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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과 디자인 융합 교육을 위한 기리 타일의 수학적 탐색

1)서 보 억 (충남대학교)

4차 산업혁명시대는 수학교육의 방향도 크게 흔들어 놓

고 있다. 특히 수학이 다양한 영역에 어떻게 적용되고, 활

용될 수 있는지 인식하는 융합 역량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융합에 대한 관점을 고찰하고, 수학교

실에서 활용 가능한 융합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수학적

탐색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고대 이슬람 건축

물에 사용된 기리 타일을 수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학과 다자인 융합 교육을 위한 수학적 탐색을

실시한다. Roger Penrose1)보다 500년이나 앞서 만든 기리

타일링의 수학적 분석을 통해 디자인에 대한 이해 및 수

학의 활용성과 수학을 통한 타학문의 융합 가능성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기를 기대한다.

Ⅰ. 서론

최근의 수학과 교육과정을 보면, 창의성 및 융합을

강조하고 있다. 2009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창의

성을 교수·학습에서 교사가 고려해야하는 수업방법 중

하나로 제시하였고(교육과학기술부, 2011), 2015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수학과의 6개 교과역량 중 하

나로 창의 융합 역량을 제시하였다(교육부, 2015). 특

히 2017년 초등학교 1, 2학년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도 시행에 들어가는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교육 목표

로 설정하고, 창의성을 바탕으로 창의·융합적 인간 양

성을 학교 교육의 핵심과제로 부각시켰다. 박경미 외

(2014)는 2015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재구조화 연구에

서 창의 융합 역량에 대한 하위 요소를 제시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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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enrose는 정다각형이 아닌 다양한 모양으로 평면을 채우

는 펜로즈 타일링을 만들었다.

창의성과 관련해서는 독창성, 유창성, 융통성, 정교성을

제시하였고, 융합과 관련해서는 수학 내적 연결과 수

학 외적 연결 및 융합을 제시하였다.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학문 영역의 경

계 허물기가 필요하다는 논의는 이미 오래 전부터 진

행되었다. 학문 영역의 ‘경계 구축하기’가 근대의 패러

다임이라면, 미래사회의 교육 패러다임은 ‘경계 허물기’

혹은 ‘함께 만들어 가기’일 것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핵심은 상이한 분야 사이의 소통과 연대 및 이들 사이

의 새로운 관계 창조임이 분명하다. 이것이 4차 산업

혁명의 시대적 과제라 볼 수 있다. 자연과학 및 수학

이 인문적 사유 및 예술과 어떻게 결합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고민되기 시작한 지도 오래되었다. 예술은 심

미적인 것이고 자연과학은 실용적이라는 이분법은 새

로운 교육환경과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다. 미래사회

를 대비하는 융합적 수학교육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되

어야 할 것은 수학과 타 학문과의 단순한 통합이 아니

라, 수학을 통해 각 학문 영역이 제대로 움직이도록

도와주는 통합적 지식의 구축이다. 수학은 수학으로서

의 제 영역을 지키면서 다른 학문과 평등한 주고받기

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

다.

2007년 ‘사이언스’는 이슬람인이 Penrose보다 500년

이나 앞선 15세기에 사용한 타일링 기법을 소개하였다.

구체적으로 Peter와 Paul(2007a, 2007b)은 1200경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디자인을 분석하였고, 이에 대해

Ozdural(2000), Raymond(2004)는 상당한 발전을 이룬

특별한 디자인이라고 평가하였다. Ettinghausen 외

(2001)에 따르면 이 디자인은 별과 다각형, 여러 선이

중첩된 이슬람 문양을 체계화시킨 후 얻은 결과인데,

그 바탕에 ‘기리(girih, 매듭)’라 명명한 5가지 기본 타

일을 기초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수학과 디자인 융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기리 타일에 집중한 것은 기리 타일이 정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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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열을 가진 것이 아니라 비정규 배열을 가진다는 점

때문이다. 정규배열은 유한한 개수의 배치 방법이 존

재하지만 비정규배열은 그렇지 않다. 실제로 10세기부

터 15세기 사이에 복잡한 비정규적인 타일링 기법이

이슬람을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기리 타일

은 그 중 가장 흥미로운 것 중의 하나이다(Borisova,

2011). 게다가 흥미로운 점은 기리 타일은 타일링 자체

가 목적이 아니라는 점인데, 이러한 타일링은 기리선

이라고 불리는 선의 조화와 아름다움이 기리 타일 디

자인의 목적이었다.

이로 인해 기리 타일에 대한 수학적 분석은 융합

교육의 목적인 창의적 산출물의 도출에 용이하고, 수

학이라는 학문영역과 디자인이라는 학문영역을 평등한

관계에서 주고받기가 가능한 영역으로 판단되었다.

기리 타일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중세 이슬

람의 타일링을 모방하는 프로젝트 과제 수행이 유의미

하다는 연구 결과와 더불어, 역사 문화적 연결 가능성

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연구가 있었다(Tennant,

2009). 반면 기리 타일에 대한 수학적 분석 및 이를 통

한 새로운 적용가능성의 탐구, 수학과 디자인의 융합

의 수단으로 기리 타일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융합에 대한 기본적인 고찰을

기초로, 중세 이슬람 시대에 사용된 기리 타일에 대한

수학적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수학과 디자인

융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리 타일의 수학적 탐색

을 연구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초등학교 및 중학교 수학 수업에 적용 가능한 융합적

교수학습 자료가 개발하고, 다양하게 활용되기를 기대

한다.

