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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사사과정에서 공학도구를 이용한 창의력 증진
1)

부 덕 훈 (충남대학교, 교수)

과학영재교육원 사사과정에서 Mathematica, Microsoft Excel, GeoGebra 등 공학도구를 사용하여 탐구과정을 진행하

였다. 탐구팀은 주제에 따라 적절한 공학도구를 선정하였으며, 공학도구를 사용하여 특정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

고 그 결과를 관찰하여 규칙을 찾았으며, 찾은 규칙을 일반화하여 수학적으로 증명하였다. 수학 전문 소프트웨어인

Mathematica를 순환소수의 순환마디와 순환마디의 길이를 구하는 탐구활동에서 사용하였으며, 스프레드시트 소프트

웨어인 Microsoft Excel을 이용하여 Beatty 수열을 탐구하였다. 동적 기하 소프트웨어인 GeoGebra를 Voronoi 다이어

그램의 탐구활동에 사용하였으며 Voronoi 게임을 고안하고 게임을 진행하는 Voronoi 게임판을 만들었다. 공학도구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결과를 관찰하여 찾아낸 성질들을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일반화하는 과정에서 사사과정

학생들의 수학적 창의력과 논리적 사고력이 증진되었다.

Ⅰ. 서론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지식 관리자, 새로운 지식창출자로서의 영재들을 발굴하고 지도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며, 동시에 수학 영재교육의 필요성도 여기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수학 영재

교육은 영재 스스로 정보를 탐색하고 조직하여 새로운 정보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여야 하고, 영재 학

생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의 개발을 동반하여야 한다. 그것은 영재라 할지라도 교사 중심의 일방통

행식 강의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수학영재는 광범위한

수학적 재능을 가지고 있으며 수학의 여러 분야에서 강한 지적 욕구를 분출한다. 따라서 수학영재의 재능과 지

적 호기심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교수․학습 방법이 요구된다.

교육부는 2000년 영재교육 진흥법을 제정・공포한 후, 제1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003～2007년), 제2차 영

재교육진흥종합계획(2008～2012년) 그리고 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013～2017년)을 시행하였으며 그동안

시행된 영재교육의 추진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여 새로운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의 추진 방향을 정하여 2018년

제4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018～2022)을 발표하였다. 제4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에서는 지능정보기술을 통

해 산업의 구조변화를 촉발하는 4차산업혁명 변화에 대응하는 영재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새로운 영재교육 비전과 국가의 미래를 견인할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영재교육 혁신의 필요함을 추진

배경으로 하였다. 그리고 5대 추진 분야로 학생 수요 중심의 영재교육을 통한 재능 계발, 영재 선발의 다양성 제

고, 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전문성 강화, 영재교육 지원체계 구축을 선정하였다(교육부,

2018). 제4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에서 교육부(2018)는 5대 추진 분야 중 첫째 분야인 학생 수요 중심의 영재교

육을 통한 재능 계발의 세부 항목 중 하나인 영재교육 프로그램 질적 고도화 및 다양화의 추진을 위하여 교과

중심의 프로그램에서 핵심 역량 중심 프로그램으로의 개편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미래사회 핵심 역량

으로 강조되는 창의적 문제해결력, 소통, 협업, 창의성, 혁신 중심으로 프로그램의 목표 및 내용을 재구조화하고

영재교육대상 학생들이 사회적 책무성과 윤리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영재교육프로그램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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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권장하고 있다.

Renzulli(1978)는 영재가 갖는 특성으로 평균 이상의 지능, 창의성, 높은 과제집착력을 꼽았으며, 그 중 과제집

착력은 실제행동으로 전환되는 동기로서 특정 문제나 과제 수행에 집중되는 에너지를 의미하며, 창의적이고 생

산적인 사람들은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과제 지향적이고 그들의 일에 집중한다고 하였다.

특히 수학영재 학생들에게서는 또래의 일반 학생들과 비교할 때 추상화 능력, 논리력, 지적 능력 등이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이경화, 안민웅, 고은성, 최성이, 문성재(2019)는 수학영재 학생들이 우수한 능력을 보이는 대표적

인 수학적 능력으로 추상화, 일반화, 그리고 논리적 추론 능력을 지적하였다. 수학영재 학생들은 구체적 수량 관

계와 공간에 존재하는 모양을 추상화하고, 관계와 연결의 구조를 가진 형식적 구조를 조작하는 능력이 우수하며,

또한 수학 내용을 일반화하고, 본질적 요소와 비본질적 요소를 식별하는 추상화 능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증

명, 연역 추론에 바탕이 되는 논리적 추론 능력이 우수하다고 하였다(이경화 외, 2019).

따라서 수학영재를 대상으로 하는 영재교육에서 지식전달 위주의 학습, 입시를 대비하는 학습 등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학습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

생의 수준에 적당하고, 창의적으로 활동하고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는 다양한 형태의 수학영재 교수․학습 자료

가 개발되어야 한다.

