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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odern Reconstruction of the Problems on the
Sums of Sequences in MukSaJipSanBup and its

Pedagogical Applications
묵사집산법(黙思集算法)에 수록된 퇴타개적문(堆垜開積門)의 현대적

재구성 및 수학교육적 활용 방안

Yang Seonghyun 양성현

Under 2009 Revised Mathematics Curriculum and 2015 Revised Mathematics Cur-
riculum, mathematics teachers can help students inductively express real life prob-
lems related to sequences but have difficulties in dealing with problems asking the
general terms of the sequences defined inductively due to ‘Guidelines for Teaching
and Learning’. Because most of textbooks mainly deal with the simple calculation
for the sums of sequences, students tend to follow them rather than developing
their inductive and deductive reasoning through finding patterns in the sequences.
In this study, we reconstruct 8 problems to find the sums of sequences in Muk-
SaJipSanBup which is known as one of the oldest mathematics book of Chosun
Dynasty, using the terminology and symbols of the current curriculum. Such kind
of problems can be given in textbooks and used for teaching and learning. Using
problems in mathematical books of Chosun Dynasty with suitable modifications
for teaching and learning is a good method which not only help students feel the
usefulness of mathematics but also learn the cultural value of our traditional math-
ematics and have the pride for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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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수학교육에서 수학의 실용성은 구체적인 예를 통하여 밝혀야 하고 학생의 지식 수준에

서 이해할 수 있는 예를 보여주어야 한다 [2]. 서양의 수학책들이 개념과 내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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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된 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의 수학책들은 실용성을 중시하여 대부분의 산서들이

실생활 소재를 바탕으로 한 문항 중심으로 전개되어 있다. 따라서 실용적인 측면이 강했던

조선시대 산학서의 사례들을 교수·학습 과정에서 소개하고 활용하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수학의 실용성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으며,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수학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그 시대의 정신과 사고를 경험하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에

서도 의미가 있다 [17].

수학사와 수학사 관련 자료를 활용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과 그 효과성은 이미 많은

선행연구를 통하여 언급되었다 [2, 3, 4, 6, 7, 14, 17, 23]. 그러나 선행연구들에서 그 효과

성과 더불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점 중의 하나가 수학사 관련 자료 개발의 필요성이

다. 현재 출간된 산학 관련 번역서와 논문의 대부분이 문제 상황을 직역하는 경우가 많고

국문과 한문이 혼용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중·고등학교 학생은 물론 현직교사들조차

접근이 용이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조선시대 산학서에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준에

맞추어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실용적 사례들이 풍부하고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산학서의 번역과 연구에 들인 노력에 비하여 학교 현장에서 그 활용도는 상

당히 미미한 수준이다 [15, 26].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본고에서는 경선

징(慶善徵, 1616∼1690)의 묵사집산법(黙思集算法)에 수록된 퇴타개적문(堆垜開積門) 10

개의 문항 중 여러 가지 수열의 합과 관련된 8개의 문항을 교과서 및 교수·학습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1)의용어와기호를사용하여현대적으로재구성하였다.

묵사집산법원문에서는독자의이해를돕기위하여관련문항에대한이미지를세쪽에걸쳐

제시하고 있으며, 번역서 [18]에도 원문에 제시된 그림 이외에 추가적인 그림을 평면도형의

형태로제시하고있다. 본고에서는원문과번역서에제시된그림을현실상황에더욱부합하

도록수정·보완하였으며, 3차원으로구성된문항의경우 3차원형태의입체도형으로제시2)

함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또한 재구성 과정에서 원문의 문제 상황과 수치

등을최대한유지하여원문의내용이훼손되지않도록구성하였다.

2 묵사집산법

주학입격안 (籌學入格案)과주학선생안 (籌學先生案)에따르면묵사집산법의저자경선징

(慶善徵, 1616∼1690)은 자 (字)는 여휴 (汝休)이고 본관 (本貫)은 청주 (淸州)이다. 1640년

(庚辰, 인조 18년)에 입격했으며 1669년 (己酉)에 훈도 (訓噵), 1674년 (甲寅)에 교수 (敎授),

1676년 (丙辰)에 활인별제 (活人別提)를 지냈다 [18, p. ⅳ]. 전형적인 중인 산학자 집안 출

신으로 형인 경선여의 아들 경연이 구일집 (九一集)의 저자 홍정하 (洪正夏, 1684∼1727)의

1)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20], 선택 중심 교육과정 : 일반 선택 <수학Ⅰ>
2) 본고에 제시한 3차원 도형은 GeoGebra를 활용하여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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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조부이기도하다.

묵사집산법(黙思集算法)은현존하는조선산학서중가장오래된것으로알려지고있으며

‘상권(天),중권(地),하권(人)’ 세권으로구성되어있다. 상권(天)은포산선습문(布算先習門)

을포함하여 10문 (門),중권 (地)은취물추분문 (就物抽分門)을포함하여 10문 (門),하권 (人)

은화답호환문(和答互換門)을포함하여 5문(門)으로구성되어있으며,세권에총 400문항이

수록되어 있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퇴타개적문 (堆垜開積門)은 묵사집산법 ‘지 (地)’의

여섯번째문 (門)으로 10개의문항로구성되어있다. 경선징과묵사집산법에대한선행연구

[9, 10, 15, 18]를토대로묵사집산법 ‘지(地)’의 구성과내용을살펴보면 Table 1과같다.

- 4 -

묵사집산법 은 현존하는 조선 산학서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 )黙思集算法

상권 중권 하권 세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권 은 포산선습문‘ ( ), ( ), ( )’ . ( ) (天 地 人 天 布算先習

을 포함하여 문 중권 은 취물추분문 을 포함하여 문 하권) 10 ( ), ( ) ( ) 10 ( ), 門 門 地 就物抽分門 門

은 화답호환문 을 포함하여 문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 권에 총 ( ) ( ) 5 ( ) , 400人 和答互換門 門

문항이 수록되어 있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퇴타개적문 은 묵사집산법 지. ( ) ‘堆垜開積門

의 여섯 번째 문 으로 개의 문항로 구성되어 있다 경선징과 묵사집산법에 대한 ( )’ ( ) 10 . 地 門

선행 연구 를 토대로 묵사집산법 지 의 구성과 내용을 살펴보면 [9, 10, 15, 18] ‘ ( )’ Table 1地

과 같다.

주제 내용 문항 수

취물추분문

( )就物抽分門

취물추분 또는 절변호차 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이를( ) . 折變互差

테면 쌀을 운반할 때 운반 비용으로 지불한 쌀의 양을 각각 구

하는 문제이다.

4

화합차분문

( )和合差分門

여기서는 산학계몽 중권 구차분화문 과 귀천반율문 의 문‘ ’ < > < >

제를 다룬다 구차분화문 의 문제는 미지수가 . < > "개인 연립일

차방정식을 세워 풀 수 있고 귀천반율문 의 문제는 주어진 , < >

조건의 특수성을 이용하여 풀 수 있다.

