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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수학

■

작물의 생육을 수학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들

김민석 (주식회사 에이아이에스 대표)

우리가 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쉽게 접할 수

하고 안정적으로 식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지만,

있는 다양한 종류의 식재료들은 인류의 역사와 함

늘어나는 인구를 부양하기엔 작물의 생산량이 충분

께 발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초기 인류는

하지 못했다. 풍년이 들 때도 있었지만 흉년이 들

식량을 재배하는 기술이나 노하우가 없어 야생에서

때도 많았기 때문이다. 기상이 좋은 해에는 작물이

자라는 과일이나 곡물들을 채집하여 자급자족하며

필요로 하는 수분과 충분한 양분을 생산하지만, 기

생활하였는데, 무작위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작물을

상이 좋지 않거나 병충해가 발생하게 되면 큰 고초

채집하는 것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었다. 효율적

를 겪었던 것이다. 이후 “녹색혁명”이 시작되면서

이고 안정적으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거지역

기상재해나 병충해에 강한 품종들이 등장하기 시작

인근에서 재배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하고 비료와 농약의 적극적인 사용을 통해 생산성

채집기반의 이동형 영농활동이 주거지기반 정착형

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그림 1>.

영농활동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과거에 비해 편리

<그림 1> 농산업 발전에 따른 수확량, 화학비료 사용량, 인구변화 그래프*
* 출처: 유기농업 실천원리와 기술개발, 한국농수산대학 강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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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통일벼’의 개발을 통해 보릿고

으며 각자의 기상환경, 토양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

개가 사라지게 되었고 현재는 쌀의 자급률을 100%

문에 각각의 농민마다 재배하는 방식이 모두 다르

수준으로 달성하게 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하지

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해당지역에서 특정 작물

만 기상이나 토양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해결해야

을 잘 키우게 되면 그것이 경험이 되어 매해 같은

할 과제로 남아있었다. 노지에서 해결방안을 찾지

방식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관행적농

못하던 상황에서 작물의 생육환경을 조절할 수 있

업”이라고 부른다. 관행적농업은 현재까지 유지되

는 비닐․유리 온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를 “백색

어오고 있는 주된 재배방식인데 품종, 비료, 그리

혁명”이라 부른다. 온실 안에서 온도와 습도를 조

고 농약을 통해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음에도 불구

절할 수 있게 되면서 기상에 대한 위험요인들을 어

하고 생산량의 변동성이 컸다<그림 2>.

느 정도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로 겨울철
에 먹지 못하던 작물들을 겨울에 생산하게 되었고
작물들의 생산성 역시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그런
데 우리가 주식으로 섭취하는 대부분의 식량작물의
경우에는 많은 양의 광량을 필요로 하는데 온실 내
에서는 광량이 노지에 비해 부족하여 식량작물을
재배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결과적으로 현재
의 재배 형태는 노지농업과 온실농업으로 이분화
되어 있으며 각자의 생산방식에 따라 국민들의 배
를 채워오고 있다.

흉년이 들거나 수확량이 기대치에 도달하지 못
했을 경우에 농민들은 경험적으로 그 원인이 온도,
강수, 토양, 양분, 병충해 등에 있다는 걸 알고 있
지만 그러한 조건이 되었을 때 작물의 생리적 반응
에 대한 부분은 알지 못하였다. 이러한 부분들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네덜란드와 미국 등
농업선진국에서는 1940년대부터 작물의 재배조건
(기상, 토양, 품종, 재배관리 등)에 따른 작물의 생
육반응들을 정량화하고 수치적으로 이해하고자 하
는 노력들을 수행하여왔다.

영농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

<그림 2> 대한민국의 28년간 봄감자 및 가을감자 생산성 변동그래프*

* 출처: 국가통계포털(kosis) 농작물생산량조사 서류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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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The concept of water balance*

우선적으로, 수분과 관련된 부분들의 연구가 수

우 여러가지 수식들이 개발되게 되는데 현재 가장

행되었다. Water balance model은 토양으로 들어

높은

정확도로

계산이

되는

오는 물의 양(강수량, 관개)의 총 양은 지표를 따라

Penman-Monteith equation이다.

