고 있는 실정이다[16].

그러나 외국에서는 피보나치 수에 관한 수많은 연구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피보나치 수의

확장으로서 뤼카 (Lucas) 수, 트리보나치 (Tribonacci) 수, 또한 쿼드로나치 (Quadronacci)

수 등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더 나아가 최근 20여 년 동안 피타고라스 이론과 피보

나치 이론을 융합하려는 많은 시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Pythagoras meets Fibonacci[1],

Fibonacci meets Pythagoras[11] 또한 Pythagoras meets Fibonacci[15]와 같이 호기심

을 자극하는 제목의 연구가 다수 발표되었다. 1800년의 역사를 뛰어 넘어 피타고라스와

피보나치가 만난다는 생각은 수학사적 안목에서 흥미로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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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타고라스 수와 피보나치 수의 만남

부정방정식 x2+y2 = z2을 만족하는 양의 정수 해 a, b, c가 피타고라스 수이며, 특별히

gcd(a, b, c) = 1일 때 원시 피타고라스 수이다. 피타고라스 삼각형의 세 변은 피타고라스

수가 되며, 역으로 피타고라스 수는 피타고라스 삼각형을 만든다. 여기서 피타고라스 삼각

형 (Pythagorean triangle)이란 정수 값을 길이로 갖는 직각삼각형을 말한다. (3, 4, 5)는

가장 대표적인 피타고라스 수이며, 임의의 양의 정수 n에 대해 (3n, 4n, 5n)도 피타고라스

수이다. 그러므로 (3n, 4n, 5n)를 대표해서 원시 피타고라스 수 (3, 4, 5)를 말할 수 있게

된다. 피타고라스 수와 관련하여 교과서에 나오는 수는 (3, 4, 5), (5, 12, 13), (8, 15, 17),

(7, 24, 25) 등이 거의 전부이다. 학생들은 이 숫자들을 방정식에 대입하여 피타고라스 수라

는 것을 확인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12]는 간단히 계산하기위해 쉬운 예로 들은

것이겠지만 자칫 피타고라스 수들은 이것밖에 없다는 오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피타고라스 수를 생성하는 데 피보나치 수가 사용되는 대표적인 정리이다.

정리 4.1: 연속하는 피보나치 수 Fn, Fn+1, Fn+2, Fn+3에 대해 다음이 성립한다.

(1) a = FnFn+3, b = 2Fn+1Fn+2, c =
√
a2 + b2 인 (a, b, c)는 피타고라스 수이다.

(2) 만일 Fn 또는 Fn+3이 짝수이면 (a, b, c)는 비 원시 피타고라스 수이다.

(3) a, b, c를 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피보나치 수의 곱 FnFn+1Fn+2Fn+3 이다.

위 정리의 증명은 매우 쉽다. 실제로 (1) 에서 제시된 a, b, c를 관계식 x2 + y2 = z2

에 대입하여 c가 자연수임을 계산할 수 있으며, 또한 1
2ab = 1

2FnFn+32Fn+1Fn+2 =

FnFn+1Fn+2Fn+3 로부터 (3)에서 말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간단히 계산할 수 있다. 그러

나 단순한 증명이 아니라, 추론을 통해 결과를 발견해나가는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 교육적

측면에서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특별히 피타고라스 수와 피보나치 수가 학교 수학에

서 배우는 중요 주제임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발견학습을 할 수 있는 활동지를 구성하여

교수학습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4.1 피보나치 수로부터 피타고라스 수의 생성

피보나치 수 1, 1, 2, 3, 5, 8, 13, 21, 34, · · · 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소개되지만, 앞의 두 항을

더해 다음 항을 생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므로, Table 1 활동지는 중학교에서 피타고라스

수를 배운 후에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 피보나치 수를 1, 1, 2, 3으로 택하면 X = 6이며

a = 3, b = 4, c =
√
32 + 42 = 5이다. 다른 피보나치 수 1, 2, 3, 5를 택하면 X = 304,

a = 5, b = 12, c = 13이 된다. 이와 같이 피보나치 수를 네 개씩 연속하도록 2, 3, 5, 8 또는

3, 5, 8, 13 혹은 5, 8, 13, 21로 차례로 택해 수학적 발견을 유도한다. Table 2 결과지에서

보듯이 학생들은 교과서에 나오는 (3, 4, 5), (5, 12, 13), (8, 15, 17)을 생성할 수 있을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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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네 개의 피보나치 수를 모두 곱해 X로 하자. X