수학영재교육에서 교수․학습 자료에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수학공부가 어렵다는 인식을 완화하고

수학적 사고력을 향상하는 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다. 황우형과 차순규(2002)는 컴퓨터의 시각화 기능이 학생들

로 하여금 추상적인 수학 내용을 직관적으로 사고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학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수학 학습의 어려움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강문봉(2009)은 수학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변경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즉 What if not 인 경우에 그 결과를 추론해 보고, 이를 소프트웨어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왜 그렇게 되는지’를 생각해 봄으로써 수학적 사고력이 신장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미

국의 NCTM(1989)은 학생들의 수학 문제를 탐구하고 해결하는 도구로 계산기와 컴퓨터를 적절하게 사용할 필요

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평면도형의 교수․학습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평면도형에 대한 시각

화를 바탕으로 학습자 스스로 수학적 지식을 추론하고 그 사실을 확인하는 능동적 학습환경이 제공될 수 있다

고 하였다.

중등학교 수학 교수·학습에 Mathematica, Microsoft Excel, GeoGebra 등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적용하는 사례

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Mathematica는 수학을 비롯하여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교육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는 전문 소프트웨어로서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다. 중등학교 교사들이 사용하기에는

다른 두 소프트웨어보다 불편하고 라이센스 문제가 있지만, 엄태홍(2006)과 우연희(2008)는 고등학교 학생을 대

상으로 수학 교수·학습에 Mathematica를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Mathematica의 기능이 뛰어나지만,

명령어의 사용이 어렵고, 계산 결과의 표시 등이 직관적이지 않아 교사들이 Mathematica를 중등학교 교육과정

에 사용하기에는 불편함이 크다. 하지만, 지도교수를 중심으로 소수의 학생의 팀 활동으로 진행되는 영재교육원

사사과정에서는 탐구하는 주제에 따라 Mathematica가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Microsoft Excel은 회계 관리 등 전문적인 분야에서도 사용되는 대표적인 스프레드시트 소프트웨어이며 중등

학교 수학과의 수업에서 필요한 기능을 넘어서는 전문 소프트웨어이다. 하지만 Microsoft Excel은 중학교 학생

들이 사용하는 거의 모든 컴퓨터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있어 학생들에게 친숙하며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많은 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때 함수를 사용하여 많은 계산을 한 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화면에 모두 표시하는 Microsoft Excel의 기본적인 기능을 활용하여 중등학교 교수 학습에서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다(고래영, 2011; 고명석, 2005; 유재근, 이정아, 박문환, 장혜원 2020). 특히 Microsoft Excel은 알고

리즘을 개발하고 수학적 문제의 답을 모델링하는데 있어서 학생들의 통찰력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학생들이 수

를 다루는 번거로움에서 지유롭게 하고 문제 자체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수학문제 해결 과정에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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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출 수 있어 복잡한 계산을 하지 않고 수학적 응용을 깊이 탐색할 수 있다(고명석, 2005).

중등수학에서 평면도형 영역에는 수학 창의성 및 사고력 발달을 자극하는 내용이 많아 수학 영재교육에서 탐

구활동의 소재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평면도형 영역의 탐구활동에 도움이 되는 공학도구인 GeoGebra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수준의 대수학, 기하학, 미적분학, 통계학, 이산수학, 3차원 기하를 다룰 수 있는 수학교육

용 무료 소프트웨어이다. 이상희, 이종학과 김원경(2012)은 GeoGebra가 학생들로 하여금 대수적 표현과 기하적

표현을 동시에 경험하게 함으로써 고등학교 해석·기하 단원에서 표상 간의 연결을 통해 인식론적 어려움을 완화

시켜 줄 수 있다고 하였다. 권윤신과 류성림(2013)은 GeoGebra를 활용한 귀납활동을 통한 증명 학습이 전통적인

증명 학습보다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GeoGebra의 측정 및 끌기 기능을 통해 도형의 불변적인 성질을

탐구하여 직접 명제를 만듦으로써 증명 학습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알아내었다. 김무진, 이종학과 김원경

(2014)은 GeoGebra를 활용한 교수․학습 자료를 과학고등학교 수학영재 학생들에게 적용하였을 때 직관적 통찰,

논리적 사고, 구조파악, 수학적 추론, 반성적 사고, 일반화 및 적용 등의 인지적 특성들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수

학적 사고력이 향상됨을 관찰하였다.

공학도구를 중등학교 수학 교수·학습에 사용하여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력을 증진할 수 있음을 여러 사례에서

볼 수 있었다. 이 논문에서는 대학교 부설 과학영재교육원 사사과정의 세 탐구 팀에서 공학도구를 이용하여 탐

구활동을 수행하고 탐구활동의 결과 수학적인 지식을 찾아가는 과정을 소개한다. 이 논문에서 소개하는 탐구과

정에서는 중등학교에서 공학도구를 이용하여 제작된 교수·학습 자료를 사용하는 기존의 방법과 달리 영재교육원

사사과정 학생들이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학생들이 직접 공학도구를 이용하여 문제를 만들고 수학적인 지식을

찾아가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의 창의력, 사고력의 변화를 알아보도록 한다. 사용하는 공학도구는 사사

과정의 탐구주제에 따라 다르며 세 팀이 사용한 공학도구는 각각 Mathematica, Microsoft Excel, GeoGebra이다.