방식이

FAO-56

흘러가는 물(Run-off), 지표로 스며들어가는 물
(Drainage or leaching), 그리고 증발산량(EvapoTranspiration)의 합과 같다는 기본적인 개념에서


∆             
  
  
∆     

부터 출발하였다<그림 3>.
FAO-56 Penman-Monteith equation은 Energy

           ∆ 

balance와 aerodynamic formula가 적용된 함수로
여러 가지 입력자료들을 필요로 한다. 입력자료들

상기 수식은 Water balance의 개념을 수식으로

은 강수량, 최고온도, 최저온도, 태양광량, 풍속, 최

나타낸 것이며  는 강수량,  는 관개,  는 증발

대상대습도, 최소 상대습도의 데이터를 필요로 한

산량,   는 침투되는 물,  은 흘러가는 물, 그리

다.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만큼 정확도

고 ∆  는 수분저장량의 변화를 의미한다. 센서들

는 높지만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

과 장비의 발달을 통해 대부분의 데이터를 얻을 수

기 위해 정확도는 다소 떨어지지만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지만 현장에서 적용하기에는 비용적으로

있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증발산량을 구하는 수식인

나 크기측면에서 적절하지 못했다. 특히, 토양내

Priestley-Taylor equation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수분이동(Run-off 및   )과  의 경우에는 데

그 이후에 2D Soil과 같은 토양 물리 모델이 개발

이터를 얻기가 더욱 어려웠는데 해당 데이터를 얻

되면서 토양 내의 수분과 양분의 이동을 컴퓨터로

기 위해서 추론수식들이 개발되게 된다.  의 경

계산할 수 있게 되었다.

* 출처: Huntington et al.2015

4 ∙ 대한수학회소식

제 186호

이후에 작물의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 작물

진 시스템으로 농업분야에서 떠오르는 기술이라고

생리, 재배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수식들이 개발되

볼 수 있다. 현재까지의 생육모델은 국가 단위의

고 활용되면서 초기의 작물생육 모델의 개념이 만

의사결정이나 농업정책을 결정하는데 큰 도움을 주

들어진다<그림 4>. 이때 작물의 생리-토양-기상-

고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재배관리 분야가 동적으로 연관되는 시스템이 처음
으로 개발되었다<그림 5>. 이후 여러 작물에 해당
시스템들을 적용하기 위한 노력들이 생기면서 다양
한 형태의 작물생육모델들이 개발이 되었다.
이러한 작물생육 모델은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

1. 작물생육모델은 자료동화를 위한 데이터를 얻
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작물의 실제 생육
데이터를 서로 다른 기상조건과 토양조건에
서 다년간 실험한 자료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
에 비용과 시간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림 4> 토양, 수분, 기상, 작물생리모델의 개념도(Community land model)*

<그림 5> 동적작물모델의 전체 시스템 개념도(Land-surface model)**
* 출처: http://www.cesm.ucar.edu/models/clm/
** 출처: https://physik-meteorologie.uni-hohenheim.de/en/8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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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육예측에 사용되는 수많은 수식들이 가지

어져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개선되어

고 있는 오차들이 시스템 내에서 누적되어

야 할 점이 많다고 보인다. 작물생육모델이 수학

정확도 향상에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

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생리적으로 더욱 정교해진

3. 기상, 토양, 재배관리, 작물의 정보를 입력자

다면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네덜란드나 미국과 같

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초기 입력

은 농업선진국 반열에 오르지 않을까 생각한다.