맨 끝의 두 수를 곱한 값을 a로 하자. a =

가운데 두 수를 곱해 두 배 한 값을 b로 하자. b =

a의 제곱과 b의 제곱을 더한 값의 양의 제곱근을 c로 하자. c =

1. (a, b, c) 의 값은 무엇인가?
2. X와 a, b, c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보자.
3. 피보나치 수 네 개를 새로 택해 위 단계를 반복한다. 예 :1, 2, 3, 5

Table 1. Activity: Choose sequential four Fibonacci numbers. (e.g. 1,1,2,3); 활동지 : 연속하
는 피보나치 수 네 개를 임의로 선택한다. (예 : 1,1,2,3)

연속하는 피보나치 수 X a b c X와 a, b, c의 관계

1, 1, 2, 3 6 3 4 5 6 = (3 · 4)/2
1, 2, 3, 5 30 5 12 13 30 = (5 · 12)/2
2, 3, 5, 8 240 16 30 34 240 = (16 · 30)/2
3, 5, 8, 13 1560 39 80 89 1560 = (39 · 80)/2

Table 2. Result; 결과지

아니라, 피보나치 수를 바꿔 택할 때마다 새로운 피타고라스 수를 만들 수 있다. 피보나치

수는 무한수열이므로 그에 따라 피타고라스 수도 무한히 많이 구현할 수 있다. 피타고라스

수로 만들어진 삼각형의 넓이는 처음에 선택한 네 수들의 곱 X가 되는 것도 자연스럽게 터

득하게 된다. 또한 피보나치 수 2, 3, 5, 8로부터 만들어진 삼각형은 변의 길이가 16, 30, 34

가 되어, 변의 길이가 8, 15, 17인 삼각형과 닮은 꼴임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언제

비원시 피타고라스 수가 되는지, 또한 어떻게 원시 피타고라스 수로 변형할 수 있는지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발견 활동이 모티브가 되어, 연속하는 네 개의 피보나치 수로부터

발견된 순서 쌍 (a, b, c)가 피타고라스 수가 된다는 정리 4.1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수학

적 경험을 토대로 일반화된 발견과 정리를 유도할 수 있는 발문을 한다.

질문 (1) 은 a = FnFn+3 과 b = 2Fn+1Fn+2 이므로 당연히 1
2ab = FnFn+1Fn+1Fn+2

(1) 피보나치 수로 생성된 삼각형의 넓이가 피보나치 수들의 곱이 되는 이유?
(2) a2 + b2 은 항상 제곱수인가? 다시 말해서 a2 + b2 의 제곱근 c는 자연수인가?

Table 3. Activity; 활동지

가 성립한다. 그러나 선택한 수가 피보나치 수가 아니라 네 개의 임의의 자연수 x, y, z, w

라고 하더라도, 만일 a = xw, b = 2yz라고 하면 1
2ab = xyzw는 항상 성립한다. 질문 (2)

의 답이 바로 피타고라스 수를 만드는 데 피보나치 수가 결정적으로 필요한 근거가 되며,

피보나치 수의 수학적 관계식을 발견하는 단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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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4.2: 피보나치 수 Fn, Fn+1, Fn+2, Fn+3에 대해 a = FnFn+3, b = 2Fn+1Fn+2라고

하면 a2 + b2은 항상 완전제곱수이다.

피보나치 점화식 Fn+3 = Fn+2 + Fn+1 을 a2 + b2 = (FnFn+3)
2 + (2Fn+1Fn+2)

2 에

대입하는 간단한 계산으로 a2 + b2 = (F 2
n+1 + F 2

n+2)
2 이 제곱수임을 알 수 있다. 그 후

새로운 발견을 유도하기 위해 결과지를 재분석하는 반추의 과정을 밟아가게 한다.