Ⅱ. 연구의 배경 및 연구 방법

1. 연구의 배경

수학영재는 수학적 사고력, 논리력, 창의성 등이 평균적인 학생들에 비하여 높은 편이며 특히 수학 문제의 해

결 능력이 뛰어나다. 따라서 수학영재들에게 일방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형식의 학습, 입시를 대비하는 주입식 교

육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한 한 지양하고,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적합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학생 중심의 자기 주

도적 교수·학습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학영재를 위한 교수·학습 과정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면 컴퓨터의 시각화 기능이 추상적인 수학

내용을 시각적으로 관찰하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으며 수학 학습의 어려움을 완화하여 영재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력을 신장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수학영재 학생의 탐구활동에 Mathematica, Microsoft Excel, GeoGebra

등 다양한 공학적 도구를 활용하도록 하여 수학영재의 논리적 사고력과 창의력, 문제해결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전문 수학 프로그램인 Mathematica를 이용하면 정밀한 계산이 가능하므로 고도의 계산이 필요한 주제의

탐구에 도움이 된다. 또한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인 Microsoft Excel을 이용하면 탐구과정에서 얻어진 많은 자

료를 신속하게 처리하거나, 많은 수를 대상으로 수의 패턴을 관찰하여 규칙을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되며 학생들

의 수학 창의력을 기르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따라서 수의 계산을 많이 하는 주제에 대한 탐구에는 Microsoft

Excel이나 Mathematica를 이용하여 사고력과 창의력, 문제해결력을 증진할 수 있다. 교육용 동적 기하 소프트웨

어 GeoGebra는 도형 등 시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의 탐구에 활용할 수 있으며 화면에 나타나는 결과를

관찰하고 성질을 찾아내는 활동을 통하여 수학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자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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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사과정에서 지도교수는 탐구활동에서 학생들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계산 결과와 함께 수학적인

탐구를 병행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력과 창의력, 문제해결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탐구활동

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D광역시 소재 C대학교 부설 과학영재교육원 수학 사사과정에서 D광역시 소재 중학교 3학년

학생 1~2명과 지도교수로 구성된 3개 팀(A, B C팀)의 탐구과정에서 공학도구를 사용하여 진행하는 탐구과정을

소개하고 학생들의 수학적 창의력과 논리적 사고력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사사과정의 탐구활동은 매년 2월부터

11월 까지 10개월 동안 운영되고, 학생은 탐구결과를 논문으로 작성하며, 11월 중순 사사과정의 탐구논문을 발표

하는 공개행사가 사사과정 수료식으로 실시된다.

연구 대상인 수학 사사과정의 탐구팀은 3개 팀(A, B C팀)으로, A팀은 2명의 학생과 지도교수 등 3명으로 구

성되었으며, 순환소수의 순환마디와 순환마디의 길이의 성질을 탐구하고, 공학도구 Mathematica를 탐구활동에

사용하였다. B팀은 1명의 학생과 지도교수 등 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Beatty 수열의 성질을 탐구하고, 공학도구

Microsoft Excel을 탐구활동에 이용하였다. 그리고 C팀은 2명의 학생과 지도교수 등 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Voronoi 분할, Voronoi 다각형의 성질을 탐구하고, 공학도구 GeoGebra를 탐구활동에 사용하였다. 팀의 지도교수

는 주제 선정, 주제 탐구, 수료 논문 작성까지 탐구활동의 전 과정을 관리하고 지도하였다.

사사과정 탐구활동을 시작하여 탐구주제를 설정하는 단계부터 지도교수가 주재하여 학생이 직접 참여하게 하

여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반영하였다. 사사과정 학생들 각자에게 희망하는 주제를 정하여 주제에 대한 설명,

관련된 문제 및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제안하게 하였다. 이어서 지도교수와 팀원 전체가 참가하는 주제 선정 세

미나를 실시하여 학생들이 제안한 내용을 발표하게 하고 토론하였다. 학생들이 제안한 주제에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이나 대학교 수준에 해당하여 중학생에게 적절하지 않은 주제도 많았다. 지도교수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인

사사과정 학생들의 수학 지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수학적 사고력과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

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지도교수는 학생들이 제안한 주제의 내용, 난이도 등을 검토하여 주제가 학생들에게 적

절한지 판단하고, 적절하지 않은 주제의 경우 이유를 설명하고 다시 주제를 제안하도록 하였다. 팀의 주제가 결

정되기까지 학생들은 4~5회 계속하여 주제 선정 세미나에서 주제를 제안하여야 했다. 지도교수는 여러 차례에

걸친 주제 선정 세미나에서 학생들이 제안한 여러 주제에서 하나의 주제를 선택하거나 일부 수정하여 팀의 주

제를 결정하고 탐구과정에 사용할 공학도구도 결정하였다.

탐구주제가 결정되고 탐구활동이 시작되면 지도교수는 학생들에게 주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탐구 문제를 제시

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이 제시한 탐구 문제 중 일부의 문제는 너무 쉬운 문제 또는 틀린 문제도 있었지만, 풀이

의 존재를 알 수 없는 문제들도 많았다. 지도교수는 풀이의 존재를 알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제의

조건을 수정하여 특별한 경우에 관하여 탐구하고 규칙성을 찾도록 하였다. 탐구 문제에 따라 적당한 공학도구를

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조건을 바꾸어 계산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규칙을 찾는 탐구활동을 진행하였다.

탐구주제에 따라 지도교수가 Mathematica, Microsoft Excel, GeoGebra 등의 공학도구를 지정하여 탐구활동에

사용하였다. 공학도구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용법을 학생들에게 따로 교육하였으며 공학도구를 사용하는 탐

구활동에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였다.