자료를 필요로 한다.
4. 생육예측을 위해서는 미래기상데이터를 필요로
하는데 미래 기상데이터의 불확실성이 생육모
델에 가중되어 예측 정확도가 낮아질 수 있다.
5. 작물생육 모델은 잠재생산성(Potential Yield)
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어 병충해나 잡초와
관련된 부분이 모델 내에 고려가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실제 농가에 적용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
한 노력들도 존재하는데 관측데이터 기반의 통계적
기법(Statistical Approach based on historical
observation), 인공위성을 활용한 원격탐사 기법
(Remote sensing approach using satellite) 등이
예가 될 수 있다. 해당 방법들 역시 생육모델과
같은 선형방정식 혹은 비선형 방정식의 해를 도출
하여 만들어지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작물의 생리기반의 모델을 더욱
심화시켜 유전자단위의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들도 많이 수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구현이
되면 더욱더 정밀한 생육평가나 생육예측이 가능
해질 것이라고 사료된다.
농업은 관행적인 형태에서부터 조금씩 발전하고

[참고문헌]
[1] http://www.cesm.ucar.edu/models/clm/
[2] https://physik-meteorologie.uni-hohenheim.de
/en/83553
[3]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
stIndex.do?menuId=M_01_01&vwcd=M
T_ZTITLE&parmTabId=M_01_01#Selec
tStatsBoxDiv
[4] https://slidesplayer.org/slide/14129131/
[5] Zotarelli L, Dukes M.D, Romero C. C,
Migliaccio K.W, Morgan K.T. 2010. Step
by Step Calculation of the Penman-Monteith
Evapotranspiration (FAO-56 Method).
Agricultural and Biological Engineering
Department, UF/UFAS Extention. AE459
[6] Jones J.W, Antle J.M, Basso B.O, Boote
K.J, Conant R.T, Foster I, Godfray. H.C.J,
Herrero. M, Howitt R.E, Janssen S,
Keating B.A, Munos-Carpena R, Porter C.H,
Rosenzweig C, Wheeler T.R. 2017. Brief
history of agricultural systems modeling.
Agricultural systems. 155, 240-254
[7] Huntington J. L, Gangopadhyay S,
Spears M, Allen R. G, King D, Mortong
C, ... & Joros A. 2015. West-Wide
Climate Risk Assessments: Irrigation
Demand and Reservoir Evaporation
Projections, US Bureau of Reclamation.
Rep. 68-68210-2014, 1, 196.
㈜에이아이에스 김민석 대표

변화해오고 있다. 네덜란드와 같은 농업선진국들
은 50년 전부터 데이터로 작물의 생육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해왔고 그로 인해 PRIVA와
같은 농업회사를 배출하는 농업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왔다.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
역시 스마트팜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용
해 데이터 기반의 영농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의 스마
트팜 기술이 온실 내의 환경제어에 집중되어 있고
작물의 생육반응이나 생리기반으로 시스템이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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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식물생명과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작물생명과학 석사
전) 농촌진흥청 (RDA) 협력연구원
전) DAS(Drones for Agricultural Servicces) 대표
DSSAT crop modeling course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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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책과
수학

■

강사법 시행, 수학과는 안녕하십니까?

양정모 (한국연구재단 수석연구위원)

가족들과 자주 외식을 하는데, 아이가 어릴 때

살펴보면 법안이 시작된 2011년 대학 강사를 교원

시끌벅적한 곳을 찾았던 습관으로 패밀리레스토랑

으로 인정하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었으나, 학교

을 선호하여 애용한다. 개인적으로는 뷔페식을 선

현장에서의 이견이 지속되어 시행일을 계속해서 유예

호하는데 가끔 정통 스테이크를 먹고 싶을 때는 호

한 끝에 2019년 1월 1일 시행을 한다고 나와 있다.