Ⅱ. 문헌탐색

1. 수학과 융합교육에 대한 관점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학문 영역의 경

계 허물기가 필요하다. 학문 영역의 ‘경계 구축하기’로

부터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은 ‘함께 만들어 가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통섭이라는 용어로 시도된 학문간

상호 주고받기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차 산

업혁명을 비롯한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세계를 불

확실성이 본질이 되는 세상으로 만들고 있다. 따라서

수학교육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

이에 Simondon(2011)은 ‘형태와 정보 개념에 비추

어 본 개체화, 기술적 대상들의 존재 양식에 대하여’를

기초로 한 융합, 복합, 통합 교육에 대한 철학적 기초

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근대 이후 학문은 급속하게 분

화되었고, 이들은 문화(본 연구에서는 수학과 디자인)

라는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문화는 균형

잡혀 있지 않다. 어떤 대상은 인정하지만 어떤 대상들

은 거부하고 기존의 세계 속으로 밀어 넣고 관심을 가

지지 않는다. 문화는 기술적 대상(새로운 학문)에 대해

모순된 두 태도를 지닌다. 하나는 오로지 유용성만을

추구하는 것, 다른 하나는 잠재적으로 문화를 위협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측면이다. 즉, 새로운 대상을 유용

하게 활용하여 독자성을 인정하고 싶은 측면과 함께

그들은 문화로 받아들이기를 꺼려하는 모순된 태도가

있다(Simondon, 2011).

그런데 이러한 기술적 대상들의 발생 및 발달은 세

가지 수준을 지니고 있다. 요소 수준, 개체 수준, 앙상

블 수준이다. 첫째 단계는 요소 수준인데, 요소는 하나

의 학문을 형성하기 위한 작은 부분들이다. 요소는 아

직 체계적이지 않아 학문으로 형성되기에는 부족한 수

준이다. 둘째 단계는 개체 수준인데, 개체는 요소들이

하나의 독자적인 학문체제를 이루는 것이다. 즉, 수학

이라는 영역, 디자인이라는 독자적인 영역이 체계적으

로 구축된 수준이다. 셋째 단계는 앙상블 수준인데, 앙

상블은 다른 학문들과 공존하여 상호 협력하여 효과를

창출하는 수준이다. 즉 수학이 디자인이라는 영역과

최적으로 효과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수준

을 의미한다. 즉, 문화(학문)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른 학문과의 공존을 통해 앙상블을 이룰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수학이 수학으로 영역을 인정받

기 위해서는 다른 학문과의 연결성을 통해 비로써 수

학에 대한 체계적인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관점이다

(Simondon, 2011).

결국 융합을 통해 개개의 학문의 주체가 새롭게 태

어날 수 있는데, 융합은 자신의 고유한 성격을 삭제하

거나 경계를 지운다는 목적으로 그 경계 속의 주체를

지워 버리는 행위는 아니라는 점이다. 통합적 사고, 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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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적 사고, 통섭적 사고를 통해 그것의 개별 주체를

무력화하는 방식은 아니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수학교육에서도 타 학문과의 융합을 통해, 수학적 개

념이 완성되고, 수학을 통해 타 학문을 연결하여 서로

의 영역에 대한 고유한 성격을 살리는 방향으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런데, STEAM

교육에서 수학교육은 어떤 상황인가 진단할 필요가 있

다.

2. 타일링(tiling)

본 연구에서 수학과 디자인이 만나는 접점은 타일

링이다. 타일링을 통해 디자인과의 융합을 시도한다.

따라서 타일링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타일링이란 주어진 평면도형 혹은 평면도형 모양의 타

일을 이용하여 평면을 완전히 채우는 활동을 의미한다.

타일링의 가장 기본인 정다각형 타일링과 본 연구의

주제인 기리 타일링에 대해 살펴보자.

가. 정다각형 타일링

타일링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정다각형 타일링이다

(Coxeter, 1973; Grünbaum et al, 2003). 정다각형을

평면에 정규적으로 타일링하는 방법은 총 11가지가 존

재한다. 한 꼭짓점에 모여 있는 다각형을 기호로

⋯로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꼭짓점에

정4각형, 정6각형, 정12각형이 모여 있다면 로

표현한다. 그런데 실제로 정다각형 타일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조건1. 정삼각형의 한 내각은 °이므로 한 꼭짓점

에는 3개 이상 6개 이하의 정다각형만 올 수 있다.

조건2. 정다각형의 타일링의 수는 이론적으로 17가

지이다.

조건1의 경우, 정다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보
다 작으므로, 평면을 채우기 위해서는 한 꼭짓점에 최

소한 3개의 도형이 모여야 하는데, 가장 작은 한 내각

의 크기는 °이므로 6개까지 한 꼭짓점에 모일 수 있
다. 조건2의 경우는 각 점에서 정 , 정 , ⋯, 정각

형이 만난다면(≥) 다음이 성립한다.

 

 


 
⋯



(단, ≤ ≤⋯≤, ≤≤)

이 식을 이용하여 자연수 해의 쌍  을 구하

면, , , , ,

, , , , ,

, , , , ,

, , 으로 17가지가 가능할 수 있

다. 하지만, 실제로 가능한 정다각형 타일링의 수는 11

이다.

첫째,  이라 하면, , , ,

만 가능하고, 둘째,  라 하면, ,

, 만 가능하고, 셋째,  라 하면,

각각의 경우 , , 이 가능

하며, 넷째,  이라 하면, 이 가능하다.

나. 기리 타일과 기리 타일링

중세 이슬람의 기리 타일은 내각이 144°인 정10각

형, 내각이 72°, 144°, 144°, 72°, 144°, 144°로 이루어진

긴육각형, 내각이 108°인 정5각형, 내각이 72°, 108°,

72°, 108°인 마름모, 내각이 72°, 72°, 216°, 72°, 72°,

216°로 이루어진 나비넥타이 모양의 육각형뿐이다([그

림 1] 참조). 그리고 기리 타일 위에 그려져 있는 선분

들의 모임으로 서로 다른 기리 타일을 이어 붙였을 때,

서로 일직선이 되도록 이어져 있는 타일 위의 선이 있

는데 이 선을 기리 선이라고 부른다.

