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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ization of ‘Gakdeungbyeonhyeongseupyu’
by utilizing GeoGebra

GeoGebra를 활용한 각등변형습유 (各等邊形拾遺)의 일반화

Yang Seonghyun 양성현

To introduce materials related to our traditional mathematics and to reinterpret
modernly them could be a good tool to find the cultural values of them. We an-
alyzed the degree for utilization of the history of mathematics in the middle school
textbooks developed depending on the 2009 revised mathematics curriculum. Thro-
ugh this, we suggest the need for research on concrete and practical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development utilizing the history of mathematics. We reinter-
pret, in modern style based on the curriculum, two subjects dealt with in ‘GakDe-
ungByeonHyeongSeupYu’, the first theme of ‘SanSulGwanGyeon’ written by Lee
Sang Hyuk. We expansively reconstruct the original samples up to regular decagon
so that students might figure out the situation of all regular polygon using a kind
of mathematics software GeoGebra. Also this process is constructed on the basis
of the curriculum for an implementation the secondary school classes.

Keywords: GakDeungByeonHyeongSeupYu, SanSulGwanGyeon, GeoGebra, Gen-
eralization, Regular Polygon; 各等邊形拾遺, 算術管見, GeoGebra, 일반화, 정다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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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의 전통 수학의 문화적 가치와 정체성을 찾기 위한 수학사에 관한 연구와 수학

사를 활용한 수학교육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우리 모두가 잘 인식하고 있는

문제일 것이다 [26]. 이러한 인식과 동반하여 수학사와 이를 교수・학습에 적용한 연구

[1, 2, 3, 4, 5, 6, 11, 12, 15, 16, 17, 18, 19, 20, 21, 24, 26, 27]는 한국수학사학회를 중심

으로 지금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2009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23]에 기반하여 개발된

교과서에서도 학생들에게 수학 학습에 대한 동기 유발과 흥미 진작을 위하여 교과서마다

다양한 소제목1)으로 수학사와 수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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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학 에세이, 수학 이야기, 수학 story, 수학으로 보는 세상, 수학 산책, 생각 열기, 재미있는 수학 이야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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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ases for Using the History of Korean Mathematics in the First Grade Textbooks of
Middle School; 중학교 1학년 교과서의 한국 수학사 활용 사례 [13, 14]

그러나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상당수가 각 단원의 도입이나

마무리에서 그 단원과 관련없는 수학사와 수학자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26].

특히 우리나라의 수학사에 대한 소개는 미미하고 학습동기를 유발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즉,

수학사를 활용한 교수활동이 가지는 여러 장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드물다 [16, 18].

 

 

1) , , story, , , , 

Table 1. Frequency for Using the History of Mathematics in Textbooks of Middle School;
현행 중학교 교과서의 수학사 활용 빈도

수천 년 전에 창조된 수학의 대부분은 내용과 과정에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와

같이 수학사를 활용한 지도는 수학 학습에 자극제로서 도움이 될 것이다 [5]. 단순한 수학사

의 소개를 넘어 우리 전통 수학과 관련한 다양한 수학적 소재를 찾고 그 안에 내재된 수학적

아이디어를 현대의 수학으로 재해석하여 접목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수학사를 활용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활용 사례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수학사적 소재를 활용하여 교실수업에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조선 시대 산학자 중의 한 명인 이상혁 (李尙爀)2)이 저술한 산술관견 (算術管見)의

2) 이상혁 (자 志叟, 본관 陜川)은『구일집 (1724)』의 저자 홍정하와 함께 조선에서 가장 위대한 수학자로, 1830
년 운과, 1831년 주학 취재를 합격하고 주별제 (籌別提, 종6품), 운과정 (雲科正, 정3품)을 지냈다. 이상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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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주제인 각등변형습유 (各等邊形拾遺)의 내용을 간략히 2장에서 정리하고 3장에서는

수학 학습 소프트웨어의 일종인 GeoGebra를 활용하여 각등변형습유 (各等邊形拾遺)에서

다루고 있는 2가지 내용3)을 산술관견 (算術管見)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하였다. GeoGebra

와 같은 역동적 기하프로그램은 정다각형을 포함하는 평면기하에 대한 학생들의 외연을 확

장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25]. 일반화 과정은 중・고등학교 심화학습이나 중등

영재수업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기반하여 구성하였다.