주식 영어로 오지라는 곳에 가기도 한다. 금요일에
주로 가는 곳도 있는데, 주로 여러 메뉴를 섞어서
제시하는 세트메뉴를 선택한다. 가족 구성원이 세
명인데 각자 선호하는 음식이 달라 세 군데 식당을
번갈아 다닌다. 각자 다른 스타일의 패밀리레스토
랑인데, 왠지 학부 때 들었던 교과 유형으로 얘기
하면 첫 번째 식당은 교양선택, 두 번째 유형은 전
공필수, 세 번째 유형은 전공선택 같은 느낌이다.
그래서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는 뷔페식 식당을
선호한다. 특정 식당에 대한 평가와는 전혀 상관없
는 비유인데, 지금부터 하고 싶은 얘기가 다소 무
거울 수도 있어 둘러 시작하고자 한다.
강사와 겸임교원 등의 신분보장 등에 대한 내용
을 보완함으로써 강사와 겸임교원 등의 안정적인
교육권을 보장하여 양질의 고등교육을 제공하고
자*, 일명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올해 8월
1일 자로 발효되어 이후 신규 임용되는 강사와 겸

이 시기에 필자는 현 소속기관 인문사회연구본
부 총괄기획팀장으로 시간강사 처우 개선과 관련하
여 신규사업을 기획하고 예산 확보 방안을 준비한
터라 당시 분위기를 생생히 기억한다. 2010년 광
주지역의 한 영문학 박사가 10년간 시간강사를 하
며 생활고에 시달려 자살하는 사고가 있었고, 이에
대한 시간강사 처우 개선에 대해 당시 VIP의 권고
(“각 분야의 비정규직 처우 수준이 상향하고 있는
데, 시간강사의 경우도 같은 취지로 접근해야 한
다.”, “해당 부처에서 관련 사항을 조사하고 시간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와 관련
하여 후속 조치가 이뤄진 기억이 있다.
당시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기획의 핵심은
이랬다. 시간강사의 지위가 고등교육법상 교원이
아니고, 대학별 교육과정의 필요에 따라 위촉·운영
되고 있으며, 대부분 정식 채용계약 없이 학기 단위
(방학 제외)로 위촉되고, 위촉기간이 6개월 이내인

임교원 등 부터 적용된다. 고등교육법 개정이유를
* 고등교육법 개정이유 (법제처 제공, 고등교육법[법률 제15948호, 2018. 12. 18, 일부개정], 다음페이지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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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 2019. 6. 19] [법률 제15948호, 2018. 12. 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난 2011년 대학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었으나, 학교 현장에서의 이견
이 지속되어 시행일을 계속해서 유예한 끝에 2019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그런데 개정법 중 강사의 임용과 신분보장에 대하여 일정 기준 없이 대학의 학칙이나 정관으로 정하도
록 위임하거나 자의적인 해석으로 강사의 신분보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에 명확
하게 규정하는 한편, 강사의 임용기간, 재임용,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적정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
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은 교원은 아니지만 1년 이상의 임용기간을 보장하는 등 강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신분을 보장하여,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함으로써 겸임교원 등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강사와 겸임교원 등의 신분보장 등에 대한 내용을 보완함으로써 강사와 겸임교원 등의 안정적인
교육권을 보장하여 양질의 고등교육을 제공하고자 함.
그리고 교육부장관이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을 적실성 있게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이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에는 교
육재정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7조제6항).
나.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기준과 절차에 따라 임용기간, 임금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계
약으로 임용함(제14조의2제1항).
다. 원격대학(사이버대학 제외) 강사를 제외한 강사의 임용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사유를
기존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ㆍ출산휴가 등으로 제한함(제14조의2제1항제2호 신설).
라.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강사의 소청심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제14조의2제2항제1호
가목 및 제2호가목).
마. 「국가공무원법」 준용 규정 중 임기제공무원의 계약만료에 따른 당연퇴직 규정을 제외함(제14조의
2제2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
바. 강사의 재임용 절차를 3년까지 보장함(제14조의2제3항).
사. 방학기간 중에도 강사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함(제14조의2제4항 신설).
아.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권이 보장되는 등 강사가 교원
으로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음을 명시함(제14조의2
제5항 신설).
자. 겸임교원등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임용기간을 보장하는 등 강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신분을 보장함
(제17조제2항, 제3항 신설).
----중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038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1212호, 법률 제13819호 및 법
률 제14054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의2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강사 및 겸임교원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2019년 8월 1일 이후 신규 임용되는 강사와 겸임교원
등부터 적용한다.
<표> 고등교육법 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고등교육법」제정·개정이유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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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가 전체의 94.3%이며, 주당 2강좌(6시간)