첫째, 공학도구를 다루는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도교수가 지도하여야 한다. 공학도구를 사용하여 수학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공학도구를 이용하여 계산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은 수학 문제 해결의 보조도구로 공학도구를 이용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력을 향상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이 공학도구를 이용하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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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분석하고 문제의 탐구과정을 단계적으로 나누어 구성하며, 단계별로 탐구하는 과정에서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분석하여 문제에서 규칙을 찾아내고 문제의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노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학생들의 수학 학습에 긍정적인 태도와 창의력을 신장할 수 있어야 한다. 공학도구를 탐구활동에 사용

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변형이나 문제의 축소 확대 등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관점

으로 문제와 결과를 관찰하고 분석하게 하여 창의력을 신장할 수 있으며, 주제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넷째,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 신장할 수 있어야 한다. 공학도구를 이용하여 학습하고 탐구활

동 함으로서 수학의 다른 주제에 대한 탐구활동에도 공학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또한 실

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수학적으로 모델링하고 공학도구를 이용하여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도록 시도하는 과정

을 통해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자신감과 성취감을 신장할 수 있어야 한다.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1. 공학도구를 이용한 사사과정 탐구활동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사사과정에서 Mathematica, Microsoft Excel, GeoGebra 등 공학도구를 사용한 3개

팀의 탐구활동 과정을 소개한다. 사사과정 3개 팀은 탐구과정에서 주제별로 서로 다른 공학도구를 사용했으며,

구체적이고 특정한 상황에서 공학도구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여 관찰하고 규칙성을 찾았으며, 찾은 규칙을

일반화하여 정리로 구성하고 증명하였다.

가. Mathematica를 활용한 탐구활동

2명의 중학교 3학년 학생과 지도교수 등 3명으로 구성된 A팀은 순환소수의 순환마디의 길이에 대하여 탐구

하였으며, 수학 전문 소프트웨어인 Mathematica를 탐구활동에 이용하였다.

순환소수의 순환마디의 성질을 탐구하는 사사과정 탐구활동에서 순환소수에 대한 기본 지식을 쌓기 위하여 

가 소수일 떄 은 순환소수가 됨을 증명하고 순환마디의 길이 를 구하도록 하였다. 사사과정 학생들이

은 순환소수가 되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었지만, 순환마디의 길이 를 구하기

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학생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내장되어있는 계산기의 경우 소수점 이하 15자리까지만

표시하였다. 하지만 학생들은 을 적당히 정하고,  × 을 계산하여 소수점 이하 15자리의 한계를 넘어서

는 계산을 하여 다양한 수의 순환마디의 길이를 계산하였으며,   ,   을 얻었다. 작은 소수

의 경우 이러한 방법으로 순환마디의 길이를 구하는 계산이 가능하지만 좀 더 큰 소수 그리고 다양한 수에 대

한 순환마디의 길이를 구하려면 좀 더 전문적인 공학도구가 필요하였다. 이에 지도교수는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많이 표시하는 공학도구로 수학 전문 소프트웨어인 Mathematica를 선택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순환마디와 순

환마디의 길이를 계산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이 Mathematica를 이용하여 순환소수를 표시하고 순환마디를 찾아낼 수 있도록 지도교수는 필요한

Mathematica 명령어를 알려주고 사용법을 익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Mathematica의 명령어 N[1/29, 50]은 순

환소수 을 소수점 이하 50자리까지 표시한다. 순환소수의 성질을 탐구할 때 처음에는 가 소수일 때 순환소

수 의 순환마디를 구하고 순환마디의 길이 를 구하는 문제에서 시작하였다. 가 소수이면 페르마 소

정리에 의하여, ∣가 성립하므로 순환마디의 길이 를 구하려면 소수점 이하 자리까지만 관

찰하면 충분함을 알게 되었다. 지도교수가 주어진 소수 의 역수 의 순환마디를 찾는 과정을 Mathemat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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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어로 구성하였으며 학생들이 명령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였다([그림 Ⅲ-1]). 그리고 [그림 Ⅲ

-1]의 자료를 수정하면 9592번째 소수인   인 경우   임을 계산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소수의 거듭제곱 특히 소수 3의 거듭제곱의 경우에 대하며 계산한 결과  ,

   ,    ,    이 성립함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를 좀 더 탐구하기 위하여

Mathematica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    ⋯ 일 때 이 성립함을 알게 되었다([그림

Ⅲ-2]). 관찰에 의한 이러한 성질이 일반적으로 성립함을 증명하려고 시도하였으며, ≥ 이면 이

성립함을 증명하였다(오규빈, 최다빈, 유공주, 부덕훈, 2017).