피보나치 수로 c를 표현하는 다양한 추측이 가능하다. 실제로 (1)에서 2 + 3 = 5로 쉽게

(1) (2) (3) (4) (5)
피보나치 수 1,1,2,3 1,2,3,5 2,3,5,8 3,5,8,13 5,8,13,21

피타고라스 수 (3,4,5) (5,12,13) (16,30,34) (39,80,89) (105,208,233)
질문. 피타고라스 수 (a, b, c)의 처음 두 수는 a = FnFn+3, b = 2Fn+1Fn+2 와 같이 피보
나치 수로 표현된다. c도 피보나치 수로 표현될 수 있는지 알아보자.

Table 4. Activity; 활동지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추측을 (2)에 적용하면 3+5 ̸= 13 = c를 확인하면서 오류 수정

단계를 거처 2 · 5 + 3 = 13을 알게 된다. 이 패턴을 전 단계로 되돌아가 (1)에 적용하면

1·3+2 = 5가 되어 타당한 추측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3)에 적용하면 3·8+5 ̸= 34

가 되어 재수정의 필요를 인지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3)에서 3 · 8 + 5 · 13 = 88임은 물론

3 · 13 − 3 · 5 = 89, 또한 62 + 132 = 89의 관계식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발견이 (4)

에서도 역시 5 ·13+8 ·21 = 13 ·21−5 ·8 = 82+132 = 233이 성립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교수법은 교과서나 교사에 의해 제시된 숫자를 단순히 대입해보아 어떤 성질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활동을 통해 발견과 재발견의 과정을 안내하는 것으로서

Freudenthal[6]의 수학화과정이 된다. 활동으로부터 다음 정리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다.

정리 4.3: a = FnFn+3, b = 2Fn+1Fn+2, c = F 2
n+1 + F 2

n+2라고 하면 a2 + b2 = c2이

성립한다. 즉 F 2
n+1 + F 2

n+2 = FnFn+2 + Fn+1Fn+3 = Fn+2Fn+3 − FnFn+1이다.

정리 4.3의 식은 정수론 교재[3]에서 볼 수 있으며, 수학적 귀납법으로 쉽게 증명된다.

이 관계식을 대수적으로만 볼 때 그 의미를 생각하기 쉽지 않으나, 기하영역의 직각삼각형

의 빗변의 길이를 표현하는 다양한 대수적 표현으로 이해하면 도움이 된다.

4.2 피보나치 수의 일반화와 피타고라스 수의 발전

임의의 n, n + 1번째 피보나치 수를 알면 그 다음의 피보나치 수를 만들 수 있고, 그

로부터 피타고라스 수가 생성된다. 예를 들어서 n, n + 1번째 피보나치 수를 각각 x와 y

라고 하면 연속하는 네 개의 수 x, y, x+ y, x+2y를 만들게 된다. 양 끝의 두 수를 곱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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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x(x+2y)라 하고, 가운데 두 수를 곱해 두 배한 값을 b = 2y(x+y)라고 하자. 그러면

중학교 수학의 간단한 다항식 전개와 인수분해를 사용하여 a2 + b2 = (x2 + 2xy + 2y2)2,

즉 a2 + b2 이 완전제곱수임을 알 수 있다.

정리 4.4: 임의의 자연수 x와 y에 대해 a = x(x + 2y), b = 2y(x + y)라고 하면 a2 + b2

은 완전제곱수 (x2 + 2xy + 2y2)2 가 된다. 더욱이 다음 관계식이 성립한다.

x2 + 2xy + 2y2 = y2 + (x+ y)2 = x(x+ y) + y(x+ 2y) = (x+ y)(x+ 2y)− xy.

정리 4.4는 빗변 c를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을 보여주는데, c는 네 개의 수중에서 가운데

두 수의 제곱의 합으로 표현된다. 또한 첫째와 셋째 수의 곱에 둘째와 넷째 수의 곱을 더한

것과도 같다. 한편 셋째와 넷째 수의 곱에서 첫째와 둘째 수의 곱을 뺀 것과도 같다. 이

정리에서 더 중요한 발견은 피타고라스 수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피보나치 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피보나치형태 (Fibonacci type) 수의 점화식으로 생성되는

수들로 충분하다. 예를 들어서 x = 7, y = 4라고 하자. 여기서 7과 4는 피보나치 수가

아니며, 더욱이 x < y도 아니다. 피보나치 점화식으로 네 개의 수 7, 4, 11, 15를 생성하여

a = 105, b = 88, c = 137라고 하면 1052 + 882 = 1372 이 된다. 따라서 (105, 88, 137)도

피타고라스 수이며, 이 때 삼각형의 넓이는 네 수의 곱 7 · 4 · 11 · 15이다. 이와 같이 임의의

두 수를 초깃값으로하여 피보나치 점화식으로 정의되는 수를 피보나치형태 수라고 말한다.