이상의 지식으로 후배들을 지도한다는 연구자로서

미만을 담당하는 시간강사가 전체의 76.4%라고 보

의 입장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대학에서 미적분학

고되었다.* 2009년 KEDI(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

과 공업수학은 대부분 이공계 학과의 필수 교과목

계조사에 따르면 시간강사는 9만여 명으로 전업

으로 많은 강의가 배정되어 수학과 전임교원만으로

시간강사는 약 4만 3천여 명이고, 최근 10년간 4

는 강의를 소화하기 어렵다. 또한 대학 강의가 단

년제 대학 시간강사가 약 1만 4천여 명 증가한 것

순한 교육의 효과뿐 아니라 해당분야 최고수준의

으로 보고되었으며, 당시 시간강사가 계속 증가하

지식 전달이라는 고등교육이라고 볼 때, 연구의 연

는 현상은 대학교육 구조의 체제 속에서 원인을 찾

속으로 볼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 교육의 혁신

으려고 하였다. 대학은 교원확보율이 낮아 대학교

방향을 고려한 대학교육의 변화를 위해서라도 대학

육의 30~50%를 시간강사가 담당하고 있고, 대학

강사로서의 수업은 교육과 연구의 연계로 이해되어

원의 양적 팽창이 가속화되어 잠재적 시간강사 배

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에 시간강사

출이 증가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 2010년 국

문제는 연구지원과 대학교육을 동시에 고려하는 전

내 4년제 대학 200여 개 중 146개 대학이 박사과

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정을 설치 운영하고

있었다.**

또 한 가지 제시된

구조적 문제는 교수 채용 시 해외학위 선호 현상이
대학의 채용 규모를 고려할 때 교수 대기인력(전업
시간강사) 누적이 심화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인문사회분야 얘기로 다시 가보자. 앞서 소개한
시간강사 지원사업의 초기 기획은 신분과 처우 개
선이라는 측면에서 이뤄져, 임금 보전의 의미로 논
문 1편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1천만 원을 인건비로
지급하고 정산은 이뤄지지 않는다. 현재는 1천4백

이후 국립대학 시간강사료 단가를 높여 2009년

만 원까지 증액되었다. 여전히 연구비인지 생활비

당시 정규직 근로자 평균임금 수준까지 높이는 정

보조인지 애매한 측면이 있지만, 인문사회분야 개

책과 사립대학 시간강사를 포함하여 연구보조비 지

인연구지원예산이 2천만 원 수준이라고 볼 때, 정

원사업을 신설하였다. 인문사회분야 시간강사의 상

산하지 않는 개인연구비로는 비정규직 박사로서 선

황이 훨씬 열악하여 인문사회역량강화사업 내 학문

택할 만한 연구비로 인식되고 있긴 하다. 이공계

후속세대양성사업의 세부 트랙으로 시간강사지원사

박사들에게는 시간강사지원사업 지원 자격이 없다.

업이 신설되었다. 재정지원사업 등을 통해 대학 교

다만, 이공계분야를 포함하여 미취업 박사 연구자

육여건 지표로 대학 시간강사 공동연구실 확보를

들에게는 박사후국내외연수지원사업이 있다. 이공

위해 국가와 대학이 각각 50% 부담하는 매칭펀드

분야 박사급 연구자들의 불만이 많이 들리지 않는

를 유도하기도 하였다.

이유를 추측해보면, 과학기술분야 연구비 증액과

필자가 학위를 받고 시간강사의 지위로 미적분
학 강의를 처음 맡은 날이 기억난다. 대학에서 강
의를 한다는 설렘과 내가 그럴 자격과 실력이 충분

실험실 기반의 집단연구가 주로 이뤄지는 문화가
소액의 개인단위 지원사업에 대한 유인책이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가에 대한 걱정으로 열심히 1과목을 준비했었다.