28

전무형단문

( )田畝形段門

여러 가지 모양의 밭의 넓이 이에 따라 평면도형의 넓이를 구, 

하고 있다 직선으로 둘러싸인 정사각형 직사각형 사다리꼴. , , , 

삼각형 등의 넓이는 정확하게 구했지만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 

형의 경우는 근삿값을 구하는 데 만족했다 특히 원의 넓이는 . , 

고법 휘술 밀률의 세 가지 원주율을 이용해서 구했다, , .

24

창돈적속문

( )倉囤積粟門

여기서는 여러 가지 모양의 창고 또는 곳집에 쌓을 수 있는 곡

식의 수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먼저 창고 또는 곳집의 부. 

피를 구하는데 이는 여러 가지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과정, 

과 같다 다면체의 경우에는 정확한 값을 구했지만 곡면으로 . , 

둘러싸인 도형의 경우에는 근삿값을 구하는 데 만족했다 특히. , 

원과 관련된 경우에는 원주율을 고법만 이용하고 있다.

12

상공수축문

( )商功修築門

담 성 둑을 쌓거나 하천을 만드는 경우와 관련된 단면이 사다, , 

리꼴인 기둥의 부피를 구하고 돈대와 관련된 정사각기둥 원기, , 

둥 정사각뿔대 원뿔대 정사각뿔의 부피를 구하고 있다 또, , , . , 

닮은 삼각형을 이용해서 입체도형의 너비 또는 높이 등을 구하

는 문제도 있다.

19

퇴타개적문

( )堆垜開積門

여기서는 똑같은 물건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쌓거나 묶여있는 

경우에 전체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에 따라 . 

여러 가지 수열의 합 즉 급수에 관한 연구 결과를 알아볼 수 , 

있다 특히 극적술과 관계 있는 문제도 있다. ,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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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사집산법 지 의 Table 1. The Contents of MukSaJipSanByob Vol.2; _ ( _ )黙思集筭法 地
구성[10, 15, 18]

퇴타개적문 과 고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의 수열의 합3. ‘ ’ ‘ ’

퇴타개적문 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10 , 8堆垜開積門

개의 문항이 수열의 합‘ (! 과 관련된 문항이며 마지막 개의 문항은 구의 부피 구의 )’ 2 ‘ ’, ‘

무게 와 관련된 문항이다 본고에서는 수열의 합’ . ‘ (! 과 관련된 개의 문항을 현행 교육과)’ 8

정 의 용어와 기호를 이용하여 재구성하였다 묵사집산법의 퇴타개적문에 수록된 수열[20] . ‘

의 합 관련 개 문항의 원문은 와 같다’ 8 Table 2 .

문항 5 문항 4 문항 3 문항 2 문항 1

측량고원문

( )測量高遠門

닮은 직각삼각형을 활용한 측량 문제를 다루고 있다 즉 측량하려. , 

는 높이 또는 거리를 한 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을 생각하고 실제

로 그 길이를 알 수 있는 닮은 직각삼각형과 비교해서 원하는 높
이와 거리를 구한다 마지막 두 문제는 중차술과 관계가 있다. .

9

약분제해문

( )約分齊解門

분수의 약분과 분수끼리의 연산 가감승제 및 그 응용에 관한 ( ) 

문제를 다루고 있다.
16

인잉구총문

( )引剩求總門
중국인 나머지 정리를 활용하는 문제를 다룬다. 3

가감승제문

(加減乘除門)

증가와 감소가 등비수열을 이루는 물건의 소비 및 소나무와 대 

나무의 성장을 이용하여 등비급수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

다 일부 문제는 영부족술을 이용하여 풀 수 있다. .

5

Table 1. The contents of MukSaJipSanByob Vol.2;묵사집산법-지(黙思集筭法-地)의구성
[10, 15, 18]

3 ‘퇴타개적문’과고등학교수학과교육과정의 ‘수열의합’

퇴타개적문 (堆垜開積門)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

개의문항이 ‘수열의합(
∑

)’과관련된문항이며마지막 2개의문항은 ‘구의부피’, ‘구의무게’

와관련된문항이다. 본고에서는 ‘수열의합(
∑

)’과 관련된 8개의문항을현행교육과정 [20]

의 용어와 기호를 이용하여 재구성하였다. 묵사집산법의 퇴타개적문에 수록된 ‘수열의 합’

관련 8개문항의원문은 Table 2와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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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약분제해문

( )約分齊解門

분수의 약분과 분수끼리의 연산 가감승제 및 그 응용에 관한 ( ) 

문제를 다루고 있다.
16

인잉구총문

( )引剩求總門
중국인 나머지 정리를 활용하는 문제를 다룬다. 3

가감승제문

(加減乘除門)

증가와 감소가 등비수열을 이루는 물건의 소비 및 소나무와 대 

나무의 성장을 이용하여 등비급수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

다 일부 문제는 영부족술을 이용하여 풀 수 있다.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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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Original Work of ‘Item-Answer-Solution’ Related to the Sums of 
묵사집산법에 수록된 수열의 합 관련 Various Sequences Recorded in MukSaJipSanByob; 

문항 답 풀이 의 원문‘ - - ’ 3)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수열의 합 은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일반 선택 과목인 2015 ‘ ’
수학 에서 다루어진다 수열의 합 영역과 관련하여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기준은 다< > . ‘ ’ Ⅰ

음과 같이 두 가지이다[20, p.65].

수학[12 03-04]Ⅰ ∑의 뜻을 알고 그 성질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 .

수학[12 03-05]Ⅰ 여러 가지 수열의 첫째항부터 제#항까지의 합을 구할 수 있다.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 기반하여 집필된 종의 수학 교과서의 내용을 살펴2015 9 < > Ⅰ
보면 종 모두 수열의 합 을 두 개의 하위 내용 영역9 ‘ ’ (!의 뜻과 성질 여러 가지 수열의 , 
합 으로 구성하고 있다) . ‘!의 뜻과 성질 에서는 ’ ! 기호에 대한 설명과  !의 선형성을 중
심으로 다루고 있으며 여러 가지 수열의 합 에서는 과 같이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 ‘ ’ Figure 1 ‘
합 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종의 교과서 중 종은 의 왼쪽 종은 ’ . 9 3 Figure 1 , 6 Figure 
의 오른쪽과 같이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 을 정리하여 표현하고 있다1 ‘ ’ .

3) 본고에서 사용된 원문의 출처는 한국학중앙연구원 (黙思集算法 http://yoksa.aks.ac.kr 검색일시, : 2018.11.25. 
검색어 묵사집산법 이며 문항의 번호는 원문과 번역서 에 제시된 순서와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 , [18] .

문항 8 문항 7 문항 6

Table 2. The original work of ’Item-Answer-Solution’ related to the sums of sequences
recorded in MukSaJipSanByob;묵사집산법에수록된수열의합관련 ‘문항-답-풀이’의 원문3)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수열의 합’은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일반 선택 과목인 <수

학Ⅰ>에서다루어진다. ‘수열의 합’ 영역과관련하여교육과정에제시된성취기준은다음과

같이두가지이다 [20, p. 65].

[12수학Ⅰ03–04]
∑
의뜻을알고,그성질을이해하고,이를활용할수있다.

[12수학Ⅰ03–05]여러가지수열의첫째항부터제 n항까지의합을구할수있다.