정리 4.5: 연속하는 네 개의 피보나치형태 수는 피타고라스 수를 생성한다.

교과서는 피타고라스의 수와 관련하여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몇

개의 피타고라스 수를 찾아보게 하는 수행평가를 하고 있다.

(1)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피타고라스의 수를 구하는데 a = n2 − 1, b = 2n,

c = n2 + 1 (n > 1 인 자연수)를 사용했다. 확인하여라.

(2) a′ = 2n+ 1, b′ = 2n2 + 2n, c′ = 2n2 + 2n+ 1 (n 자연수)를 사용해도 피타고라스의

수를 구할 수 있다고 한다. 확인하여라.

(1)과 (2)는 서로 다른 방법인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 피보나치형태 수로 생성되는 피

타고라스 수이다. n − 1 > 0과 1을 초깃값으로 하는 피보나치형태 수 n − 1, 1, n, n + 1

로부터 a = (n− 1)(n+1), b = 2n, c = n2 +1이 피타고라스 수라는 것이 플라톤의 방법

(1)이다. 한편 초깃값을 1과 n으로 한 피보나치형태 수 1, n, n+ 1, 2n+ 1로부터 생성된

a = 2n+ 1, b = 2n(n+ 1), c = n2 + (n+ 1)2 이 (2)에서 말한 피타고라스 수이다.

학생들이 피타고라스 수에 대한 제한적인 사고를 형성할까를 우려하면서 [12]는 임의의

자연수 m과 n에 대해 a = m2 − n2, b = 2mn, c = m2 + n2 인 (a, b, c)가 피타고라스

수라는 유클리드 방법의 소개를 제안했다. 그러나 이것 역시, m− n과 n (단 m > n > 0)

으로 시작되는 피보나치형태 수 m− n, n,m,m+ n으로 부터 생성된 피타고라스 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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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타고라스 수를 가르칠 때 수학사적 가치를 고려하여 플라톤이나 유클리드 등의 발견을

다루는 교수법이 권장된다. 그러나 이런 것들의 통합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학생들 입장에

서는 각각 새로운 것들 혹은 서로 다른 것을 배우는 것처럼 느끼면서 학습 분량이 많다고

어려움을 토로할 수 있다. 피타고라스 수는 피보나치 수와의 통합적 교수학습의 체계 내에

서 통일된 구조로 제시하는 교수법이 제안된다.

4.3 뤼카 수과 피타고라스 수

뤼카 (Lucas) 수는 가장 대표적인 피보나치형태 수이다. 프랑스 수학자 뤼카 (F. E. Lu-

cas, 1842–1891)는 피보나치 수와 그 일반화인 뤼카 수의 연구로 잘 알려져 있다. 불과 15

세인 1857년에 손으로 2127−1을 인수분해하기 시작하여 무려 19년이 지난 1876년에 결국

그 수가 소수임을 증명해 냄으로써, 당시 가장 큰 메르센 소수를 발견하는 성과를 올렸다.

뤼카는 하노이탑 (Tower of Hanoi) 문제를 만든 사람으로도 유명한데, 왕성한 연구를 하던

49세에 전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사망하였다. 프랑스 과학진흥회 연례회의 식사 도중에

웨이터가 도자기 그릇을 떨어뜨렸는데 그 한 조각이 튀면서 그의 얼굴을 찔렀다. 그 며칠

뒤 사망했는데, 패혈증으로 비롯된 염증이 원인이었다고 한다.

뤼카 수란 초깃값을 1과 3으로 하여 피보나치 점화식으로 정의되는 수이므로 처음 몇

개의 수는 1, 3, 4, 7, 11, 18, 29, 47, 76, · · · 이다. 이는 피보나치형태 수이므로 역시 무한히

많은 피타고라스 수를 생성하게 된다.