수학분야 비정규직 박사학위자들은 어떠한가?

물론 직장을 막 얻어 안정적인 신분으로 겸임교원

대형 연구 프로젝트가 많은 것도 아니고, 비정규직

과 같은 자격으로 맡은 강좌였지만, 시간강사로서

박사학위자들을 위한 개인연구지원사업의 예산은

의 자세는 드디어 대학교원의 일부로서 인정받아

증가하지 않고, 개인연구사업은 전임교원들과 경쟁

강의를 한다는 자부심과 학위과정에서 얻었던 학부

해야 생존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던 연구자로서의

* 한국연구재단 내부자료(공개 가능)
** 2010년 KEDI(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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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성 상에서 강사 문제를 논의한다면 교원의 신

수와 같이 국가가 선발하여 인건비와 일부 연구비

분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강사의 지위와 박

를 지원하는 예산은 독립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연

사급 연구원으로서 참여하는 연구자로서의 기회의

구자에게는 매력적인 연구지원이다. 글로벌박사양

확대와 활동의 영역이 다양해질 때, 학문후속세대

성지원사업이나,

로서의 연구자의 불편이 다소 해소되고 선택의 폭

등 연구지원 틀 속에서 비정규직 박사학위자들을

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위한 채널이 다양하다. 다만, 예산이 한정되어 지

수학분야만의 이슈를 넘어 여성연구자의 연구경
력 단절 문제 역시 강사로서의 경험으로 보완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보호하여야 하거나 소외된 분야
의 연구자 역시 강사로서의 역할이 크다. 비전임교
원에 대한 정책은 단순한 시간강사의 신분보장의
시각으로만 논의되지 않아야 하고, 안정적인 신분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과 함께 파생되는 문제의 대
안적 해결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1년짜리 교원 신분보다는 지속적인 연구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국가프로젝트에서 연구역량
을 쌓고, 이에 대한 경력과 업적을 통해 새로운 활
로를 찾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할 듯 보
인다. 또는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국가학술교
수(가칭)와 같은 체제를 통해 개인단위의 연구를
수행하는 인문사회분야 또는 수학 등의 기초과학
연구자의 에이전시(agency) 역할을 국가가 수행해
주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종료된 사업이지만 대
통령포닥과 같은 사업이 있었고, 현재 학술연구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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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중점연구소의

연구전담인력

금 논의되고 있는 시간강사들의 수요를 충족하기에
는 턱없이 부족하다. 인문사회분야 시간강사지원
예산의 추경을 요청한 상태이나 아직 확정되지 않
았다. 이공분야의 은퇴 과학자들의 경력과 노하우
를 창업과 취업으로 연계하는 과학기술협동조합과
같은 방식은 어떠한가?
이와 같은 새로운 조직과 연구 생태계 조성 역
시 지속성과 안정성이 반영된 중장기적 고급 인력
양성 전략이 요구된다. 얼마 전인 6월 26일, 한국
연구재단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새로운 비전 2030
을 제시하였다. “학술·연구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
성하는 연구지원 글로벌 리더”가 그것인데, 학술진
흥과 연구개발의 건강한 생태계 속 학부생부터 대
학원생, 박사급연구자를 포함한 학문후속세대양성
이 주요 전략 중에 하나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노
력과 시도가 당사자들의 어려움에 도움이 되길 바
라며, 대한민국 학문후속세대에게 응원을 보낸다.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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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지오매스를 활용한 수학 수업

최인용 (한성과학고등학교 교사)

1. 알지오매스란

융합하였으며,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맞추고 누구나

알지오매스(AlgeoMath)1)는 대수(Algebra)부터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이 글에서는

기하(Geometry)까지의 모든 수학(Mathematics)을

알지오매스가 우리나라 수학 교육 현장에 어떤 변

다루는 소프트웨어라는 의미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이

화의 바람을 불러올 수 있을지 주요 기능과 활용

기획자문위원회 및 17개 시도 교사연구단을 구성

사례를 통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하고 전문개발업체인 ㈜셈웨어와 함께 개발하여 무
료로 보급하는 초·중·고 수학 탐구용 소프트웨어이