[그림 1] 기리 타일
[Fig. 1] girih tile

본 연구의 진행을 위해 각각의 기리 타일의 이름을

아래와 같이 명명한다.

첫째, 내각이 144°인 정10각형은 ‘타일정10각형’이라

고 부른다. 선대칭, 점대칭 도형이고, 대칭축은 10개이

고, 기리 선이 변의 중점과 연결되며, 기리 선에 의해

그려진 오목별10각형 모양을 하고 있다.

둘째, 내각이 72°, 144°, 144°, 72°, 144°, 144°로 이루



서 보 억240

어진 긴육각형은 ‘타일긴육각형’이라고 부른다. 선대

칭, 점대칭 도형이고, 대칭축이 2개이며 기리 선은 오

목10각형 모양이다.

셋째, 내각이 108°인 정5각형은 ‘타일정5각형’이라고

부른다. 선대칭도형이고, 대칭축은 5개이며, 기리 선은

오목5각별 모양이다.

넷째, 내각이 72°, 108°, 72°, 108°인 마름모는 ‘타일

마름모’이라고 부른다. 선대칭, 점대칭 도형이고, 대

칭축이 2개며, 기리 선은 나비넥타이 모양이다.

다섯째, 내각이 72°, 72°, 216°, 72°, 72°, 216°로 이루

어진 나비넥타이는 ‘타일나비넥타이’라고 부른다. 선

대칭, 점대칭 도형으로 대칭축이 2개이고, 기리 선은

사각형 두 개로 분리되는 모양이다.

일반적으로 기리 타일은 몇 가지 성질을 가진다. 첫

째, 모든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 둘째, 모든 내각의

크기는 36°의 배수이다. 셋째, 선대칭 도형이고, 정5각

형을 제외한 모든 도형들이 서로 수직인 두 개의 대칭

축을 가지고 있다. 넷째, 돌리기 대칭 도형이고, 정10

각형은 10중 돌리기 대칭(36°로 회전)이며 정5각형은 5

중 돌리기 대칭(72°로 회전)이다.

중세 이슬람의 기리 타일링은 독특한 성격을 지니

고 있다. 이슬람의 사원의 디자인을 보면, 타일의 외형

적 디자인은 거의 드러나지 않고, 오직 기리 선만 겉

으로 보인다. 타일은 감추어져 있고, 그 타일 위의 기

리 선만 보이도록 한 독특한 타일링이 바로 기리 타일

링인 것이다([그림 2] 참조).

[그림 2] 기리 타일링
[Fig. 2] girih tiling

기리 타일에 의한 기리 타일링도 몇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다. 첫째, 꼭짓점에서 모인 내각의 합이 360°

로 꼭 맞아야 한다. 둘째, 밀기, 돌리기로 규칙적인 타

일링이 가능해야 한다. 셋째, 전체 모양이 선대칭이나

돌리기 대칭이 되도록 구성하되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방법

가. 연구대상

본 연구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적용가능한 수학과

디자인의 융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수학적 탐구를

연구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수학과 디자인이 결합 가

능한 접점을 기초로 수학적 탐색활동을 진행한다. 또

한 수학과 디자인이 독자의 영역이 서로 평등한 관계

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학에서는 평면도형 분

석을 위한 개념, 도형의 이동에 대한 유형(밀기, 돌리

기, 뒤집기)이 주 탐구대상이며, 디자인에서는 중세 이

슬람에서 사용한 기일 타일이 주 탐구대상이다. 본 연

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프로그램 투입 가능성 및 창

의적 산출물이 도출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1명의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과 2명의 중학생이 참여하였다.

나. 연구방법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문헌분석, 수학과 디자인 융

합을 위한 귀납적 수학탐구, 학생 참여 창의적 산출물

도출을 시도하였다. 먼저 문헌분석은 기일 타일에 대

한 자료 수집 및 타일링에 대한 개념 탐색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귀납적 수학탐구는 기리 타일에 대한 분

석을 통해 수학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

용되어졌다. 마지막으로는 학생 참여 창의적 산출물

도출은 수학과 디자인 융합의 최종 결과로 창의적 산

출물이 실제로 도출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2. 연구절차

본 연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수학과 디자인 융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수학적 탐색은 Taba(1967)가 제

시한 귀납적 탐구 모델에 따라 진행하였고, 이를 바탕

으로 [그림 3]과 같이 연구 절차를 도식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Simondon(2011)의 철학적 관점에서

수학융합교육에 대한 관점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고찰

을 바탕으로 수학 융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수학적

탐색이 실제로 다음 절차로 이루어졌다. 프로그램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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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을 위한 수학적 탐색은 첫째, 기리 타일에 대한 기

초적 분석을 실시한다. 둘째, 기리 타일의 존재성에 대

한 탐구를 위해, 현재 다섯 가지 기리 타일의 생성원

리를 찾고, 이를 통해 또 다른 기일 타일의 존재성의

문제를 해결한다. 셋째, 기리 타일링의 체계화 방법을

탐색한다. 넷째, 기리 선에 대한 수학적 원리를 탐구한

다. 이를 통해 새로운 기리선의 제작 원리를 개발한다.

다섯째, 기리 선을 이용한 새로운 디자인에 적용하는

방법을 찾고, 실제로 학생들의 참여활동을 통해 창의

적 디자인을 개발한다.