빗변 c를 표현하는 관계식으로부터 뤼카 수의 잘 알려진 정리[3]를 유추할 수 있다. 관찰

뤼카 수 X a b c 뤼카 수 X a b c

1, 3, 4, 7 84 7 24 25 4, 7, 11, 18 5544 72 154 170
3, 4, 7, 11 924 33 56 65 7, 11, 18, 29 40194 203 396 445

Table 5. Find relationships between X and a, b, c; 활동지 : X와 a, b, c의 관계를 조사하여라.

을 통해 수학적 사실을 먼저 발견하면, 그 후에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정리 4.6: L2
n+1 + L2

n+2 = LnLn+2 + Ln+1Ln+3 = Ln+2Ln+3 − LnLn+1

발견된 결과들은 그것을 재분석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발견을 탐구하는 디딤돌이 되어 수

학화와 발견학습의 초석이 된다. Table 3과 Table 5의 결과를 사용하여 Table 6 활동지를

구성한다. i번째 Fi로 시작되는 네 개의 피보나치 수로 생성된 피타고라스 수를 (ai, bi, ci),

i번째 Li 로 시작되는 네 개의 뤼카 수로 만들어진 피타고라스 수를 (a′i, b
′
i, c

′
i)라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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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피보나치 수 (ai, bi, ci) 뤼카 수 (a′i, b
′
i, c

′
i)

1 1,1,2,3 (3,4,5) 1,3,4,7 (7,24,25)
2 1,2,3,5 (5,12,13) 3,4,7,11 (33,56,65)
3 2,3,5,8 (16,30,34) 4,7,11,18 (72,154,170)

Table 6. Find relationships between (ai, bi, ci) and (a′
i, b

′
i, c

′
i); 활 동 지 : (ai, bi, ci) 와

(a′
i, b

′
i, c

′
i)의 관계를 조사하여라.

Table 6으로부터 5ci = c′i (1 ≤ i ≤ 6) 을 쉽게 확인하면서, 따라서 5(ai, bi, ci)와

(a′i, b
′
i, c

′
i)를 비교하는 Table 7로부터 새로운 발견을 유도할 수 있다.

i 5(ai, bi, ci) (a′i, b
′
i, c

′
i) i 5(ai, bi, ci) (a′i, b

′
i, c

′
i)

1 (15,20,25) (7,24,25) 3 (80,150,170) (72,154,170)
2 (25,60,65) (33,56,65) 4 (195,400,445) (203,396,445)

Table 7. Find relationships between 5(ai, bi, ci) and (a′
i, b

′
i, c

′
i); 활 동 지 : 5(ai, bi, ci) 와

(a′
i, b

′
i, c

′
i)의 관계를 조사하여라.

정리 4.7: 피보나치 수 Fi와 뤼카 수 Li 로 시작되는 네 개의 수로 생성된 피타고라스 수

를 각각 (ai, bi, ci)와 (a′i, b
′
i, c

′
i) 라고 하자. 그러면 5ci − c′i = 0, 5ai − a′i = (−1)i−18,

5bi − b′i = (−1)i4이다. 즉, 5(F 2
i+1 + F 2

i+2) = L2
i+1 + L2

i+2, 5(FiFi+3) − (LiLi+3) =

(−1)i−18 이며 5(Fi+1Fi+2)− (Li+1Li+2) = (−1)i2이다.

이 관계식 역시 [3]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수식만으로는 의미를 파악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수학적 발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 피타

고라스의 정리는 기하 영역의 대표 주제이며 피보나치 수는 대수 수열 영역으로 분류되는

주제이다. 대수와 기하는 별개 분야가 아닌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어느 한쪽을 떼어

버린 채 대수 혹은 기하 단독으로 설명되지 않아야 하는데, 본 연구의 통합적 교수학습법을

사용하여 기하와 대수의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5 STEAM 교육에서 적용

학문의 통합, 융합 그리고 통섭은 우리 교육계의 화두이며, 오늘날 STEAM 창의 융합

인재교육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STEAM 교육 이전의 STEM은 과학-기술-공학-수학을