2 산술관견과각등변형습유

이상혁 (李尙爀) 과 산술관견 (算術管見) 에 대한 선행 연구 [7, 8, 9, 10, 19, 20, 22, 26] 를

토대로 산술관견 (算術管見)의 구성을 살펴보면 Table 2와 같다.

"

#sin'

#(#sin'

#' '

 

수리정온 을 보면 원을 자르는 방법이 갖추어져 있으나 각 변으로 넓이와 내접 외접원의 지‘ ’ , �
름을 구하고 넓이로 변을 구하는 방법에서 단지 정해진 비율의 비례만을 쓰고 있다 자세함이 . 

모자라는 것 같아 여기서 예를 들어 설명한다.

4) ( ): 18 ( ) . 5 , 40 , 數理精蘊 梅 成

8 1723 .(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58816&cid=46637&categoryId

=46637, : 2015.9.29)

5) Table 2 1( ; ) Table 3 1-1各等變形拾遺

1-2 [26] [ 1-1] [

1-8] , [ 1-9] [ 1-16] 2 .

Table 2. Contents of SanSulGwanGyeon; 산술관견 (算術管見)의 구성 [22, 26]

산술관견 (算術管見) 의 목록은 Table 2와 같이 네 개의 주제와 한 개의 부제로 구성되어

고조부는 홍정하의 동서인 이태윤 (1688–?) 이고, 홍정하의 조카 홍이록의 사위인 이병철 (1782–?, 1799년
취재 합격)과 변중관 (17450–?, 1774년 의과 합격)의 딸 사이에 태어났다. 산학과 천문학을 남병길과 공동
연구하였다. 천문학 서적인『규일고 (1850)』와 산서『차근방몽구 (1854)』,『산술관견 (1855)』,『익산 (1869)』을
출판하고 연구 결과로『사원옥감』,『산학계몽주해』를 남겼다. 관상감에서 일한 저자는 남병길의 도움으로 동,
서양의 수학서적을 접할 수 있어서 호조의 중인 산학자와 매우 다른 환경에서 수학을 연구할 수 있었다 (출처 :
국립중앙도서관 산술관견 초록정보).

3) 한 변의 길이가 주어진 정다각형의 넓이와 정다각형의 내접원과 외접원의 지름, 넓이가 주어진 정다각형의 한
변의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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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상혁은 첫 번째 주제인 ‘각등변형습유 (各等變形拾遺)’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며 16

개의 예제를 수록하였다.

按數理精蘊4)割圜之法備矣而至於以各變求積及內函外切圓徑與以積求邊之法

只用定率比例恐似欠詳故茲用設例焉

‘수리정온’을 보면 원을 자르는 방법이 갖추어져 있으나, 각 변으로 넓이와 내접・

외접원의 지름을 구하고 넓이로 변을 구하는 방법에서 단지 정해진 비율의 비례만

을 쓰고 있다. 자세함이 모자라는 것 같아 여기서 예를 들어 설명한다.

산술관견 (算術管見)의 각등변형습유 (各等變形拾遺)에 수록된 16개의 예제는 Table 3과

같이 2가지 주제로 정리할 수 있으며 각 주제마다 정삼각형부터 정십각형까지 8개의 문항5)

으로 구성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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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tents of Gakdeungbyeonhyeongseupyu; 각등변형습유 (各等變形拾遺)의 구성 [22]

4) 수리정온 (數理精蘊): 18세기 중국 청나라 매곡성 (梅瑴成) 등이 서양 수학을 해석하여 편찬한 수학서. 상편 5
권, 하편 40권, 표 8권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723년에 출판됨.(출처 : http://terms.naver.com/entry.
nhn?docId=558816&cid=46637&categoryId=46637, 검색일 : 2015.9.29)