2. 동적 기하

다. 2018년 11월 정식 오픈하였으며 현재 3차년도

알지오매스의 기하창에서는 점, 직선, 컴퍼스 도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다. 본지 2018년 3월호 산

구 등을 이용한 작도가 가능하다. 따라서 교실에서

업수학 코너에 ㈜셈웨어 김광진 대표이사의 알지오

자와 컴퍼스 없이도 작도 활동을 할 수 있다. 특히

매스 개발 이야기가 이미 실린 바 있다.

알지오매스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도 웹브라우

필자가 알지오매스의 기획자문위원으로 활동하

저로 접속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컴

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이미 오랜

퓨터실로 이동할 필요 없이 수업 중 필요한 순간에

기간에 걸쳐 개발된 외산 프로그램이 있는데 굳이

학생들의 개인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작도 활동을

왜 시간과 돈을 들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하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였다. 외산 프로그램의 기능이 뛰어난 것은 사

알지오매스에서 작도된 도형들은 종이 위의 도

실이나 저작권 문제로 그동안 우리나라 교과서에

형과는 달리 종속과 독립의 관계를 보존하는 동적

효과적인 형태로 들어갈 수 없었으며 우리나라 교

인 대상이다. 예를 들어, 주어진 선분 AB 의 길이

육과정과 맞지 않는 기호와 표현이 사용되거나 우

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  를 작도한 후 선분 AB

리가 원하는 기능 중 지원하지 않는 것도 많았다.

의 길이를 변화시키면, 원  의 반지름도 실시간으

이에 알지오매스는 기존의 수학 학습용 공학적 도

로 함께 변화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도형을 동적으

구가 가진 핵심 요소들을 토대로 새로운 기능들을

로 조작하면서 불변하는 성질들을 관찰할 수 있다.

1) https://algeomat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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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원주각의 활용

<그림 2> 모션캡쳐에 대한 이차함수 모델링

<그림 3> 거북 기하로 그린 프랙탈

<그림 4> 원형 스트링아트

<그림 1>2)은 중학교 수학3 교과서 원주각의 활

생들이 직접 궤적과 근접한 곡선을 그래프로 갖는

용 단원에서 네 점이 한 원 위에 있을 조건을 학생

이차함수의 식을 찾는 활동이다. 이 모든 것을 운

들이 직접 발견하는 활동이다. 네 점 A B C D 를

동장에서 스마트폰 하나만 이용하여 진행할 수 있

움직이면서 네 점의 위치에 상관없이 한 원에 있을

다는 점이 매력적인 부분이다.

때 항상 성립하는 성질을 발견할 수 있으며, 정당
화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다.

4. 블록 코딩

3. 그래픽 계산기

화되는 부분 중 하나는 블록 코딩을 지원하는 것이

알지오매스가 기존의 공학적 도구와 가장 차별
알지오매스의 대수창에 함수의 식이나 도형의

다. 블록 코딩은 스크래치, 엔트리와 같이 블록 형

방정식을 입력하면 기하창에 해당 식의 그래프가

태의 코드를 드래그하여 조립하는 방식의 프로그래

그려진다. 따라서 다양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밍을 뜻한다. 알지오매스는 LOGO 기반의 거북기

탐구할 수 있다. 최근 알지오매스를 사용하는 교사

하 블록, 기본 작도와 관련된 블록, 반복문·조건문

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수업 활동 중 하나는

과 같은 제어 블록, 꾸미기 블록 등을 갖추고 있어

모션캡쳐를 활용한 이차함수의 그래프 수업이다.