2015개정수학과교육과정에기반하여집필된 9종의 <수학Ⅰ>교과서의내용을살펴보면 9

종모두 ‘수열의합’을 두개의하위내용영역 (
∑
의뜻과성질,여러가지수열의합)으로구

성하고있다. ‘
∑
의뜻과성질’에서는

∑
기호에대한설명과

∑
의선형성을중심으로다루고

있으며, ‘여러가지수열의합’에서는 Figure 1과같이 ‘자연수의거듭제곱의합’을중심으로

다루고있다. 또한 9종의교과서중 3종은 Figure 1의왼쪽, 6종은 Figure 1의오른쪽과같이

‘자연수의거듭제곱의합’을정리하여표현하고있다.

또한교육과정의 ‘교수·학습방법및유의사항’에서는 ‘여러가지수열의합에서는자연수의

거듭제곱의합
n∑

k=1

k,
n∑

k=1

k2,
n∑

k=1

k3과수열의합이간단한것만다룬다 [20, p. 66].’라고 명

시하고있다. 이로인하여대부분의교과서가 Figure 2와같이
∑
와관련된대수적인계산을

위주로문항을구성하고있다.

물론교과서에수록된 ‘수열의합’과관련된문항중실생활상황을도입한문항이전혀없는

3) 본고에서 사용된 黙思集算法 원문의 출처는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yoksa.aks.ac.kr, 검색일시 :
2018.11.25. 검색어 : 묵사집산법)이며, 문항의 번호는 원문과 번역서 [18]에 제시된 순서와 동일하게 구성
하였다.

http://yoksa.ak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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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Sums of Sequences such as Powers of Natural Numbers Recorded in Textbooks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of High School; [1, p. 148( ), 11, p. 141( )]左 右

또한 교육과정의 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에서는 여러 가지 수열의 합에서는 자연‘ ’ ‘･

수의 거듭제곱의 합 !
$%&

#

$, !
$%&

#

$", !
$%&

#

$'과 수열의 합이 간단한 것만 다룬다 라[20, p. 66].’

고 명시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대부분의 교과서가 와 같이 . Figure 2 !와 관련된 대수적인 

계산을 위주로 문항을 구성하고 있다.

Figure 2.  Items Related to the Sums of sequences Recorded in Textbooks of High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수열의 합 관련 문항School; [19, p. 146( ), 12, 左 p. 148( )]右

물론 교과서에 수록된 수열의 합 과 관련된 문항 중 실생활 상황을 도입한 문항이 전혀 ‘ ’

없는 것은 아니다 일부 교과서에서는 과 같이 현실적 상황을 도입하여 문항을 구. Figure 3
성하거나 수열의 합 이전 영역에서 산학서의 내용을 각색하여 도입한 경우도 존재하[19], ‘ ’ 

였다 그러나 그 사례가 아주 미미하며 수학 종의 교과서 중 종에서만 찾아볼 [16]. < > 9 2Ⅰ
수 있었다.

Figure 3.  Items Related to Sums of sequences Recorded in Textbooks of High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수열의 합 관련 문항School; [19( ) 左 p. 161, 16( ) 右 p. 147]

Figure 1. The sums of sequences of powers of natural numbers in high school textbooks;
고등학교교과서에수록된자연수의거듭제곱의합 [1, p. 148(左)], [11, p. 141(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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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Problems of the sums of sequences in high school textbooks;고등학교교과서에
수록된수열의합관련문항 [19, p. 146(左)], [12, p. 148(右)]

것은아니다. 일부교과서에서는 Figure 3과같이현실적상황을도입하여문항을구성하거나

[19], ‘수열의 합’ 이전 영역에서 산학서의 내용을 각색하여 도입한 경우도 존재하였다 [16].

그러나그사례가아주미미하며 <수학Ⅰ> 9종의교과서중 2종에서만찾아볼수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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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개정시마다수학과에서는어떠한내용을어느학교급또는어느학년에서다루어

야하는가?,어떠한내용영역을 ‘이동ㆍ삭제ㆍ축소’ 하는가?,학교급에따른적절한성취기준

의수는얼마인가? 등이가장큰관심의대상이었다 [25, p. 156]. 2009개정수학과교육과정

과 2015개정수학과교육과정개발과정에서도이러한과정은반복되었으며,학생들의학습

부담 경감을 위하여 많은 내용 영역이 삭제·축소되었다. 그 중 대표적인 부분 중의 하나가

수열이다. 교육과정용어에서 ‘계차수열’이삭제되었고,점화식등의복잡한수열을삭제하여

등차·등비수열 등의 간단한 수열의 합만을 계산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수열 영역에서

교과서의구성과교수·학습과정이대수적으로편향되는결과로나타났다. 수학교육측면에서

이러한현상은바람직하다할수없다.

수열은 규칙적으로 나열된 수로 나타낼 수 있는 현상을 탐구하는 데 유용한 함수이다. 수

열을통해자연현상이나사회현상에내재되어있는다양한규칙성을찾아일반화된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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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고수학적으로정당화함으로써수학의유용성과가치를경험하고귀납적추론능력과

연역적추론능력을기를수있다 [20, p. 65]. 그러나현재출간된교과서의집필내용은이러한

측면에서다소미비하다고할수있다.

4 퇴타개적문의현대적재구성

산학서에수록된실생활문제들은수학의실용성을인식하게할뿐만아니라 [17],학생들의

수학에대한흥미를높일수있으며전통수학의문화적가치를경험하게할수있다. 수학교

육에서창의력신장이이루어지도록문제해결력을강조하고있기때문에실용성을바탕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산학서에 수록된 문항을 분석하고 이를 수학교육에 도입하는 것은 큰 의미

를 가질 수 있다 [24]. 본 절에서는 퇴타개적문 (堆垜開積門)에 수록된 ‘수열의 합’ 관련 8개

문항을현대적인소재(파이프,동전,타일,공)로재구성하여제시하고자한다. 재구성과정에

서원문에주어진수치는최대한유지하였으며학생들이보다쉽게이해할수있도록원문에

제시된 단위 (堆, 隻, 垜)를 수정하고 문항과 풀이에 해설 그림을 추가하였다. 삽화와 그림의

삽입을통하여학습자들의인지양식에맞게문제상황을제시하는것은학습동기를유발하고

지적호기심을높여줄수있다 [5, 13, 26]. 앞서언급한바와같이현대적으로재구성된문항은

교과서와교수·학습상황에서활용될수있다. 연구자의짧은경험에비추어중·고등학교학

생의경우조선산학에서이러한소재를다루고있다는사실을인지하는것만으로도학생들은

상당한경외심과자긍심을느끼는경향이있으며상당한동기유발의자극제가될수있다. 중·

고등학교학생에게조선산학에기록된문항과풀이를당시의방식그대로전달하는것도좋은

교수·학습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문항과 풀이를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의역하여 현대적으로

재구성된형태로전달하는것또한효과적인방법이될수있다.