[그림 Ⅲ-1] Mathematica를 이용한 1/151의 순환마디 계산

[그림 Ⅲ-2] Mathematica 를 이용한 순환소수 의 순환마디의 길이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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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서 Mathematica를 이용하여 순환소수의 순환마디를 구하고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

시도를 하였으며 많은 경우에 이러한 시도가 성공하였다. 소수  ≠ 에 대하여 을 계산한 결과

×,  ×, ×, ×이 성립함을 알게

되었으며,   인 소수일 때 ×이 성립함을 예상하고 증명을 시도하였으며 증명하는 데 성

공하였다. 서로 다른 두 소수  에 대하여  , 의 관계를 관찰한 결과   ,   ,

⋅   ,   ,   , ⋅ 이 성립하였으며 이러한 성질을 일반화하여  가

 ≠ 인 소수이고   이면 가 성립한다는 정리를 증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성질을

더 일반화하여 (  ⋯ ) 가  인 서로 다른 소수이면 ⋅⋯⋅  ⋯

가 성립함을 증명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Mathematica를 이용한 계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순환소수의 순환마

디의 구성과 순환마디의 길이에 대한 여러 가지 성질들을 증명할 수 있었다(오규빈 외, 2017).

나. Microsoft Excel을 이용한 탐구활동

중학교 3학년 학생 1명과 지도교수 등 2명으로 구성된 B팀은 Beatty 수열을 탐구하였으며 스프레드시트 소프

트웨어인 Microsoft Excel를 탐구활동에 이용하였다.

양수인 무리수 에 대하여 수열  ⋯를 에 의하여 생성되는 Beatty 수열이라 한다. 이때

실수 에 대하여 은 floor() 즉, 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이다. 사사과정에서 Beatty 수열을 주제로 하

여 탐구할 때, 여러 가지 무리수 에 대하여 Beatty 수열 을 계산하여야 했다. 수열 의 항 을 각각

계산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수열 의 성질을 알아내려면 수열의 항을 가능한 한 많이 계산하여 관찰하여야

했다. Beatty 수열 의 번째 항이 이므로 무리수 을 소수점 이하 5자리까지 표시하면 수열 의 항을

1000번째 항까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Beatty 수열의 항을 많이 구하여 수열의 성질을 관찰하려면

소수점 이하의 자릿수를 많이 계산하는 데 유용한 Mathematica 보다 많은 계산의 결과를 표시하고 결과를 분석

할 수 있는 스프레드시트 소프트웨어인 Microsoft Excel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사사과정 Beatty 수열 탐구팀

의 소프트웨어로 Microsoft Excel을 선택하였다. 지도교수는 사사과정 학생들에게 탐구주제인 Beatty 수열 

계산에 필요한 Microsoft Excel의 사용법을 교육하여,  ,  , 황금비 등 무리수에 대한 Beatty 수열 을 계

산하고, 계산 결과를 관찰하고 분석하여 수열의 특징을 찾는 실습을 하게 하였다. 그리고 Beatty 수열에 대하여

알려진 성질들, 예를 들면, 무리수   과 의 공액(conjugate)인  


에 대하여 Beatty 수열  , 을

계산하고 수열의 항을 관찰하여 두 수열  , 가 자연수 전체집합을 분할하고 있으며, ∈일 필요충분조
건인  









 





을 확인하고  




 


이 성립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황금비인 ⋯일 때 두 Beatty 수열  , 의 항을 관찰하면,  이고    

( ≤ )이 성립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이면   ,  이고    

( ≤ )이 성립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인 경우와   인 경우에도 Microsoft Excel을

사용하여 얻은 두 Beatty 수열  , 의 항 사이에 같은 성질이 성립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그림 Ⅲ-3]).

이러한 관찰 결과를 정리로 구성하여,  ≠ 가 정수,  이 무리수,  


일 때, 모든 자연수 에 대

하여    가 성립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이고 


이 성립함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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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였다(송민지, 부덕훈, 2018).

[그림 Ⅲ-3]   인 경우

[그림 Ⅲ-4]   ,  인 경우

 이 무리수일 때, 수열 이 등차수열이 될 수 없음은 수학적으로 쉽게 증명된다. 하지만 수열 의 앞

부분 일부의 항은 등차수열이 될 수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특히 Beatty 수열의 앞부분 일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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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립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인 경우  ≤  ≤ 일 때   이 성립하며 다른 무리수에서도 유사한 성질이 성립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관찰 결과   이 성립하는 의 범위가 무리수 의 소수부분 즉  와 관련이 있음

을 예상하게 되었다. 실제로   이 성립하는 조건을 탐구한 결과   이면,  ≤  ≤ 일

때만   이 성립하며,   이 성립함을 증명하였다. 이때  이 무리수이면

≤ ≤일 때 과  사이에 개의 ( ≤ ≤ 가 들어

있다([그림 Ⅲ-4]). 따라서 수열 에서 처음 개의 항 ⋯에서 각 항의 앞에 수열 의 처음

개의 항  ⋯을 차례로 개씩 넣으면 1부터  까지의 자연수가 모두

채워짐을 증명하였다(송민지, 부덕훈, 2018).

다. GeoGebra를 이용한 탐구활동

Voronoi 다이어그램에 대하여 탐구한 C팀은 중학교 3학년 학생 2명과 지도교수 등 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동

적 기하 소프트웨어인 GeoGebra를 탐구활동에 사용하였다.

교육용으로 널리 사용되는 동적 기하 소프트웨어 GeoGebra는 특히 도형에 관련된 문제를 다룰 때 도움이 되

는 공학도구이다. 이러한 이유로 Voronoi 다이어그램을 탐구하는 사사과정 팀에서는 GeoGebra를 보조도구로 사

용하여 탐구활동을 진행하였다.