문헌 분석 및 기일 타일 문헌 분석을 통한 탐구
방향 설정

다양한 사례에 대한 관찰 활동

기리 타일에 대한 수학적 분석 및 발견적 추측 활동

발견적 추측에 대한 정당화 활동 및 융합 자료의
수학적 분석 결과 도출

수학과 디자인 융합을 통한 창의적 산출물 도출
가능성 탐색

[그림 3] 연구 절차
[Fig. 3] Research Procedure

Ⅳ. 수학적 분석 결과

1. 기일 타일의 수학적 분석

가. 기리 타일과 기리 선

1) 타일정10각형 기리 타일의 분석

Peter와 Paul(2007a)은 이슬람 건축에 사용된 기리

타일은 오직 5가지 뿐이라고 밝혔다. 이 다섯 개의 기

리 타일의 기리 선에 대해 분석을 하였다.

먼저, 타일정10각형의 기리 선에 대한 각을 구해 보

자. 타일정10각형의 기리 선은 정확하게 오목한 별모

양 정다각형을 이루고 있다. 별모양 정다각형의 한 각

의 크기가 이 모양을 결정한다.

따라서 타일정10각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별모양

정다각형의 개념을 탐색하여야 한다. 홍동화 외(2015)

는 이를 위해 별모양정다각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

시하였다.

오목정다각형은 별모양 정다각형으로, 정다각형이 되기

위한 두 조건인 ‘모든 변의 길이가 같고, 모든 내각의

크기가 같다’를 만족한다.

그런데, 볼록정다각형은 닮음이라는 속성에서 보면

유일하게 결정되지만, 오목정다각형은 유일하게 결정

되지 않을 수 있다. 볼록 정각형은 닮음인 경우를 제

외하면 오직 한 종류만 존재한다. 예를 들어, 정3각형,

정4각형, 정5각형, 정6각형은 본질적으로 오직 한 종류

밖에 없다. 그렇지만 이러한 성질은 오목정다각형에서

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림 4]는 원에 내접하는 두 오

목정7각형을 나타낸 것이다. 즉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오목다각형이 오목정다각형의 속성을 만족한다. 왼쪽

에 위치한 오목정7각형의 경우는 전체 내각의 총합이

540°이므로 한 내각의 크기가 
 °인 정다각형이고,

오른쪽의 오목정7각형은 전체 내각의 총합이 180°이므

로 한 내각의 크기가 
 °인 정다각형이다.

[그림 4] 다각형 1
[Fig. 4] Polygon 1

[그림 5] 다각형 2
[Fig. 5] Polygo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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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정7각형이 유일하지 않기 때문에 두 종류의 오

목정7각형이라고 부르면 어떤 도형을 지칭하는지 명확

하지 않다. 또한 앞에서와 같이 같은 정다각형에 대해

서 오목과 볼록만을 구별하여 명명하는 것으로는 오목

정다각형의 모든 경우를 명명할 수 없다. 이에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목정다각형을 어떻게

명명하는 것이 타당할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

에 대해 홍동화 외(2015)는 첫 번째 도형을 정

각형

이라고 명명하고, 두 번째 도형을 정

각형이라고 명

명하였다. 실제로 별모양 오목한 정다각형은 정

각형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오목한 정10각

형의 기리 선의 생성원리에 대해 탐구할 수 있다. 별

모양 정다각형에 대한 연구(서보억, 2012)로부터 별모

양 오목10각형은 세 가지 모양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타일정10각형에 있는 기리 선은 한 내각의

크기가 72°와 동일하고, 그 각의 크기는 72°, 144°로 이

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타일정10각형의 기리

선은 정

각형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그림 5]참조).

2) 타일72마름모 기리 타일의 분석

타일72마름모의 기리 선의 각의 크기는 72°, 216°로

이루어져 있다. 기리 타일의 특성에 의해서

∠A ∠C 이고 ∠B∠D  이다. 그런데, 기리
선의 각도를 구하는 것은 이 자체만으로는 어렵다. 즉,

∠E , ∠F , ∠I를 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기리 타일과의
관련성을 통해서 살펴보아야만 한다.

[그림 6] 다각형 3

[Fig. 6] Polygon 3

  

앞에서 정10각형에 접하는 별 모양의 한 각의 크기

가 °라는 사실로부터 ∠IEF  °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AEI °이므로 ∠EIH  °가 된다. 이로

부터 반대쪽 큰 각은 ∠EIH  °이 되어야 한다. 따

라서 [그림 6]과 같이 모든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

3) 그 외 기리 타일의 분석

타일정5각형의 기리 선의 각의 크기는 72°, 216°로

이루어져 있다. 타일정5각형의 기리 선에 대한 각을

구해 보자. 먼저 정5각형이 정10각형과 만나 기리 선

이 직선이 되기 위해서는 만나는 각의 크기는 72°이어

야 한다. 이로부터 계산을 하면, 위와 동일한 이유로

각의 크기는 72°, 216°이다.

[그림 7] 다각형 4

[Fig. 7] Polygon 4

     

동일한 이유로 타일72긴육각형 및 타일72나비넥타

이의 기리 선에 대한 각을 구해 보면, [그림 8]과 같다.

[그림 8] 다각형 5

[Fig. 8] Polygon 5

  

4) 기리 선의 수학적 분석 및 적용

기리 타일에 존재하는 각에 대한 탐구결과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기리 선이 변의 중심과 이루는 각의 크

기는 항상 72°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이러한 각의 크기

가 기리 선의 아름다움을 만드는 원인이다.

둘째, 왜 72°인가에 대한 결론은 오목한 별모양 정

다각형에서 그 원인이 있다. 오목한 별모양 10각형은

총 세 가지 종류가 존재하는데, 한 내각의 크기는

108°, 72°, 36°이다. 이 세 가지 별모양 중에서 뾰족하

지도, 무디지도 않은 72° 별모양 10각형이 가장 미적으

로 아름다운 디자인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굳이 72° 기리 선으로 고집할 이유가 없다면,

새로운 기리 선이 수학적으로 가능하다. 사실 정5각형

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그림 9]와 같은 별모양을 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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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데, 이때 한 내각의 크기는 36°이다.