4.1 퇴타개적문문항 1

[원문] 今有平尖草一垜 每面底脚五十二堆問積幾何

答曰一千三百七十八堆

法曰置五十二堆 下位亦置添一堆 得五十三堆以五十三乘五十二 得二天七百五十六

卽半之得合問

又曰 置底脚五十二堆 半之 仍添半箇 得二十六堆半 以此乘五十二堆 亦得合問

[문항의재구성] 그림과같이원기둥모양의파이프를 n번째단에 n개의파이프가놓이도록

쌓았다. 맨아래단에놓인파이프의개수가 52일때,총놓인파이프의개수는?

[풀이의 재구성] n번째 단에 쌓은 파이프의 개수가 52이므로 총 파이프의 개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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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타개적문 문항 4.1 1

원문[ ] 今有平尖草一垜 每面底脚五十二堆 問積幾何
答曰 一千三百七十八堆
法曰 置五十二堆 下位亦置添一堆 得五十三堆 以五十三乘五十二 得二天七百五十六 卽

半之 得合問
又曰 置底脚五十二堆 半之 仍添半箇 得二十六堆半 以此乘五十二堆 亦得合問

문항의 재구성[ ] 
그림과 같이 원기둥 모양의 파이프를 #번째 단에 #개의 파이프가 놓이도록 쌓았다 맨 아. 
래 단에 놓인 파이프의 개수가 ("일 때 총 놓인 파이프의 개수는, ?

단 1 ⋯

단 2 ⋯

단 3 ⋯

단 4 ⋯

⋮

풀이의 재구성[ ] 
#번째 단에 쌓은 파이프의 개수가 ("개이므로 총 파이프의 개수는 다음과 같다.

&+"+'+ ⋯ +("%!
$%&

("

$%,"

("×('
%&'./

퇴타개적문 문항 4.2 2

원문[ ] 今有圓箭一束 外周八十四隻 問積幾何
答曰 六百三十一隻
法曰 置八十四隻 添六隻 得九十隻 以基周八十四隻乘之 得七天五百六十爲宲
又曰 置周 半之 別置六隻 半之 二位倂之 得四十五隻 又列八十四隻 以六歸之 得一十

四隻 以此乘四十五隻 加心箭一隻 亦得合問

문항의 재구성[ ] 
그림과 같이 동전을 &개를 놓은 그림을 0&이라 하고 그림 , 0&에 놓인 동전을 모두 둘러

쌓도록 1개의 동전을 더 놓은 그림을 0"라 하자 그림 . 0"에 놓인 동전 1개를 모두 둘러쌓
도록 &"개의 동전을 더 놓은 그림을 0'이라 하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동전을 놓는 시행을 . 

하여 만들어지는 #번째 그림을 0#이라 하자 이와 같은 시행을 반복하여 만들어진 그림 . 

1 + 2 + 3 + · · ·+ 52 =

52∑
k=1

k =
52× 53

2
= 1378

4.2 퇴타개적문문항 2

[원문] 今有圓箭一束外周八十四隻問積幾何

答曰 六百三十一隻

法曰 置八十四隻 添六隻得九十隻以基周八十四隻乘之 得七天五百六十爲宲

又曰 置周 半之別置六隻半之二位倂之得四十五隻 又列八十四隻 以六歸之

得一十四隻 以此乘四十五隻加心箭一隻 亦得合問

[문항의재구성] 그림과같이동전을 1개를놓은그림을R1이라하고,그림R1에놓인동전을

모두둘러쌓도록 6개의동전을더놓은그림을 R2라하자. 그림 R2에놓인동전 6개를모두

둘러쌓도록 12개의 동전을 더 놓은 그림을 R3이라 하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동전을 놓는

시행을 하여 만들어지는 n번째 그림을 Rn이라 하자. 이와 같은 시행을 반복하여 만들어진

그림 Rk의가장바깥쪽에놓은동전의개수가 84일때,그림 Rk에놓인동전의총개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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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의 가장 바깥쪽에 놓은 동전의 개수가 /2일 때 그림 , 0$에 놓인 동전의 총 개수는?

0&                  0"                       0'                 ⋯

⋯

풀이의 재구성[ ] 
아래 그림과 같이 그림 0$에 놓인 동전은 가운데 놓인 &개의 동전을 제외하고 1등분하

면 퇴타개적문 문항 에 제시된 모양과 동일한 형태가 ‘ 1’ 1개 나타난다.

가장 바깥쪽에 놓인 동전의 개수가 /2개이므로 1등분한 각각의 모양에서 가장 끝부분에 

놓인 동전의 개수는 /2÷1%&2가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림 0$에 놓인 동전의 총 개수는 다음과 같다.

1×4&+"+'+ ⋯ +&25+&%1!
$%&

&2

$+&%1×,"

&2×&(
+&%1'&

퇴타개적문 문항 4.3 3

원문[ ] 今有方箭一束 外周六十八隻 問積幾何
答曰 三百二十四隻
法曰 六十八隻 列於上下 各添四隻 相乘 得五千一百八十四爲宲 別以四四相乘 得一十

六爲法 宲如法而一 得合問
又曰 置周 加入四隻 得七十二隻 以四而一 得一十八隻 卽自乘 亦得合問

[풀이의재구성] 아래그림과같이그림Rk에놓인동전은가운데놓인 1개의동전을제외하고

등분하면 ‘퇴타개적문문항1’에 제시된모양과동일한형태가 6개나타난다.

가장바깥쪽에놓인동전의개수가 84이므로 6등분한각각의모양에서가장끝부분에놓인

동전의개수는 84÷ 6 = 14가됨을알수있다.

따라서그림 Rk에놓인동전의총개수는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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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 + 2 + 3 + · · ·+ 14) + 1 = 6

14∑
k=1

k + 1 = 6× 14× 15

2
+ 1 =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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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의 가장 바깥쪽에 놓은 동전의 개수가 /2일 때 그림 , 0$에 놓인 동전의 총 개수는?

0&                  0"                       0'                 ⋯

⋯

풀이의 재구성[ ] 
아래 그림과 같이 그림 0$에 놓인 동전은 가운데 놓인 &개의 동전을 제외하고 1등분하

면 퇴타개적문 문항 에 제시된 모양과 동일한 형태가 ‘ 1’ 1개 나타난다.

가장 바깥쪽에 놓인 동전의 개수가 /2개이므로 1등분한 각각의 모양에서 가장 끝부분에 

놓인 동전의 개수는 /2÷1%&2가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림 0$에 놓인 동전의 총 개수는 다음과 같다.