뜻하며, stem의 사전적 의미인 ‘줄기, 계통, 축’처럼 현대사회의 산업의 축을 만드는 교육

모형이라는 뜻을 함축하였다. 이는 1990년대 미국에서 공학교육을 개혁하기위한 융합모

델로서, 수학 �과학의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공학교육을 실현하여 학생들의 학습 동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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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 그리고 성취를 높이자는 취지였다. 여기에 2006년에 Yakman이 예술영역을 포함시

켜 창의적 설계를 비롯하여 모델 개발, 시연 및 시각화, 정보 관리, 의사 소통능력 등이 창

의적 융합인재의 역량으로 부상되었다. Yakman은 Science & Technology interpreted

through Engineering and the Arts, all based in Mathematical elements로 STEAM

을 표현하면서 다섯 영역의 융합이지만 이 모든 것은 수학적 소재를 기반으로 한다고 했다.

수학과 예술영역의 융합을 소개할 때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자주 사용되는 주제이다.

피타고라스가 조화로운 망치소리를 듣고, 망치의 크기 사이에 간단한 정수비율이 있음을

발견했다는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으며, 그렇게 찾아낸 7음계는 수학적 조화에 의해 지

배되는 우주의 모형을 나타낸다고 했다. 피보나치 수 역시 수학과 예술, 과학, 기술, 또한

금융에 이르기까지 융합을 소개하는 대표 소재 중 하나이다. 이와 관련된 황금비율이야

말로 예술과 건축의 심미를 설명하며, 피보나치 수와 음악, 악기의 배치 등의 관계도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이 두 주제는 1983년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시스템 (CSU)

에 속한 전체 학생들이 졸업필수과목으로 수강해야하는 융복합적 수학교과의 내용으로

선택되었다. 당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은 19개 대학으로 구성된 미국에서 가장 큰 공립대

학시스템이었다. 전공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필수로 수강해야 하는 수학과목의 개발을

맡았던 Marchisotto는 이러한 통합 교과목의 개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운영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논의했다[10]. 인문사회예술계열 학생을 위한 수학강의에서 교사들은 솔방울

이나 화석에 숨어있는 피보나치 수를 보여주면서 학생들이 신기하고 놀라운 표정으로 ‘와!’

하도록 이끄는 것이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했다. 이는 피보나치 수가 실세계에서 얼마나

신비로운 모습으로 드러나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이 학생들을

수학 세계로 이끄는 데, 혹은 적어도 수학의 유용성을 인식시켜 호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가를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교과 간 통합으로서 수학을 가르칠 때 교

사들은 수학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했다. 수학이 수학

밖의 영역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 학생들에게는 서로 연결되어 보이지

않는 주제들을 혼합하여 설명하곤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방법은 통합과 융합을 통해

각 영역 간의 어떤 연결고리를 발견해보고자 하는 흥미를 유발시키는 데 오히려 실패를

자초한다고 했다.

이와 같이 융합교육의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더라도,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적

문제가 남게 된다. 무엇을 무엇과 통합할 것인지 또한 어떤 방식으로 융합할 것인지의 문

제인데, 통합학습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에서 이론적 근거를 찾아 볼 수 있다. Fogarty[5]

는 교과통합의 종류를 (단일)교과 내 (within single), (여러)교과 간 (across several), 또

한 학습자 (들) 간 (with and across)통합으로 구분했다. Marchisotto는 학생들이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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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워 온 수학내용들이 수학 영역 안에서 어떻게 관계되며 서로 응용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제기하면서 수학 교과 내 통합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학생들을 수학의 세계로 인도하여 수학의 유용성을 알게 하는 한 방법으로서 수학의 각

주제들 사이의 놀라운 관계를 알아가고, 스스로 발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

는 Fogarty의 분류 중에서 (단일)교과 내 통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단일교과 내에서

의 통합은 통합 요소의 범위가 다른 유형, 예를 들어서 (여러)교과 간 통합이나 간학문적

통합보다 협소하다는 점에서 통합교과내용 연구에서 활발히 논의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Marchisotto에 따르면 수학은 수학 내부에서 구성되는데, 이는 다른 과학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특별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Marchisotto[10] 는 피보나치와 피타고라스의 주제를 융합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활