따라서 기리 선을 그리는 방법을 달리하여 36°와

108°도와 같은 기리 선도 가능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

로운 디자인이 가능하다.

나. 기리 타일의 존재가능성 및 생성원리

기리 타일은 모든 변의 길이가 같고, 각의 크기가

°의 정수배이다.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기리 타일을

만들었는지 그 생성원리를 수학적으로 고찰한다.

1) 정각형 기리 타일의 존재성

정각형 중에서 기리 타일의 속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뿐이다. 정각형에서 한 내각의 크기는




이므로, 이 값이 가 되는 경우를 찾아야

한다. 따라서


 을 만족하는 의 값을 찾

는다.  일 때,  

가 되고,  이면  가 되

고,  이면  


이 되고,  이면  이 되며,

≥이면 불가능하다. 따라서  ,   두 가지만

가능하다.

2) 삼각형 기반 생성 원리 및 새로운 기리 타일

기일 타일의 한 각의 크기는 36의 배수이므로 를

36이라고 가정한다.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이므로

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된다. 따라서 를 세 각

이 나누어 가져야 하므로 가능한 경우는 와

뿐이다. 이로부터 기리 타일의 생성원리와 새로

운 기리 타일을 만들 수 있다.

(생성원리1)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가 일 때,

타일72나비넥타이와 새로운 기리 타일을 생성한다.

[그림 9] 다각형 6
[Fig. 9] Polygon 6

(설명) 세 각의 크기가 이면 아래 그림과 같

은 이등변삼각형이다. 그런데 이 이등변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같지 않다. 세 변의 길이를 같도록 하기

위해서 합동인 두 이등변삼각형에서 꼭지각을 겹치도

록 이동할 수 있다. 그러면, 타일72나비넥타이가 생성

된다.

 ⇒ 

그런데 세 각의 크기가 인 삼각형에서 모든

변의 길이를 같도록 하는 또 다른 방법은 밑변을 서로

겹치도록 배치하는 방법이다. 이 도형은 모든 각의 크

기가 36°의 배수이고 모든 변의 길이가 같으므로, 기리

타일의 성질을 만족한다.

[그림 10] 새로운 기리 타일 1
[Fig. 10] New girih tile 1

생성원리1에 의해서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가

로 만들어진 새로운 기리 타일을 만들 수 있다.

이 기리 타일을 ‘타일36마름모’로 정의한다([그림 10]

참조).

(생성원리2)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가 일 때,

타일72마름모를 생성한다.

(설명) 세 각의 크기가 이면 아래 그림과 같은

이등변삼각형이다. 그런데 이 이등변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같지 않다. 밑변의 길이가 옆변의 길이보다 더

길기 때문에 밑변을 서로 겹치게 이동할 수 있다. 그

러면, 타일72마름모가 생성된다.

 ⇒ 

3) 사각형 기반 생성 원리



서 보 억244

기일 타일의 한 각의 크기는 36의 배수이므로 를

36이라고 가정한다. 사각형의 내각의 합이 360°이므로

는 사각형의 내각의 합이 된다. 따라서 를 네

각이 나누어 가져야 하므로 가능한 경우는 와

 뿐이다. 이로부터 기리 타일의 생성원리와

새로운 기리 타일을 만들 수 있다.

(생성원리3) 사각형의 세 각의 크기가 일

때, 타일36마름모를 생성한다.

(설명) 네 각의 크기가 이면 아래 그림과

같은 타일36마름모를 바로 생성한다.

(생성원리4) 사각형의 네 각의 크기가 일

때, 타일72마름모를 생성한다.

(설명) 네 각의 크기가 이면 아래 그림과

같은 타일72마름모를 바로 생성한다.■

4) 오각형 기반 생성원리 및 새로운 기리 타일

기일 타일의 한 각의 크기는 36의 배수이므로 를

36이라고 가정한다. 오각형의 내각의 합이 540°이므로

는 오각형의 내각의 합이 된다. 따라서 를 다섯

각이 나누어 가져야 하므로 가능한 경우는

와 와 와

와 이다. 이로부터 기리 타

일의 생성원리와 새로운 기리 타일을 만들 수 있다.

(생성원리5) 오각형의 다섯 각의 크기가

일 때, 새로운 기리 타일을 생성한다.

(설명) 다섯 각의 크기가 이면 아래 그

림과 같은 세 변, 두 변끼리 길이가 서로 같은 오각형

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이 오각형은 다섯 변의 길이가

모두 같지 않기 때문에 같도록 하기 위해서 꼭지각을

겹치도록 이동할 수 있다. 그러면 새로운 도형은 모든

각의 크기가 36°의 배수이고 모든 변의 길이가 같으므

로, 기리 타일의 성질을 만족한다.

[그림 11] 새로운 기리 타일 2
[Fig. 11] New girih tile 2

생성원리5에 의해서 오각형의 세 각의 크기가

로 만들어진 새로운 기리 타일을 ‘타일굵

은10각넥타이’로 정의한다([그림 11] 참조).

(생성원리6) 오각형의 다섯 각의 크기가

일 때, 새로운 기리 타일을 생성한다.

(설명) 다섯 각의 크기가 이면 아래 그

림과 같은 세 변, 두 변끼리 길이가 서로 같은 오각형

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이 오각형은 다섯 변의 길이가

모두 같지 않기 때문에 같도록 하기 위해서 꼭지각을

겹치도록 이동할 수 있다. 그러면 새로운 도형은 모든

각의 크기가 36°의 배수이고 모든 변의 길이가 같으므

로, 기리 타일의 성질을 만족한다.

[그림 12] 새로운 기리 타일 3
[Fig. 12] New girih tile 3

생성원리6에 의해서 오각형의 세 각의 크기가

로 만들어진 새로운 기리 타일을 ‘타일얇

은10각넥타이’로 정의한다([그림 12] 참조).