1×4&+"+'+ ⋯ +&25+&%1!
$%&

&2

$+&%1×,"

&2×&(
+&%1'&

퇴타개적문 문항 4.3 3

원문[ ] 今有方箭一束 外周六十八隻 問積幾何
答曰 三百二十四隻
法曰 六十八隻 列於上下 各添四隻 相乘 得五千一百八十四爲宲 別以四四相乘 得一十

六爲法 宲如法而一 得合問
又曰 置周 加入四隻 得七十二隻 以四而一 得一十八隻 卽自乘 亦得合問

4.3 퇴타개적문문항 3

[원문] 今有方箭一束外周六十八隻問積幾何

答曰三百二十四隻

法曰六十八隻 列於上下 各添四隻 相乘得五千一百八十四爲宲 別以四四相乘

得一十六爲法 宲如法而一得合問

又曰 置周 加入四隻 得七十二隻 以四而一得一十八隻 卽自乘 亦得合問

[문항의 재구성]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4개 붙여 놓은 그림을 R1이라 하고,

그림R1에놓인타일을모두둘러쌓도록 12개의타일을더붙여놓은그림을R2라하자. 그림

R2에놓인타일을모두둘러쌓도록 20개의타일을더붙여놓은그림을 R3이라하자. 이와

같은방법으로타일을붙이는시행을하여만들어지는 n번째그림을 Rn이라하자. 그림 Rk

에서가장바깥쪽에놓인타일의개수가 68일때,그림 Rk에놓인타일의총개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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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의 재구성[ ]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2개 붙여 놓은 그림을 0&이라 하고 그림 , 0&에 놓

인 타일을 모두 둘러쌓도록 &"개의 타일을 더 붙여 놓은 그림을 0"라 하자 그림 . 0"에 놓
인 타일을 모두 둘러쌓도록 "6개의 타일을 더 붙여 놓은 그림을 0'이라 하자 이와 같은 . 

방법으로 타일을 붙이는 시행을 하여 만들어지는 #번째 그림을 0#이라 하자 그림 . 0$에서 

가장 바깥쪽에 놓인 타일의 개수가 1/일 때 그림 , 0$에 놓인 타일의 총 개수는?

0&               0"                    0'           ⋯

⋯

풀이의 재구성[ ] 
아래 그림과 같이 그림 0$에 놓인 타일을 2등분하여 2등분한 부분 중 한 부분만 생각해 

보자 그림 . 0&에서는 &개 그림 , 0"에서는 '개 그림 , 0'에서는 (개의 타일이 놓이게 된다.

가장 바깥쪽에 놓인 타일의 개수가 /2이므로 2등분한 각각의 모양에서 가장 끝부분에 놓
인 타일의 개수는 1/÷2%&.이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림 0$에 놓인 타일의 총 개수는 다음과 같다.

2×4&+'+(+ ⋯ +&.5%2×!
$%&

7

4"$8&5%2×4"×,"
7×&6

875%'"2

퇴타개적문 문항 4.4 4

원문[ ] 今有三稜筭子一束 外周九十隻 問積幾何
答曰 三百八十四隻
法曰 置九十隻 添六隻4) 以十二而一 得八隻 自乘 得六十四隻 又六因 得合問
又曰 置周加六隻 得九十六隻 卽半之 得四十八隻 又列九十六隻 以十二而一 得八隻 以

此乘四十八隻 亦得合問

4) 원전의 을 으로 수정 ‘ ’ ‘ ’尺 隻

[풀이의 재구성] 아래 그림과 같이 그림 Rk에 놓인 타일을 4등분하여 4등분한 부분 중 한

부분만생각해보자. 그림 R1에서는 1개,그림 R2에서는 3개,그림 R3에서는 5개의타일이

놓이게된다.

가장바깥쪽에놓인타일의개수가 84이므로 4등분한각각의모양에서가장끝부분에놓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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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의 개수는 68 ÷ 4 = 17이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림 Rk에 놓인 타일의 총 개수는

다음과같다.

4× (1 + 3 + 5 + · · ·+ 17) = 4

9∑
k=1

(2k − 1) = 4× (2× 9× 10

2
− 9) =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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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의 재구성[ ]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2개 붙여 놓은 그림을 0&이라 하고 그림 , 0&에 놓

인 타일을 모두 둘러쌓도록 &"개의 타일을 더 붙여 놓은 그림을 0"라 하자 그림 . 0"에 놓
인 타일을 모두 둘러쌓도록 "6개의 타일을 더 붙여 놓은 그림을 0'이라 하자 이와 같은 . 

방법으로 타일을 붙이는 시행을 하여 만들어지는 #번째 그림을 0#이라 하자 그림 . 0$에서 

가장 바깥쪽에 놓인 타일의 개수가 1/일 때 그림 , 0$에 놓인 타일의 총 개수는?

0&               0"                    0'           ⋯

⋯

풀이의 재구성[ ] 
아래 그림과 같이 그림 0$에 놓인 타일을 2등분하여 2등분한 부분 중 한 부분만 생각해 

보자 그림 . 0&에서는 &개 그림 , 0"에서는 '개 그림 , 0'에서는 (개의 타일이 놓이게 된다.

가장 바깥쪽에 놓인 타일의 개수가 /2이므로 2등분한 각각의 모양에서 가장 끝부분에 놓
인 타일의 개수는 1/÷2%&.이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림 0$에 놓인 타일의 총 개수는 다음과 같다.

2×4&+'+(+ ⋯ +&.5%2×!
$%&

7

4"$8&5%2×4"×,"
7×&6

875%'"2

퇴타개적문 문항 4.4 4

원문[ ] 今有三稜筭子一束 外周九十隻 問積幾何
答曰 三百八十四隻
法曰 置九十隻 添六隻4) 以十二而一 得八隻 自乘 得六十四隻 又六因 得合問
又曰 置周加六隻 得九十六隻 卽半之 得四十八隻 又列九十六隻 以十二而一 得八隻 以

此乘四十八隻 亦得合問

4) 원전의 을 으로 수정 ‘ ’ ‘ ’尺 隻

4.4 퇴타개적문문항 4

[원문] 今有三稜筭子一束外周九十隻問積幾何

答曰三百八十四隻

法曰置九十隻添六隻4) 以十二而一得八隻自乘得六十四隻又六因得合問

又曰置周加六隻 得九十六隻 卽半之 得四十八隻 又列九十六隻以十二而一得八隻

以此乘四十八隻亦得合問

[문항의 재구성] 그림과 같이 정삼각형 모양의 타일을 6개 붙여 놓은 그림을 R1이라 하고,

그림 R1에놓인타일을모두둘러쌓도록 18개의타일을붙여놓은그림을 R2라하자. 그림

R2에놓인타일을모두둘러쌓도록 30개의타일을붙여놓은그림을R3이라하자. 이와같은

방법으로타일을붙이는시행을하여만들어지는 n번째그림을 Rn이라하자. 그림 Rk에서

가장바깥쪽에놓인타일의개수가 90일때,그림 Rk에놓인타일의총개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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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의 재구성[ ] 
그림과 같이 정삼각형 모양의 타일을 1개 붙여 놓은 그림을 0&이라 하고 그림 , 0&에 놓

인 타일을 모두 둘러쌓도록 &/개의 타일을 붙여 놓은 그림을 0"라 하자 그림 . 0"에 놓인 

타일을 모두 둘러쌓도록 '6개의 타일을 붙여 놓은 그림을 0'이라 하자 이와 같은 방법으. 

로 타일을 붙이는 시행을 하여 만들어지는 #번째 그림을 0#이라 하자 그림 . 0$에서 가장 

바깥쪽에 놓인 타일의 개수가 76일 때 그림 , 0$에 놓인 타일의 총 개수는?