5) Table 2의 주제1(각등변형습유 ; 各等變形拾遺)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을 필자는 Table 3에서 세부 내용에
따라 주제1–1과 주제1–2로 구분하였으며 각 주제에서 논하고 있는 예시문항을 번역서 [26]의 순서와 동일하게
각각 [예시문항 1–1]에서 [예시문항 1–8]로, [예시문항 1–9]에서 [예시문항 1–16]으로 분류하였으며 지면의
한계상 주제별로 각각 2문항의 예만 기술함.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58816&cid=46637&categoryId=4663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58816&cid=46637&categoryId=46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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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eoGebra를활용한각등변형습유의일반화

각등변형습유 (各等變形拾遺)에 제시되어 있는 2가지 주제의 16문항에 대하여 원문은 정다

각형이 지니고 있는 공통적인 성질뿐만 아니라 각각의 정다각형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이용하여 풀이를 제시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수학 학습 소프트웨어의 일종인 GeoGebra

와 정다각형의 공통 성질을 활용하여 이를 일반화하고자 한다. 일반화 과정은 중등교육과정

내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시하였으며 원문의 수치와 일반화 결과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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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26]. 본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반화 과정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일반화 과정은 교육과정 내의 심화학습이나 영재교육원에서 교수・

학습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3.1 한변의길이가주어진정다각형의넓이와정다각형의내접원과외접원

각등변형습유 (各等變形拾遺)에 수록된 문항의 풀이에서 Figure 2와 같이 많은 도해와 함께

풀이를 제시하고 있다. 주제 1-1의 예시 8문항 풀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성질은 피타고라

스의 정리, 삼각형의 닮음, 원의 현에 관한 성질, 방정식 등이며 각각의 정다각형이 지니는

특수한 성질을 풀이에 적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제곱근의 값을 구하는 방법적인 측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된 것은 없지만 제곱근의 값을 주로 소수점 여덟째 자리까지 표현하고 있다.

Figure 2. Gakdeungbyeonhyeongseupyu source; 각등변형습유 (各等變形拾遺) 원문6)

6) 출처 : 국립중앙도서관 (http://viewer.nl.go.kr:8080/viewer/viewer.jsp, 검색일 : 2015.9.25)

http://viewer.nl.go.kr:8080/viewer/viewer.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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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에 제시된 [예시 문항 1–1]7)과 [예시 문항 1–3]8)의 풀이를 현 교육과정의 용어로 그림과

함께 제시하면 Figure 3, Figure 4와 같다.

Figure 3. Solution of the example 1-1 presented in the original; 원문에 제시된 [예시 문항 1-1]의
풀이

Figure 4. Solution of the example 1-3 presented in the original; 원문에 제시된 [예시 문항 1-3]의
풀이

7) 한 변의 길이가 12인 정삼각형의 넓이와 이 정삼각형의 내접원과 외접원의 지름을 구하는 문항

8) 한 변의 길이가 12인 정오각형의 넓이와 이 정오각형의 내접원과 외접원의 지름을 구하는 문항

9) 원문에서는 AE를 중수선 (中垂線)이라 표현하였으며 삼각형의 꼭짓점에서 내린 수선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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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의 풀이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단일근호로 표현되지 않는 이중근호를 계산하는

과정은 현행 중등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내용이다. 이처럼 각등변형습유 (各等變形拾遺) 의

풀이 과정에는 중등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내용이 일부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각등변형습유

(各等變形拾遺)의 풀이를 일반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 내에서 다룰 수 있는 정다

각형의 성질과 GeoGebra를 활용한 작도를 통해 한 변의 길이가 주어진 정다각형의 넓이와

정다각형의 내접원과 외접원의 지름을 구하는 과정을 일반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제1-1의 일반화 과정에서는 정다각형의 2가지 성질을 이용하였다. 첫째, 정다각형의

내심은 정다각형의 이웃한 두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으로 작도할 수 있다. 둘째, 정다각형의

내심과 외심은 일치한다. 이 2가지 성질은 내심과 외심을 처음으로 학습하게 되는 중학교 1〜3

학년군의 교육과정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2009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기하 영역의 ‘교수・학습상의 유의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 점, 선, 면, 각과 관련된 용어의 뜻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여러 가지 도형의

성질을 추론할 수 있게 한다.