(생성원리7) 오각형의 네 각의 크기가 

일 때, 타일긴육각형을 생성한다.

(설명) 다섯 각의 크기가 이면 아래 그

림과 같은 세 변, 두 변끼리 길이가 서로 같은 오각형

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이 오각형은 다섯 변의 길이가

모두 같지 않기 때문에 같도록 하기 위해서 꼭지각을

겹치도록 이동할 수 있다. 그러면 새로운 도형은 모든

각의 크기가 36°의 배수이고 모든 변의 길이가 같으므

로, 기리 타일의 (성질1)을 만족한다. 그런데 이 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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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반으로 절단하여 타일긴육각형을 얻을 수 있다.

 ⇒ 

(생성원리8) 오각형의 네 각의 크기가 

일 때, 타일정5각형을 생성한다.

(설명) 다섯 각의 크기가 이면 타일정5

각형을 바로 생성한다.

(생성원리9) 오각형의 다섯 각의 크기가

일 때, 새로운 기리 타일을 생성한다.

(설명) 다섯 각의 크기가 이면 아래 그

림과 같은 두 변, 두 변끼리 길이가 서로 같은 오각형

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이 오각형은 다섯 변의 길이가

모두 같지 않기 때문에 같도록 하기 위해서 그림과 같

이 겹쳐서 다섯 변의 길이가 같도록 이동할 수 있다.

그러면 새로운 도형은 모든 각의 크기가 36°의 배수이

고 모든 변의 길이가 같으므로, 기리 타일의 성질을

만족한다.

[그림 13] 새로운 기리 타일 4
[Fig. 13] New girih tile 4

생성원리9에 의해서 오각형의 세 각의 크기가

로 만들어진 새로운 기리 타일을 ‘타일둥

근8각형’으로 정의한다([그림 13] 참조).

다. 새로운 기리 타일의 유용성

중세 이슬람 문명에서 사용하지 않았지만, 기리 타

일의 조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타일을 적용하면 두 가

지 큰 장점이 생긴다.

첫째, 기리 타일의 분할 혹은 더 큰 기리 타일을 만

들 수 있다. [그림 14]와 같이 정10각형은 분할될 수

있다.

[그림 14] 타일링
[Fig. 14] tiling

둘째, 기리 타일링이 불가능한 경우를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어서, 기리 타일링을 더 다양하게 확대할

수 있다. 아래 [그림 15]는 타일정5각형을 이용한 새로

운 기리 타일링이다.

[그림 15] 타일링 2
[Fig. 15] tiling 2

2. 기리 타일링의 수학적 가능성 탐색

앞에서 살펴본 기리 타일링에 대한 성질에서 밀기,

돌리기 등으로 규칙적인 타일링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기리 타일을 통한 타일링의 수는 비정규성으로 인해

그 개수를 헤아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기리

타일링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체계화하기 위한 방법

을 마련하여 수학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 기리 타일링의 결과 분석을 통한 분류 기준

기일 타일링을 분류하기 위해 밀기(평행이동), 돌리

기(회전이동), 뒤집기(대칭이동)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개념은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익숙한 분류기준이다.

[그림 16] 타일링 3
[Fig. 16] tilin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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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타일링 4
[Fig. 17] tiling 4

밀기에 의한 타일링은 [그림 16]처럼 좌우 혹은 상

하로 동일한 타일이 반복되어 나오는 타일링을 의미한

다. 돌리기에 의한 타일링은 [그림 17]처럼 중심에 있

는 기리 타일의 변을 따라 회전하면서 타일링을 하거

나 기리 타일의 한 꼭짓점을 중심으로 회전하면서 타

일링하는 것을 의미한다. 뒤집기에 의한 타일링은 [그

림 18]과 같이 임의의 한 직선을 중심으로 좌우 혹은

상하 대칭 구조를 이루면서 타일링하는 것이 뒤집기

대칭이동에 의한 타일링을 의미한다.

[그림 18] 타일링 5
[Fig. 18] tiling 5

지금까지의 결론으로부터 분류의 편리성을 위해 다

음과 같은 세 자리 분류코드를 구성한다.

 ② (  )
첫째, 은 밀기, 돌리기, 뒤집기에 대한 코드 값이

다. 밀기는 T(Translation)로 부여한다. 돌리기는

R(Rotation)로 부여하는데, 점을 중심으로 돌리면  ,

도형을 중심으로 돌리면 으로 부여한다. 뒤집기는

S(Symmetry)로 부여하는데, 한 쪽 축에 대한 뒤집기

이면   , 두 쪽 모두에 대한 뒤집기이면   , 점에 대

한 대칭이면  으로 부여한다.

둘째, ②는 사용된 기리 타일의 개수를 나타낸다.

셋째, 은 실제로 사용된 기리 타일의 번호를 나타
낸다. 예를 들어, 타일정10각형, 타일정5각형, 타일72나

비넥타이를 사용한 타일링이라면 (10, 5, 0)으로 부여

한다(<표 1> 참조).

나. 한 가지 기리 타일에 의한 타일링

기리 타일링은 정다각형에 의한 평면 타일링처럼

한 개의 타일을 이용한 것과 여러 개의 타일을 이용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한 개의 기리 타

일에 의한 타일링의 가능성을 밀기, 돌리기, 뒤집기 세

종류의 타일링의 관점에서 고찰하면 [표 1]과 같다.

구분 10 6 5 4 0

밀기

×

○

×

○ ○

돌리기 ○ ○ ○

뒤집기 × ○ ×

[표 1] 타일링 분류
[Table. 1] tiling classification

(10은 타일정10각형, 6은 타일72긴육각형, 5는 타일정5

각형, 4는 타일72마름모, 0은 타일72나비넥타이 타일)

1) 타일72마름모에 의한 타일링

이 경우는 모두 세 가지가 가능하다. 타일72마름모

는 아래와 같이 타일링이 됨을 귀납적으로 찾을 수 있

다.