0&                0"                        0'             ⋯

⋯

풀이의 재구성[ ] 
아래 그림과 같이 그림 0$에 놓인 타일을 1등분하여 1등분한 부분 중 한 부분만 생각해 

보자 그림 . 0&에서는 &개 그림 , 0"에서는 '개 그림 , 0'에서는 (개의 타일이 놓이게 된다.

가장 바깥쪽에 놓인 타일의 개수가 76이므로 1등분한 각각의 모양에서 가장 끝부분에 놓
인 타일의 개수는 76÷1%&(가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림 0$에 놓인 타일의 총 개수는 다음과 같다.

1×4&+'+(+ ⋯ +&(5%1×!
$%&

/

4"$8&5%1×4"×,"
/×7

8/5%'/2

퇴타개적문 문항 4.5 5

원문[ ] 今有三稜筭子一束 六觚六面每面七隻 問積幾何
答曰 二百九十四隻
法曰 置七隻自乘 得四十九隻 又以六乘之 得合問

[풀이의 재구성] 아래 그림과 같이 그림 Rk에 놓인 타일을 6등분하여 6등분한 부분 중 한

부분만생각해보자. 그림 R1에서는 1개,그림 R2에서는 3개,그림 R3에서는 5개의타일이

4) 원전의 ‘尺’을 ‘隻’으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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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이게된다.

가장바깥쪽에놓인타일의개수가 90이므로등분한각각의모양에서가장끝부분에놓인

타일의개수는 90÷ 6 = 15가됨을알수있다.

따라서그림 Rk에놓인타일의총개수는다음과같다.

6× (1 + 3 + 5 + · · ·+ 15) = 6

8∑
k=1

(2k − 1) = 6× (2× 8× 9

2
− 8) = 384

- 12 -

문항의 재구성[ ] 
그림과 같이 정삼각형 모양의 타일을 1개 붙여 놓은 그림을 0&이라 하고 그림 , 0&에 놓

인 타일을 모두 둘러쌓도록 &/개의 타일을 붙여 놓은 그림을 0"라 하자 그림 . 0"에 놓인 

타일을 모두 둘러쌓도록 '6개의 타일을 붙여 놓은 그림을 0'이라 하자 이와 같은 방법으. 

로 타일을 붙이는 시행을 하여 만들어지는 #번째 그림을 0#이라 하자 그림 . 0$에서 가장 

바깥쪽에 놓인 타일의 개수가 76일 때 그림 , 0$에 놓인 타일의 총 개수는?

0&                0"                        0'             ⋯

⋯

풀이의 재구성[ ] 
아래 그림과 같이 그림 0$에 놓인 타일을 1등분하여 1등분한 부분 중 한 부분만 생각해 

보자 그림 . 0&에서는 &개 그림 , 0"에서는 '개 그림 , 0'에서는 (개의 타일이 놓이게 된다.

가장 바깥쪽에 놓인 타일의 개수가 76이므로 1등분한 각각의 모양에서 가장 끝부분에 놓
인 타일의 개수는 76÷1%&(가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림 0$에 놓인 타일의 총 개수는 다음과 같다.

1×4&+'+(+ ⋯ +&(5%1×!
$%&

/

4"$8&5%1×4"×,"
/×7

8/5%'/2

퇴타개적문 문항 4.5 5

원문[ ] 今有三稜筭子一束 六觚六面每面七隻 問積幾何
答曰 二百九十四隻
法曰 置七隻自乘 得四十九隻 又以六乘之 得合問

4.5 퇴타개적문문항 5

[원문] 今有三稜筭子一束六觚六面每面七隻問積幾何

答曰二百九十四隻

法曰 置七隻自乘 得四十九隻 又以六乘之得合問

[문항의재구성] 그림과같이밑면이정삼각형인삼각기둥을빈틈없이쌓아밑면이정육각형인

육각기둥을만들었다. 육각기둥의각각의옆면에서보이는삼각기둥이 7개일때,육각기둥을

만들기위하여사용된삼각기둥의총개수는?

- 13 -

문항의 재구성[ ] 
그림과 같이 밑면이 정삼각형인 삼각기둥을 빈틈없이 쌓아 밑면이 정육각형인 육각기둥을 

만들었다 육각기둥의 각각의 옆면에서 보이는 삼각기둥이 . .개일 때 육각기둥을 만들기 위, 

하여 사용된 삼각기둥의 총 개수는?

     

풀이의 재구성[ ] 
아래 그림과 같이 육각기둥의 밑면을 1등분하여 1등분한 부분 중 한 부분만 생각해 보

자 퇴타개적문 문항 에 제시된 모양과 동일한 형태가 . ‘ 4’ 1개가 나타난다 육각기둥의 각각의 . 

옆면에 보이는 삼각기둥이 .개이므로 각 면의 가장 바깥쪽에 놓인 삼각기둥의 개수는 

.+1%&'이다.

따라서 육각기둥을 만들기 위하여 사용한 삼각기둥의 총 개수는 다음과 같다.

1×4&+'+(+ ⋯ +&'5%1×!
$%&

.

4"$8&5%1×4"×,"
.×/

8.5%"72

퇴타개적문 문항 4.6 6

원문[ ] 今有缶甁一垜 闊九箇長一十四箇 問積幾何

答曰 五百一十箇
法曰 置長 減闊 餘五 卽半之 得二箇半 仍添半 作三箇 以此添入長內 共得一十七箇 以

闊九因之 得一百五十三 又列闊 添入一箇 得十箇 以此乘一百五十三 得一千五百

[풀이의재구성] 아래그림과같이육각기둥의밑면을 6등분하여 6등분한부분중한부분만

생각해보자. ‘퇴타개적문문항 4’에제시된모양과동일한형태가 6개가나타난다. 육각기둥의

각각의옆면에보이는삼각기둥이 7개이므로각면의가장바깥쪽에놓인삼각기둥의개수는

7 + 6 = 1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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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육각기둥을만들기위하여사용한삼각기둥의총개수는다음과같다.

6× (1 + 3 + 5 + · · ·+ 13) = 6

7∑
k=1

(2k − 1) = 6× (2× 7× 8

2
− 7) = 294

4.6 퇴타개적문문항 6

[원문] 今有缶甁一垜闊九箇長一十四箇問積幾何

答曰 五百一十箇

法曰 置長 減闊餘五卽半之 得二箇半 仍添半 作三箇

以此添入長內共得一十七箇以闊九因之得一百五十三又列闊添入一箇得十箇

以此乘一百五十三得一千五百三十箇爲宲以三歸之得合問

按此假令闊二長七則積爲二十箇

闊三長八則積爲四十四箇

闊四長九則積爲八十箇

闊五長十則積爲一百三十箇

闊六長十一則積爲一百九十六箇

闊七長十二則積爲二百八十箇

闊八長十三則積爲三百八十四5)箇

闊九長十四則積爲五百一十箇

又曰闊二長三則積爲팔箇

闊二長四則積爲一十一箇

闊三長四則積爲二十箇

餘倣此可知若或長闊適等則用四角果法得合問

5) 원전의 ‘三’을 ‘四’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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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의재구성] 그림과같이공 6개를일렬로붙여놓은모양을 F1이라하고,공 14개를직

사각형형태로가로 7개,세로 2개가되도록붙여놓은후그위에 F1모양으로공 6개를쌓아

만들어진모양을 F2라하자. 공 24개를직사각형형태로가로 8개,세로 3개가되도록붙여

놓은후그위에 F2모양으로공 20개를쌓아만들어진모양을 F3이라하자.