• 공학적 도구나 다양한 교구를 활용하여 도형의 성질을 추론할 수 있게 한다.

• 도형의 성질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활동은 학생의 수준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일반화의 과정은 중학교 심화학습이나 수학영재 학생들에게는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 주제1-1의 내용을 GeoGebra와 정다각형의 성질을 활용하여 이를 일반화하는

과정은 Table 4와 같다.

Table 4를 거쳐 완성된 GeoGebra파일은 단계1에서 생성한 2개의 슬라이더를 움직이며

변화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슬라이더 a를 이용하여 다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슬라이더 n을 이용하여 Figure 5와 같이 다양한 정다각형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10) 원문에서는 AH = DG + GH 를 고현화 (股弦和), HI = DG − GH 를 고현교 (股弦較) 라 표현하였으며
고현화는 직각삼각형의 빗변과 높이의 합, 고현교는 빗변과 높이의 차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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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Generalization process of subject 1-1 by utilizing GeoGebra; GeoGebra를 활용한 주제

1-1의 일반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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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Changes caused by slider ; 슬라이더에 의한 변화

3.2 넓이가주어진정다각형의한변의길이

원문에 제시된 주제 1-2의 예시 8문항의 풀이에 사용된 성질은 주제 1-1과 동일하게 피타

고라스의 정리, 삼각형의 닮음, 원의 현에 관한 성질, 방정식 등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각각의 정다각형이 지니고 있는 특수한 성질을 풀이에 적용하기도 하였다. 원문에 제시된 [예시

문항 1–12]11)과 [예시 문항 1–13]12)의 풀이를 현 교육과정의 용어로 그림과 함께 제시하면

Figure 6, Figure 7과 같다.

Figure 6. Solution of the example 1-12 presented in the original; 원문에 제시된 [예시 문항 1-12]
의 풀이

11) 넓이가 144인 정육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문항

12) 넓이가 144인 정칠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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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Solution of the example 1-13 presented in the original; 원문에 제시된 [예시 문항 1-13]
의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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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의 풀이 과정에서 식⑦의 삼차방정식14)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해를 구할 수

없는 삼차방정식이다. 이처럼 각등변형습유 (各等變形拾遺)의 주제 1-2의 내용 또한 주제 1-1

과 마찬가지로 원문에 제시된 8문항의 풀이를 일반화하는 것은 현행 중등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내용이다. 3.2절에서는 3.1절과 같은 방법으로 교육과정 내에서 다룰 수 있는 정다각형의

성질과 GeoGebra를 활용한 작도를 통해 넓이가 주어진 정다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과정을 일반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제 1-2의 일반화 과정에서도 주제 1-1에서 적용된 정다각형의 2가지 성질을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추가적인 개념으로 고등학교 선택 교육과정 일반과목 ‘미적분Ⅱ’의 삼각함수의

기본 개념을 활용하였다. 먼저 일반화에 앞서 정n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정다각형의 넓이와 n

의 값을 이용하여 Figure 8과 같이 계산하였다.

Figure 8. Predecessors for Generalization of subject 1-2; 주제1-2의 일반화를 위한 선행 작업

주제 1-2의 일반화 과정은 정다각형의 성질과 삼각함수의 기본 개념을 학습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접근 가능도록 구성하였다. 주제1-2의 GeoGebra를 활용한 일반화 과정은 Table 5와

같다.

Table 5를 거쳐 완성된 GeoGebra파일은 주제1과 동일한 방식으로 슬라이더 n을 이용하여

Figure 9와 같이 다양한 정다각형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은 Figure

10과 같이 GeoGebra에 의하여 계산된 실측값과 원문의 값을 비교하여 원문의 오차를 확인할

수도 있다.

13) 원문에서는 연속적인 네 개의 비례 관계를 연비례사율 (連比例四率)이라 표현하였으며 이 비례 관계로부터
만들어지는 2개의 식과 정칠각형의 성질을 이용하여 삼차방정식을 유도함.