첫째, 타일72마름모가 한 쪽 방향으로 뒤집기를 하

면서 타일링을 할 수 있다. 이것에 의한 타일링은 코

드 값은 
가 된다. 둘째, 타일72마름모가 밀기를

하면서 타일링할 수 있다. 이것에 의한 타일링은 코드

값은  가 된다. 셋째, 타일72마름모가 한 점을 중

심으로 돌리기를 하면서 타일링할 수 있다. 이것에 의

한 타일링은 코드 값은 
가 된다.

2) 타일72육각형에 의한 타일링

이 경우는 모두 세 가지가 가능하다. 타일72육각형

은 아래와 같이 타일링이 됨을 귀납적으로 찾을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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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타일72육각형을 밀기를 하면서 타일링된다.

코드 값은  이다. 둘째, 타일72육각형을 한 도형을

중심으로 돌리기를 하면서 타일링된다. 코드 값은


이다. 셋째, 타일72육각형을 한 점을 중심으로 돌

기기를 하면서 타일링된다. 코드 값은 
이다.

3) 타일72나비넥타이에 의한 타일링

이 경우에는 모두 두 가지가 가능하다. 타일72나비

넥타이는 아래와 같이 타일링이 됨을 귀납적으로 찾을

수 있다.

  

첫째, 타일72나비넥타이를 밀기를 하면서 타일링된

다. 코드 값은  이다. 둘째, 타일72나비넥타이를

한 점을 중심으로 돌리기를 하면서 타일링된다. 코드

값은 
이다.

4) 기리 타일링에서 빈틈이 생기는 경우

[표 1]에서 밀기, 돌리기, 뒤집기에 의한 타일링이

불가능한 경우가 존재한다. 각각의 경우를 살펴보자.

첫째, 타일긴육각형을 밀기를 하였을 때, 타일72마름모

의 빈틈이 생긴다. 곧 이 경우는 두 가지 타일에 의한

타일링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둘째, 타일72나비넥타

이를 한 도형을 중심으로 돌리기를 하였을 때 타일72

긴육각형의 빈틈이 생긴다. 셋째, 타일정5각형을 돌리

기, 밀기, 뒤집기에 의한 타일링을 하면 세 가지 모두

동일한 모양(타일72나비넥타이)의 빈틈이 생긴다. 넷째,

타일정10각형을 밀기, 돌리기, 뒤집기에 의한 타일링을

하면 세 가지 모두 동일한 모양의 빈틈이 생긴다. 두

가지 타일을 사용한 타일링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9] 타일링 6

[Fig. 19] tiling 6

Ⅴ. 기리 타일에 의한 디자인 결과

본 연구에서는 기리 타일에 대한 분석 결과를 기초

로 학생들이 수학적 디자인을 직접 실행할 수 있는 가

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학생들의 디자인 실험을 실시하

였다. 학생들이 기리 타일에 대한 수학적 이해를 바탕

으로 창의적으로 디자인한 결과에 대해 살펴본다.

기리 타일링을 위해 지오지브라 프로그램이 사용되

고, 각각의 기리 타일은 ‘새도구만들기’라는 본 연구에

맞게 특화된 도구를 별도로 생성하여 이루어졌다. 기

리 타일링을 위해서 정다각형 기리 타일이 새롭게 고

안하였고, 이를 기초로 새로운 기리 타일을 창조하였

다. 학생들이 생성한 기리 타일 디자인은 다음과 같다.

1. 정다각형의 기리 디자인

가. 정다각형 1개에 의한 기리 타일링 디자인

(디자인1) 정삼각형 기리 타일링

(설명) 정삼각형 한 종류를 이용해서 평면을 채울

수 있는데, 이 정삼각형에 기리 선이 60°가 되도록 디

자인 하였다. 이를 통해 아래 기리 타일링에 의한 디

자인을 완성하였다.

 =>  

(디자인2) 정사각형 기리 타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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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정사각형 한 종류를 이용해서 평면을 채울

수 있는데, 이 정사각형에 기리 선이 60°가 되도록 디

자인 하였다. 이를 통해 아래 기리 타일링에 의한 디

자인을 완성하였다.

=>   

(디자인3) 정육각형 기리 타일링

(설명) 정육각형 한 종류를 이용해서 평면을 채울

수 있는데, 이 정육각형에 기리 선이 60°가 되도록 디

자인 하였다. 이를 통해 아래 기리 타일링에 의한 디

자인을 완성하였다. 

=>   

나. 정다각형 2개 이상에 의한 기리 타일링 디자인

(디자인4) 정사각형과 정팔각형(정4-8-8각형) 기리

타일링

(설명) 정사각형과 정팔각형 두 개를 이용해서 평면

을 채웠다. 기리 선은 60°로 하여 기리 타일로 만든 기

리 선과 비슷한 형태로 만들었다.

=>

(디자인5) 정사각형, 정육각형, 정십이각형(정4-6-12

각형) 기리 타일링

(설명) 정사각형과 정육각형, 정십이각형을 이용하

여 평면을 채웠다. 기리 선은 60°로 하여 기일 타일로

만든 기리 선과 비슷한 형태로 만들었다.

=>

(디자인6) 정사각형, 정십이각형(정3-12-12각형) 기

리 타일링

(설명) 정삼각형과 정십이각형을 이용하여 평면을

채웠다. 기리 선은 60°로 하여 기리 타일로 만든 기리

선과 비슷한 형태로 만들었다.

=>

(디자인7) 정삼각형, 정육각형(정3-6-3-6각형) 기리

타일링

(설명) 정육각형과 정삼각형을 이용하여 평면을 채

웠다. 기리 선은 60°로 하여 기리 타일로 만든 기리 선

과 비슷한 형태로 만들었다.