모양 Fk의가장아래에가로 14개,세로 9개의직사각형형태로공이놓여있을때,모양 Fk

를만들기위하여필요한공의총개수는?

- 14 -

三十箇爲宲 以三歸之 得合問
按此 假令 闊二長七 則積爲二十箇

闊三長八 則積爲四十四箇
闊四長九 則積爲八十箇
闊五長十 則積爲一百三十箇
闊六長十一 則積爲一百九十六箇
闊七長十二 則積爲二百八十箇
闊八長十三 則積爲三百八十四5)箇
闊九長十四 則積爲五百一十箇

팔     又曰 闊二長三 則積爲 箇
闊二長四 則積爲一十一箇
闊三長四 則積爲二十箇
餘倣此可知 若或長闊適等 則用四角果法 得合問

문항의 재구성[ ] 
그림과 같이 공 1개를 일렬로 붙여 놓은 모양을 9&이라 하고 공 , &2개를 직사각형 형태

로 가로 .개 세로 , "개가 되도록 붙여 놓은 후 그 위에 9& 모양으로 공  1개를 쌓아 만들
어진 모양을 9"라 하자 공 . "2개를 직사각형 형태로 가로 /개 세로 , '개가 되도록 붙여 놓
은 후 그 위에 9" 모양으로 공  "6개를 쌓아 만들어진 모양을 9'이라 하자. 
모양 9$의 가장 아래에 가로 &2개 세로 , 7개의 직사각형 형태로 공이 놓여 있을 때 모, 

양 9$를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공의 총 개수는?

9&                 9"                    9'              ⋯

⋯

풀이의 재구성[ ] 
문항에 주어진 그림과 같이 9&에 놓인 공의 개수는 &×1이고, 9"에 놓인 공의 개수는 
&×1+"×.이고, 9'에 놓인 공의 개수는 &×1+"×.+'×/이다 즉 가장 아래에 . 7×&2개의 
공이 놓인 모양은 97가 된다.

따라서 97에 놓인 공의 총 개수는 다음과 같다.

&×1+"×.+'×/+ ⋯ +7×&2%!
$%&

7

$4$+(5

                               %!
$%&

7

$"+(!
$%&

7

$%,1

7×&6×&7
+(×,"

7×&6
%(&6

5) 원전의 을 로 수정 ‘ ’ ‘ ’三 四

[풀이의 재구성] 문항에 주어진 그림과 같이 F1에 놓인 공의 개수는 1 × 6이고, F2에 놓인

공의개수는 1× 6 + 2× 7이고, F3에놓인공의개수는 1× 6 + 2× 7 + 3× 8이다. 즉가장

아래에 9× 14개의공이놓인모양은 F9가된다.

따라서 F9에놓인공의총개수는다음과같다.

1× 6 + 2× 7 + 3× 8 + · · ·+ 9× 14 =

9∑
k=1

k(k + 5)

=

9∑
k=1

k2 + 5

9∑
k=1

k

=
9× 10× 19

6
+ 5

9× 10

2

=510

4.7 퇴타개적문문항 7

[원문] 今有三角果一垜每面底脚二十八箇問積幾何

答曰 四千六十箇

法曰 置底脚 添三箇 以底脚乘之 得八百六十八

又添二箇 得八百七十 又以底脚二十八箇乘之 得二萬四千三百六十爲宲

以六爲法 宲如法而一得合問

又曰 置底脚 添一箇以底脚乘之得八百一十二 又列底脚 添二箇

得三十以三十乘八百一十二 得二萬四千三百六十 却以六歸之 亦得合問

按此 假令 底脚二 則積爲四

底脚三 則積爲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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底脚四 則積爲二十

底脚五 則積爲三十五

餘倣此

[문항의재구성] 그림과같이공 1개를놓은모양을F1,공 3개를정삼각형모양으로놓은후그

위에공 1개를쌓아만들어진모양을 F2라하자. 가장아래단에공 6개를정삼각형모양으로

놓은후그위에 F2모양의 4개의공을쌓아만들어진모양을 F3이라하자.

이와같은방법으로공을놓는시행을하여만들어지는 n번째모양 Fn(n > 1)의가장아래

단의정삼각형의한모서리에는 n개의공이놓이게된다.

가장아래단의정삼각형의한모서리에 28개의공이놓여있는모양을 Fk라할때,모양 Fk

를만들기위하여필요한공의총개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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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타개적문 문항 4.7 7

원문[ ] 今有三角果一垜 每面底脚二十八箇 問積幾何

答曰 四千六十箇

法曰 置底脚 添三箇 以底脚乘之 得八百六十八 又添二箇 得八百七十 又以底脚二十八

箇乘之 得二萬四千三百六十爲宲 以六爲法 宲如法而一 得合問
又曰 置底脚 添一箇 以底脚乘之 得八百一十二 又列底脚 添二箇 得三十以三十乘八百

一十二 得二萬四千三百六十 却以六歸之 亦得合問
按此 假令 底脚二 則積爲四

底脚三 則積爲十

底脚四 則積爲二十

底脚五 則積爲三十五

餘倣此

문항의 재구성[ ] 
그림과 같이 공 &개를 놓은 모양을 9& 공 , '개를 정삼각형 모양으로 놓은 후 그 위에 공 

&개를 쌓아 만들어진 모양을 9"라 하자 가장 아래 단에 공 . 1개를 정삼각형 모양으로 놓은 

후 그 위에 9" 모양의  2개의 공을 쌓아 만들어진 모양을 9'이라 하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공을 놓는 시행을 하여 만들어지는 #번째 모양 9#(#:& 의 가장 아)

래 단의 정삼각형의 한 모서리에는 #개의 공이 놓이게 된다.

가장 아래 단의 정삼각형의 한 모서리에 "/의 공이 놓여 있는 모양을 9$라 할 때 모양 , 

9$를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공의 총 개수는?

9&           9"               9'                   92         ⋯

⋯

풀이의 재구성[ ] 
문항에 주어진 그림과 같이 9&에 놓인 공의 개수는 &이고, 9"에 놓인 공의 개수는 

&+4&+"5이고, 9'에 놓인 공의 개수는 &+4&+"5+4&+"+'5이다. 

즉 가장 아래 단의 정삼각형의 한 모서리에 공 "/개가 놓이면 가장 아래 단에 놓인 공의 , 

개수는 4&+"+'+ ⋯ +"/5이고 공이 놓인 모양은 9"/이 된다.

따라서 9"/에 놓인 공의 총 개수는 다음과 같다.

[풀이의 재구성] 문항에주어진그림과같이 F1에놓인공의개수는 1이고, F2에놓인공의

개수는 1 + (1 + 2)이고, F3에놓인공의개수는 1 + (1 + 2) + (1 + 2 + 3)이다.