평면 위의 네 점  ,  을 생성점으로 하는 Voronoi 다이어그램에 의하여

네 점  ,  ,  ,  (단,     , 는 실수)를 꼭짓점으로 하는 정사각형

는 Voronoi 다이어그램에 의하여 네 영역 , , , 로 나누어지는데, 점 을 포함하는 영역

의 모양과 넓이를 구하는 문제를 탐구하였다. 먼저 Voronoi 다이어그램이 정사각형 를 분할하여 만

들어진 네 영역의 모양을 관찰하기 위하여 GeoGebra를 이용하였다. GeoGebra의 명령어 Voronoi({,,,

})를 이용하여 Voronoi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생성점 을 축을 따라 움직이면서 영역 의 모양을 관찰하

였다. 에 대하여   ≤ 


, 


 ≤ 


, 


   등 세 가지 경우로 나누고, 또한 각각의 경우에서

의 위치에 따라 4가지 경우로 나누어 모두 12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관찰하였다. 각각의 경우에서 영역 의

모양이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칠각형 등 다양한 다각형으로 나타나며 영역 의 꼭짓점의 위치를 관찰할 수

있었다([그림 Ⅲ-5, 6]). 관찰 결과를 이용하여 각각의 경우에 직선의 교점을 계산하여 다각형의 꼭짓점을 구하

고, 영역 의 넓이를 구할 수 있었다(조강현, 이강, 부덕훈, 2019)

정사각형 의 꼭짓점이  ,  ,  , 일 때,      ,

   ,    ,    (≤ ≤ )와 원점 등 다섯 개의

점을 생성점으로 하는 Voronoi 다이어그램을 GeoGebra를 이용하여 그리고 관찰한 결과, 원점 를 포함하

는 Voronoi 영역은 정사각형이고 Voronoi 정사각형의 꼭짓점들은 정사각형 의 각 변의 중점을 꼭짓점으

로 하는 정사각형 의 변 위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며 생성점이 움직임에 따라 넓이가 변함을 확

인할 수 있었다([그림 Ⅲ-7]). 이러한 성질을 일반화하여, 정사각형 의 변 위를 움직이는 네 점 ,

 , ,  (≤ ≤ )와 정사각형 의 중심 등 다섯 개의 점이 생성점인 Voronoi 다이어그램에

서, 정사각형 의 중심을 포함하는 Voronoi 정사각형의 넓이는 이고, 가 증가함에 따라,

Voronoi 정사각형의 꼭짓점들은 정사각형 의 네 변의 위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동함을 증명하였다.

단, 는 정사각형 의 한 변의 길이다(조강현 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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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5]   ≤ 


인 경우 [그림 Ⅲ-6] 


  인 경우

[그림Ⅲ-7]정사각형의Voronoi다각형

정각형의 꼭짓점과 중심을 생성점으로 하는 Voronoi 다이어그램에서 중심을 포함하는 Voronoi 다각형을 탐

구하기 위하여 GeoGebra를 이용하여 정7각형과 정8각형의 Voronoi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관찰하였다([그림 Ⅲ

-8]). 관찰 결과 정다각형의 변의 수직이등분선이 Voronoi 다각형의 꼭짓점을 지나고, Voronoi 다각형의 넓이는

원래의 정다각형의 넓이의 cos 배가 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정각형과 Voronoi 다각형의 대각

선 사이의 평행관계도 이 홀수인 경우와 짝수인 경우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성질들을

일반적인 정각형에 대하여 정리로 서술하고 증명하였다(조강현 외, 2019).

[그림Ⅲ-8] 정다각형의꼭지점과중심이생성점인Voronoi다이어그램

다각형의 Voronoi 분할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Voronoi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는 게임을 개발하게 되었으며

Voronoi 게임이라 불렀다. Voronoi 게임은 Voronoi 다이어그램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Voronoi 다각형의 넓이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는 게임으로, 게임을 진행하려면 GeoGebra를 이용하여 Voronoi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Voronoi 다각형의 넓이를 계산하여야 했다.

좌표평면의 두 점 가 네 점  ,  ,  , 을 꼭짓점으로 하는 정사

각형  의 내부의 점이고,  ′    ′  일 때, 네 점  ′  ′를 생성점으로 하는  의 Voronoi

분할에서  ,를 포함하는 영역의 넓이를 각각  , 라 하였다. 두 참가자  , 가 각각

   ,   에서 시작하여 는 제2사분면에서, 는 제1사분면에서 정사각형 영역  의 정수점

을 따라 움직일 때, Voronoi 분할의 넓이 와 를 비교하여 넓이가 큰 참가자가 1점을 획득한다. 이

러한 방법으로 5회까지 게임을 진행하고 득점의 합계에 따라 승자를 결정하였다. 이 게임에서  ′  ′이 각각
 ,에 원점 대칭이므로 두 참가자 와 가 차지하는 넓이의 합은 전체의 절반인 128이다. 그리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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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움직이면 GeoGebra를 이용하여 각각의 넓이  , 를 계산하고 게임의 결과를 즉시 확인하였다.