 =>

(디자인8)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육각형(정3-4-6-4

각형) 기리 타일링

(설명)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육각형을 이용하여 아

래와 같은 모양을 만들어 내었다. 배열하는 순서에 따

라서도 모양은 바뀔 수 있다. 기리 선은 60°로 하였다.

=>

(디자인9) 정삼각형, 정육각형(정3-3-3-3-6각형) 기

리 타일링

(설명) 정육각형을 정삼각형으로 둘러싸이게 해서 2

가지 종류만으로 아래와 같은 무늬를 만들어 내었다.

기리 선은 60°로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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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10) 정삼각형, 정사각형(정3-3-3-4-4각형)

기리 타일링

(설명) 정사각형과 정삼각형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

은 무늬를 완성하였다. 기리 선은 60°로 하였다.  

=>

(디자인11) 정삼각형, 정사각형(정3-3-4-3-4각형)

기리 타일링

(설명) (디자인10)에 사용된 도형의 순서를 다르게

배치하여 아래와 같이 위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만

들어 내었다. 기리 선은 60°로 하였다.

=>  

2. 새로운 기리 타일링에 의한 창의적 디자인

가. 새로운 기리 타일 36°기리 선

중세 이슬람에서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본 연구에서

기리 타일의 생성원리에 의해 추가적으로 만든 기리

타일이 있다. [그림 20]과 같이 각각의 기리 선이 이루

는 각의 크기가 36°일 때, 36°기리 선이라고 한다.

[그림 20] 새로운 기리 타일 기리 선

[Fig. 20] New girih tile and girih line

나. 기리 타일 통합 다자인

본 연구에서 명명한 통합 디자인이란 첫째, 기존 기

리 선에 의한 새로운 디자인, 둘째, 36°기리 선에 의한

새로운 디자인, 셋째, 새로운 기리 타일에 의한 기리

디자인을 함께 창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두 학생의 작품을 소개한다.

(통합디자인1)

기존 기리 선(72°)에 의한 새로운 디자인: 기존에

있는 기리 타일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디자인을 완

성하였다.

36°기리 선에 의한 새로운 디자인: 원래의 기일

타일에 36°의 기리 선을 넣어서 디자인을 완성하였다.

 새로운 기리 타일을 사용한 디자인: 72°기리 선

과 타일36마름모를 사용하였다.

(통합디자인2)

 기존 기리 선(72°)에 의한 새로운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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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기리 선에 의한 새로운 디자인

   

 새로운 기리 타일을 사용한 디자인: 72°기리 선

과 타일36마름모를 사용하였다.

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융합에 대한 기본적인 고찰을 기초

로, 기일 타일에 대한 수학적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수학과 디자인 융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

리 타일의 수학적 탐색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Simondon(2011)의 연구를 기초로 한 융합, 복

합, 통합 교육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탐색하였다. 그의

관점을 보면 기술적 대상은 요소 수준, 개체 수준, 앙

상블 수준을 가지는데, 앙상블은 다른 학문들과 공존

하여 상호 협력하여 효과를 창출하는 수준이다. 어떤

학문이나 문화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른 학문과의 연

결이 필연적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융합은 개개의

학문의 주체가 새롭게 태어나는 토대가 되고, 자신의

고유한 성격을 삭제하거나 경계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타 학문과의 융합을 통해 각각이 완성될 수 있다. 즉,

융합은 타 학문과의 단순한 통합이 아니라, 자신의 영

역을 지키면서 다른 학문과 평등한 주고받기의 관계

만들기를 통해 성취된다. 수학과 타 학문의 융합 자료

도 수학의 영역을 지키면서 타 학문과 서로 동등하게

관계 맺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기리 타일이 생성원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

다. 기리 타일의 속성 즉, 모든 각의 크기가 36°의 배

수이고 모든 변의 길이가 같은 것을 이용하여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등으로부터 생성원리를 구체화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슬람 기리 타일 이외 새로운 기리

타일이 여러 가지 존재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셋째, 기리 타일로 평면을 채우기 위한 방법을 수학

적으로 탐색하였다. 타일들로 평면을 채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다각형 테셀레이션의 방법을 모

방하여 평면을 채우는 방법을 체계화하였다.

넷째, 수학적 분석의 결과를 이용하여 기리 디자인

을 구체적으로 구현하였다. 수학 프로그램인 지오지브

라(geogebara)를 이용한 기리 선 생성원리 탐구를 바

탕으로 새로운 기리 타일을 생성해내어 새로운 평면

디자인을 구현하였다. 먼저 기존에 있던 기리 타일을

타일링하는 방법이 있다. 다음은 기존의 기리 타일에

서 72°였던 기리 선을 36°로 변형시켜서 색을 입힌 후

타일링하여 보았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타일 윤곽을

제거하고 기리 선만 남긴 모양을 만들었다. 마지막으

로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우리는 새로운 기리 타일을

이용하여 우리만의 특별한 타일링을 완성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Penrose 타일링과 기리 타일링을 비

교하여 각각의 생성 원리를 탐색할 수 있다. 둘째, 벽

지의 17종류와 같이 새로운 분류체계를 만들어서 타일

링을 체계화할 수 있다. 셋째, 기리 타일과 정다각형타

일과 Penrose타일 3가지 종류를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새로운 수학적 디자인을 발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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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as also influenced the direction of mathematics 
education. In particular, the convergence capability that recognizes how mathematics can be 
applied and utilized in various fields is an important poi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oint of convergence and to develop a fusion 
program that can be used in the mathematics classroom. Specifically, we analyze the tiles used 
in ancient Islamic architecture from a mathematical point of view and develop mathematics and 
multifamily convergence programs based on them. Through the mathematical analysis of the 
geometric tiling made 500 years earlier than Penrose, I hope that understanding of design, the 
use of mathematics and the possibility of convergence of other disciplines through mathe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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