14) 식⑦에서 2br = 1, 2cr = x로 치환하면 삼차방정식 x3 − x2 − 2x + 1 = 0이 된다. 이 삼차방정식의 세

근은 u + v +
1

3
, ω2u + ωv +

1

3
, ωu + ω2v +

1

3
(단 u =

√
−

7

54
+

7
√
3

18
i, v =

√
−

7

54
−

7
√
3

18
i, ω는

ω3 − 1 = 0의 한 허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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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Generalization process of subject 1-2 by utilizing GeoGebra; GeoGebra를 활용한 주제

1-2의 일반화 과정

Figure 9. Changes caused by slider ; 슬라이더에 의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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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Error between Gakdeungbyeonhyeongseupyu and GeoGebra; 각등변형습유 (各等變
形拾遺)와 GeoGebra 사이의 오차

4 결론및제언

수학자나 수학사와 관련된 내용의 교과서 수록 빈도 분석 결과를 통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2009 개정 교육과정에 기반하여 개발된 중학교 교과서 39종 (학년당 13종)에는 총 642건의

수학사 관련 내용이 수록되어 있었으며 이 중 우리 전통 수학과 관련한 수학사가 소개된 것은 71

건 (1학년 16건, 2학년 30건, 3학년 25건)으로 권당 1.82건 (11.06%)에 불과하였다. 이마저도

상당수의 교과서가 아직 각 단원의 도입 부분이나 마무리 부분에 그 단원과 관련된 수학사와

수학자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에 그치고 있었다.

본고는 이러한 필요성에서 출발하여 이상혁 (李尙爀) 의 산술관견 (算術管見) 의 첫 번째

주제인 각등변형습유 (各等邊形拾遺)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2가지 주제를 현행 교육과정에

기반하여 재해석하고 수학 학습 소프트웨어의 일종인 GeoGebra를 활용하여 원문의 내용을

토대로 일반화하였다. 각등변형습유 (各等變形拾遺)에 제시되어 있는 2가지 주제 16문항의

풀이 과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성질은 피타고라스의 정리, 삼각형의 닮음, 원의 현에 관한

성질, 방정식 등이며 각각의 정다각형이 지니고 있는 특수한 성질을 풀이에 적용하기도 하였다.

일반화 과정은 중등교육과정 내에서 교수・학습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에 기반

하여 구성하였으며, 원문의 수치와 일반화 결과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역동적으로

구조화하였다.

각등변형습유 (各等變形拾遺)에 제시되어 있는 2가지 주제의 일반화 과정에서 정다각형의

내심은 정다각형의 이웃한 두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으로 작도할 수 있다는 성질과 정다

각형의 내심과 외심이 일치한다는 정다각형의 성질을 공통적으로 적용하였다. GeoGeb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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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과정은 단계별로 상세화하여 제시하였으며 보다 상세한 설명을 위하여 작도에 사용된

GeoGebra의 도구 아이콘과 화면상의 작도 상태를 단계별로 캡쳐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주제

2의 일반화 과정에서는 GeoGebra를 활용한 작도에 앞서 필요한 대수적 과정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여 구성 단계에 대한 이해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본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반화 과정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은

문제해결능력을 키우고 더불어 문제해결 과정의 다양성을 습득할 수 있다.

우리 전통 수학과 관련한 수학사를 소개하고 관련된 다양한 수학적 소재를 현대수학으로

재해석하는 것은 우리 전통 수학의 문화적 가치를 찾을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또한,

수학사를 활용한 이런 문제들은 수학의 뿌리를 알려주고 수학의 보편성을 보여주며 수학의

문화적 가치를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6]. 조상의 수학적 자부심을 현재의 우리의 학생들에게

전하는 것은 수학교육에 있어서 충분한 가치와 의미가 있을 것이며 [26] 우리 고유의 수학사를

활용한 교수・학습 자료를 통하여 전통 수학의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다면 정의적 측면과

관련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1]. 본 연구는 우리의 수학사를 활용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에 대한 다양성과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토대로 수학사를 활용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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