Voronoi 게임을 진행하기 위하여 Voronoi 게임판을 GeoGebra를 사용하여 만들었다. Voronoi 게임판에 정사

각형 영역  를 중심에 배치하고, 점 와 점  각각을 상, 하, 좌, 우로 한 칸씩 움직이는 방향키를 좌우에 배

치하였다. 와 가 이동하면 Voronoi 다이어그램이 그려지고, 두 참가자 와 가 차지하는 영역  ,

의 넓이를 계산하여 출력하도록 하여 게임의 승패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GeoGebra를 사용하

여 Voronoi 게임판을 만들 때 GeoGebra의 명령어와 Script를 일부 사용하여야 했으나 지도교수가 GeoGebra에

서 필요한 부분을 교육하여 큰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었다.

[그림 Ⅲ-9] Voronoi 게임판

Voronoi 게임판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게임을 운영하고 승패를 분석하였으며 승리전략을 탐구하였다.

게임을 시작할 때, 와 의 넓이는 각각 64로 동점이다. 게임을 시작하여 가 먼저 64보다 큰 넓이를 확보해

도 가 의 회전이동 위치 또는 와 축 대칭인 위치로 이동한다면 와 의 넓이는 다시 64가 되어

동점이 된다. 따라서 의 경우 게임 운영의 최선의 방법은 4회까지 동점을 유지하고, 5회에서 보다 큰 넓이

를 확보하여 승리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동점을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게임에서 가 승리하는 경우는 없

으며 가 승리하거나 두 사람이 비기게 된다. 그리고 가 승리하는 경우는 전 단계인 4회에서 의 위치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가 최선을 다하면 게임의 결과는 무승부가 됨을 증명하였다.

2. 논의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 대상 사사과정의 탐구과정에서 학생들의 수학적 창의력과 논리적 사고력의 증진되었음

을 소개한다. 영재교육에서 사사과정의 주요 목적은 학생들에게 수학의 연구과정을 체험하게 하는 데 있으며, 사

사과정의 이러한 목적을 이루려면 사사과정 탐구주제의 선택과 탐구과정의 진행 방법이 중요하다. 탐구주제를

선정할 때 사사과정의 구성원인 중학생이 가지고 있는 수학 지식의 범위와 고등학교 이후의 교육과정을 고려하

면 극한이나 미분, 적분이 사용되는 주제는 제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중학생들의 창의력과 수학적 사고

를 자극할 수 있으면서 중학생들의 지식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주제를 찾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사

사과정 학생들이 여러 차례 주제를 제안하게 하고, 주제선정 세미나에서 학생과 지도교수가 같이 토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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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과정 탐구활동에서 지도교수는 학생들이 발표하는 세미나를 진행하여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탐구주제에

대하여 탐구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탐구주제에 관련된 문제를 제시하고, 제시한 문제를 변형하여 새로

운 문제를 만들어내고, 이러한 문제들을 확인하고 해결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은 수학적으로

사고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하여야 하였다. 학생들은 창의력을 발휘하여 주제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를 제안하였지

만, 공학도구를 사용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인한 결과 상당수의 문제가 틀린 문제임이 확인되어 폐기되

었다. 문제가 틀렸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여 문제가 참이 됨을 예상하는 경우, 학생들은 문제의 수학적인 증명을

시도하였으며, 수학적 사고력과 창의력이 필요하고 어려움이 많은 과정이었다. 이러한 탐구활동은 한 문제씩 주

어지는 계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익숙한 중학생에게는 생소한 경험이었으며, 전문 수학자의 연구활동과 같아 수

학적 사고력과 창의력이 매우 필요하였다. 실제로 학생들이 작성한 논문의 후기([부록 1], [부록 2], [부록 3])에

서 탐구활동의 결과 수학적 창의력과 논리적 사고력이 증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사과정 지도교수는 주제에 따라 탐구활동에 사용할 적절한 공학도구를 결정하고, 학생들에게 탐구활동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학도구의 사용 방법을 교육하였으며 사사과정 탐구활동의 모든 과정을 지도하였다.

공학도구를 사용하여 진행한 사사과정 탐구활동은 현대의 IT 환경에 익숙한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인식의 변

화를 가져왔으며 수학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고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 또한 기존의 형식과 다른 새로운 형

식의 수학 학습 및 탐구를 경험한 영재 학생들에게 4차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는 미래의 다양한 변화에 능동

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의 틀을 형성하게 하였다.

사사과정 학생들은 공학도구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관찰하여 찾아낸 성질들을 일반화하여 수학적인 정

리로 표현하였으며, 정리를 수학적인 엄밀한 논리의 방법으로 증명하였다. 사사과정 탐구활동에서 공학도구가 중

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학생들은 수학적으로 표현된 성질은 공학도구를 이용한 관찰의 방법이 아닌 수학적 검증

즉, 논리적으로 이루어지는 증명이 이루어져야 수학적인 지식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공학도구는 수학의

탐구활동을 도와주는 훌륭한 보조도구가 됨을 알게 되었다.

사사과정 학생들은 탐구활동 보고서를 수학 논문의 형식에 맞추어 작성하였으며 사사과정 수료식에서 논문발

표의 형식으로 발표하였다. 학생들은 탐구활동에 사용했던 여러 가지 배경지식, 공학도구를 사용하여 얻은 결과

그리고 탐구활동에서 찾아낸 정리와 정리의 증명을 논리적인 순서로 배열하였다. 학생들이 보고서를 수학 논문

의 형식으로 작성할 때, 정리의 증명을 논리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특히 어려워하였지만,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잘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수학적 논리력이 많이 향상되었다. 학생들은 사사과정 탐구활동에서 공학도구 사용,

수학 연구 활동, 수학 논문 작성 등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였으며, 수학에 대한 흥미와 적극적인 태도가 향상되

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부록 1], [부록 2], [부록 3]).