동을하는 교과목을 CSU에서 운영했다. 지난 20년 동안 두 주제를 연결하는 흥미로운

제목의 논문들이 다수 발표되었다. Pythagoras meets Fibonacci[1] 는 피보나치 수와

피타고라스의 수, 그리고 황금비의 상관관계를 다루었다. 반대의 제목으로 Fibonacci

meets Pythagoras[11]가 발표되었으며 연이어 A further Pythagorean variation on a

Fibonacci theme[4]가 나왔다. 다시금 Boulger의 논문과 동일한 제목으로 Pythagoras

Meets Fibonacci[15]가 출판되었다. 더 나아가 피보나치와 피타고라스를 융합한 주제는

수학, 예술, 음악, 과학 그리고 건축학의 방대한 분야를 하나로 묶는다는 연구[13]도 있었

다. 이러한 방향은 Fogarty의 분류에 비추어 교과 내 통합으로 볼 수 있으며, STEAM 융

합교육에서 추구하는 수학과 과학, 수학과 예술을 연합시키는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6 결론

융합과 통합이라는 목적으로 수학과 타 영역과의 교수학습 자료가 다수 연구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방향을 교과 내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수학을 기반으로 한 융합교육

주제로 자주 소개되는 피타고라스 수와 피보나치 수의 통합을 논의했다. 교과 내 통합은

하나의 교과 테두리 안에 머물므로 보통 생각하는 통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지만,

타 학문과는 달리, 수학은 수학 내부에서 구성된다는 고유의 성질을 되새길 때, 기하-대수의

주제 통합을 다룬 본 연구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1. 통합교수학습 자료 - 피타고라스 수의 생성을 단발적으로 소개하는 여러 이론들을

피보나치 수로 통합하여 설명함으로써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혼돈을 줄이고 학습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기하와 대수영역이 서로 분리된 분야가 아니라 대수식

이 의미를 갖기 위해 기하적 설명이 동반될 때 효과적임을 시사했다. 마찬가지로 기하의

중요한 요소인 증명 교육이 약화된 가운데, 기하의 중요한 소재인 피타고라스 정리를 다룰

때 대수적 접근을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에서도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8∼10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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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서 다루는 중요한 주제이며, 피보나치 수는 황금비율과 함께 6∼8학년에서 다루도록

권고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넓이와 길이라는 기하적 요소로 설명하는

한편, 대수분야와 융합하려는 많은 시도가 있다1). 교과 내 통합은 타 학문 영역과의 통합이

아니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수학의 고유한 성질을 감안할 때 암시적으로 교사가

내용을 재조직하는 통합이 될 수 있다.

2. 발견학습 활동 - 교과서에서 언급되는 (3, 4, 5), (5, 12, 13), (8, 15, 17)등의 제한된 값이

아니라, 피보나치 수를 사용하여 무한히 많은 피타고라스 수를 학생들이 직접 발견하고 생성하

도록 하는 발견학습 자료이다. 본 연구의 활동지를 사용하여 학생들 스스로 피타고라스 수를

찾는 경험은 수학화를 해 나가는 구성주의적 교수학습 자료로 의미가 있다. 실제로 2014년 3

월부터 12월까지 D시의 과학고등학교에서 본 활동지로 발견학습을 실시하였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로 인해 피타고라스 수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피보나치 수를 사용하여 무수히 많은 피타고라스 수를 생성할 수 있게 되었다. 더

나아가 피보나치 수들의 대수적 항등식이 갖는 의미를 기하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피보나치 수의 개념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수학 활동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CSU 시스템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대학 인문사회계열생들을

위한 수학 주제 중심의 통합 강좌에서도 탐구력과 발견을 경험하게 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3. 수학사적 가치 - 학교수학에서 수학사의 도입은 학생들의 흥미유발과 동기부여에 효과적

이다. 직각삼각형을 구성하는 정수 길이의 탐구는 기원전 1700년경으로 추정되는 플림프톤

322로부터 시작하여, 기원전 400년경 고대 그리스의 피타고라스, 플라톤 그리고 유클리드로

이어졌다. 그러한 연구가 1200년경 중세시대의 피보나치 수를 사용하여 통합되는 과정을

봄으로써 수학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재해석된다는 가치를 보여줄 수 있다.

감사의글 좋은 논문을 위해 성심어린 조언을 해주신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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