즉 가장 아래 단의 정삼각형의 한 모서리에 공 28개가 놓이면, 가장 아래 단에 놓인 공의

개수는 (1 + 2 + 3 + · · ·+ 28)이고공이놓인모양은 F28이된다.

따라서 F28에놓인공의총개수는다음과같다.

1 + (1 + 2) + (1 + 2 + 3) + · · ·+ (1 + 2 + 3 + · · ·+ 28) =

28∑
k=1

k(k + 1)

2

=
1

2

( 28∑
k=1

k2 +

28∑
k=1

k
)

=
1

2

(28× 29× 57

6
+

28× 29

2

)
=4060

4.8 퇴타개적문문항 8

[원문] 今有四角果一垜每面底脚二十八箇問積幾何

答曰 七千七百一十四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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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曰 置底脚 添一箇半 以底脚乘之 得八百二十六 又添半箇 得八百二十六箇半

又以底脚乘之 得二萬三千一百四十二爲宲 以三爲法 宲如法而一得合問

又曰 置底脚 添一箇以底脚乘之 得八百一十二 又列底脚 添半 得二十八箇半

以此乘八百一十二 得二萬三千一百四十二 却以三歸之 亦合問

按此假令底脚二則積爲五

底脚三 則積爲十四

底脚四 則積爲三十

底脚五 則積爲五十五

餘倣此

[문항의재구성] 그림과같이공 1개를놓은모양을F1,공 4개를정사각형모양으로놓은후그

위에공 1개를쌓아만들어진모양을 F2라하자. 가장아래단에공 9개를정사각형모양으로

놓은후그위에 F2 모양의 5개의공을쌓아만들어진모양을 F3이라하자.

이와같은방법으로공을놓는시행을하여만들어지는 n번째모양 Fn(n > 1)의가장아래

단의정사각형의한모서리에는 n개의공이놓이게된다.

가장아래단의정사각형의한모서리에 28의공이놓여있는모양을 Fk라할때,모양 Fk

를만들기위하여필요한공의총개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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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타개적문 문항 4.8 8

원문[ ] 今有四角果一垜 每面底脚二十八箇 問積幾何

答曰 七千七百一十四箇
法曰 置底脚 添一箇半 以底脚乘之 得八百二十六 又添半箇 得八百二十六箇半 又以底

脚乘之 得二萬三千一百四十二爲宲 以三爲法 宲如法而一 得合問
又曰 置底脚 添一箇 以底脚乘之 得八百一十二 又列底脚 添半 得二十八箇半 以此乘八

百一十二 得二萬三千一百四十二 却以三歸之 亦合問
按此 假令 底脚二 則積爲五

底脚三 則積爲十四

底脚四 則積爲三十

底脚五 則積爲五十五

餘倣此

문항의 재구성[ ] 
그림과 같이 공 &개를 놓은 모양을 9& 공 , 2개를 정사각형 모양으로 놓은 후 그 위에 공 

&개를 쌓아 만들어진 모양을 9"라 하자 가장 아래 단에 공 . 7개를 정사각형 모양으로 놓은 

후 그 위에 9" 모양의  (개의 공을 쌓아 만들어진 모양을 9'이라 하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공을 놓는 시행을 하여 만들어지는 #번째 모양 9#(#:& 의 가장 아)

래 단의 정사각형의 한 모서리에는 #개의 공이 놓이게 된다.

가장 아래 단의 정사각형의 한 모서리에 "/의 공이 놓여 있는 모양을 9$라 할 때 모양 , 

9$를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공의 총 개수는?

9&           9"               9'                   92         ⋯

⋯

[풀이의 재구성] 문항에주어진그림과같이 F1에놓인공의개수는 1이고, F2에놓인공의

개수는 1 + 22이고, F3에놓인공의개수는 1 + 22 + 32이다.

즉 가장 아래 단의 정사각형의 한 모서리에 공 28개가 놓이면, 가장 아래 단에 놓인 공의

개수는 282이고공이놓인모양은 F28이된다.

따라서 F28에놓인공의총개수는다음과같다.

12 + 22 + 32 + · · ·+ 282 =

28∑
k=1

k2 =
28× 29× 57

6
= 7714

5 결론및제언

수학사를활용하여수학의실용성을인식하게하고 [2, 7]수학에대한흥미를높이고동기를

유발하고수학적연결성을증진시키려는 [3, 4, 6, 27]수학사관련연구들이지금까지다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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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었고현재도진행중이다. 뿐만아니라한국수학사학회는 2002년한국학술진흥재단이

지원한기초학문육성지원사업(인문사회분야국학고전연구)의일환으로 ‘조선시대의산학서

번역’을수행하여조선시대의많은산학서들이번역서로출간되었다. 그러나대부분의번역

서들과논문이원문을직역하는데그치고있는것이많고당시의단위체계를그대로사용하고

있기에학교현장에서활용하기어려운것이현실이다 [24, 26]. 이에본연구는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사들이 우리의 산학서에 좀 더 쉽게 접근하여 수학 교수·학습 상황에서 우리나라

전통수학을활용할수있도록묵사집산법(黙思集算法)에수록된퇴타개적문(堆垜開積門)의

‘수열의합’ 관련 8문항을현대적으로재구성하였다.

수열이규칙적으로나열된수로나타낼수있는현상을탐구하는데유용한함수임에도불

구하고현행교육과정에서대수적계산에편중되어지도되고있는점또한개선이필요하다.

2007개정수학과교육과정 [22]의‘수열’영역에서귀납적으로정의된수열의일반항을구하는

것이가능하였으나, 2009개정수학과교육과정부터 <교수·학습상의유의점>에서 ‘②수열과

관련된실생활문제를귀납적으로표현할수있게하고,귀납적으로정의된수열의일반항을

구하는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21, p. 61].’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퇴타개적문

문항6,문항7,문항8’은 귀납적으로정의된수열의일반항을구하게된다는우려를낳을수도

있다. 자료를재구성하여교수·학습상황에활용하기위해서는교육과정측면에서학생들의

학습수준에적절한지유의해야한다. 그러나본고에제시한것처럼교육과정내에서도충분히

해결이가능하므로이러한실용적문제상황을다루는것에대하여다시한번재고할필요가

있다.

재구성결과에따르면,퇴타개적문 (堆垜開積門)의 ‘수열의합’ 관련 8문항모두현행교육

과정에서문항과풀이의재구성이가능하며수학교수·학습상황에서활용가능함을확인할수

있다. 또한본문항들은수열에대한귀납적·연역적추론능력이외에도학생들의도형에대한

분석능력증진에도많은보탬이될수있다.

앞서서론에서언급한바와같이선조들의수학적발자취를되짚어보는것은우리수학에

대한문화적자긍심을충분히북돋을수있는도구가될수있다. 특히실용적인측면이강했던

조선시대산학서의사례들을교수·학습과정에서활용하는것은수학의실용성을느끼게할

수있는유용한방법이될수있다. 물론문항과그풀이를재구성하는방식은본고에서제시한

방식이외에도다양한접근방식이존재할수있다. 중·고등학교학생과교사를비롯한전통

수학에관심을가지는누구나쉽게접근할수있도록다양한방식으로전통수학을현대적으로

재구성하는노력이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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