사사과정 학생들은 탐구활동에서 주제와 관련하여 공학도구를 사용하였지만, 탐구활동을 진행하는 동안 공

학도구 활용 능력이 많이 향상되었다. 따라서 수학의 다른 문제에서도 문제를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변형하는 둥 수학 학습 및 탐구활동에 공학도구를 다양하게 이용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Ⅳ. 결론 및 제언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사사과정에서 Mathematica, Microsoft Excel, GeoGebra 등 공학도구를 사용한 3개

팀의 탐구과정을 소개하고 학생들의 수학적 창의력과 논리적 사고력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사사과정 3개 팀은

탐구과정에서 각각의 공학도구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여 관찰하여 규칙성을 찾았으며, 찾은 규칙을 일반화하

여 정리로 구성하고 증명하였다. 학생들은 주도적으로 탐구주제를 선택하였으며, 동료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협동

심과 책임감, 이타심을 키울 수 있었다. 또한 공학도구를 사용하여 진행한 탐구활동은 IT 환경에 익숙한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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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심을 끌었으며 수학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고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 3개 팀을 대상으로 공학도구를

사용하여 진행한 사사과정 탐구과정에서 다음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사사과정 학생들이 수행한 탐구활동은 전문 수학자의 수학 연구 활동과 같았으며, 중학생에게는 생소한 경험

이 많았다. 학생들은 공학도구를 이용하는 새로운 탐구과정을 경험하였으며, 장시간 동안 이어지는 수학의 연구

과정을 수행하는 동안 학생들의 수학적 창의력과 논리적 사고력이 많이 증진되었다.

사사과정 학생들은 공학도구를 이용한 관찰의 방법으로 얻어진 결과를 수학적 검증 즉, 논리적으로 이루어지

는 증명이 이루어져야 수학적인 지식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공학도구가 수학 탐구에서 편리하고 중요

한 보조 수단이 됨을 알게 되었다.

사사과정 학생들은 공학도구의 사용, 수학 연구 활동을 비롯하여 탐구과정과 결과를 수학 논문의 형식에 맞

추어 작성하는 등 여러 가지 새로운 경험을 하였으며, 수학에 대한 흥미와 적극적인 태도가 향상되었다.

사사과정 학생들은 탐구활동에서 공학도구를 제한된 부분에만 사용하였지만,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변형하

여 새로운 문제를 만드는 등 공학도구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되었다.

공학도구를 이용한 사사과정 탐구활동에서 공학도구의 사용은 문제의 변형, 문제의 해결과 규칙 찾기 등 탐

구활동을 진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따라서 수학 사사과정 영재교육에서 공학도구의 적극적인 사용을 권

장하며, 수학 영재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수학 사사과정의 탐구주제에 따라 도움이 되는 공학도구가 다르므로 영재교육을 받는 학생에게 다양한 공학

도구를 경험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수학 영재교육에서 다양한 공학도구를 이용하는 수업을 제공

하여 영재 학생들이 공학도구의 사용에 익숙해지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들이 공학도구를 이용하는 과정에

서 수학적인 특징을 찾아내고, 그 특징을 일반화하는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영재 학생들은 수학의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탐구활동 자료를 직접 개발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탐구활동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능력을 활용하여 영재 학생들이 공학도구를 이용하는 탐구활동 자료를

직접 개발하도록 권장하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학 사사과정의 탐구활동에서 공학도구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탐구주제를 개발

하고, 이러한 탐구주제에 대하여 공학도구를 이용한 사사과정 탐구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 교사의 양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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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ment of the Mathematical Creativity Using Engineering Tools in 
Mathematics Mentorship Program1)

Boo, Deok Hoon
34134, 99, Daehak-ro, Yuseong-gu, Daejeon, Republic of Korea

E-mail : dhboo@cnu.ac.kr

We performed the research and education programs using engineering tools such as Mathematica, Microsoft Excel 
and GeoGebra for the students in mathematics mentorship program of the institute of science education for the gifted. 
We used the engineering tools to solve the problems and found the rules by observing the solutions. Then we 
generalized the rules to theorems by proving the rules. 

Mathematica, the professional mathematical computation program, was used to calculate and find the length of the 
repeating portion of the repeating decimal. Microsoft Excel, the spreadsheet software, was used to investigate the 
Beatty sequences. Also GeoGebra, the dynamic geometric software, was used to investigate the Voronoi diagram and 
develop the Voronoi game. Using GeoGebra, we designed the Voronoi game plate for the game. 

In this program, using engineering tools improved the mathematical creativity and the logical thinking of the gifted 
students in mathematics mentorship program 

* 2000 Mathematics Subject Classification : 97U70

* Key words : engineering tools, mathematics mentorship program, mathematica, microsoft excel, geogebra



부 덕 훈134

<부록 1> A팀의 논문 후기 (2016 충남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사사과정 논문집,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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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B팀의 논문 후기 (2017 충남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사사과정 논문집, p. 24)



부 덕 훈136

<부록 3> C팀의 논문 후기 (2018 충남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사사과정 논문집, p.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