수학적인 아이디어를 코딩으로 표현할 수 있다. 예

<그림 2>3)와 같이 스마트폰의 모션캡쳐 앱4)을 이

를 들어 <그림 3>5)은 거북 기하를 이용하여 만든

용하여 찍은 사진을 알지오매스에서 불러온 후 학

프랙탈 도형이고 <그림 4>6)는 코딩을 통해 일정한

2) http://bit.ly/algmath1
3) http://bit.ly/algmath2
4) Motion Shot(안드로이드/아이폰)과 같은 무료 앱을 사용하면 된다.
5) http://bit.ly/algmath3
6) http://bit.ly/algmath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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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 따라 점을 연결하여 만든 스트링아트이다.
수학적 코딩은 만들면서 수학을 체득하는 구성
주의 수업을 가능하게 하고, 이미 배운 수학적 개
념들을 사용하여 무언가를 만들면서 수학의 유용성
을 깨닫는 수업을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거북
기하로 도형을 만들면서 다각형의 다양한 성질을

<그림 6> 그래프 개형을 찾는 앱

발견할 수 있으며, 스트링아트를 만들면서는 수업
시간에 배웠던 삼각함수, 일차함수, 원의 중심과

배운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확인해보는 활동을

현의 길이 사이의 관계 등을 사용한다.

알지오매스에서 할 수 있도록 구현한 교수학습 자

블록 코딩은 수학적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

료이다.

는 강력한 수단이다. 학생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이러한 앱들을 파이썬(Python)이나 자바스크립

쉽게 구현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자신에게 필요한

트(Javascript) 등의 전문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로

5>7)

직접 구현하여 시각화까지 시키는 것은 결코 쉽지

는 학급의 무작위 자리배치 앱이다. 작도 도구를

않다. 알지오매스에서는 단 몇 줄의 블록 코딩만으

이용하여 책상, 교탁 등을 그려놓은 후 코딩을 통

로 수학적인 앱들을 만들 수 있으며 문법보다는 알

해 학급 친구들의 이름을 무작위로 분배한다. 시력

고리즘과 아이디어에 집중할 수 있다.

간단한 앱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

이 좋지 않은 학생 2명을 앞에 2줄 안에서 무작위

올해부터 초등학교 5·6학년은 연간 17시간 이상

로 배치한 후 나머지 자리에 남은 학생들을 무작위

의 코딩교육을 받으며 스크래치 또는 엔트리를 배

로 배치하는 세심함이 반영되어 있다.

우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알지오매스의 블록 코드
도 쉽게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수학적 코딩은 정규
수업뿐 아니라 중학교 자유학기제 수업, 영재 수업,
수학과 정보의 융합수업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 가
능하며 수학 수업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5. 꾸미기 기능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수학교사들은 시험지용 그

<그림 5> 무작위 자리 배치 앱

림을 그리기 위해서 외산 프로그램으로 그래프만
그린 후 한글 프로그램에서 불러와 후처리 작업을

한편, 교사는 코딩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교수학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쳤다. 폰트, 좌표축의 화살

습 자료를 만들 수 있다. 알지오매스 사이트에 접

표 모양 등이 교과서와 달랐기 때문이다. 필자를

속하면, 게임 형식의 콘텐츠나 교과서 속 탐구활동

포함하여 수학교사라면 누구나 수능 시험지나 교과

진행에 필요한 앱들이 제작되어 담벼락에 게시되는

서에 나오는 그림처럼 도형과 그래프를 그려주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림 6>8)은 일정

프로그램의 등장을 상상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알

한 간격으로 점을 찍어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확

지오매스는 교사들의 이런 바람을 외면하지 않고

인하는 프로그램이다.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모

단 몇 분만 투자하면 시험지와 교과서 형식의 그림

눈종이 위에서 간격을 좁혀가며 점을 찍어 새롭게

을 그릴 수 있는 꾸미기 기능을 지원한다. 기본적

7) http://bit.ly/algmath5
8) http://bit.ly/algmath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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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알지오매스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준하는 수
학 기호와 폰트를 사용하고 있으며 설명선, 동일크
기의 각 표시, 동일길이의 선분 표시, 좌표축 설정
등을 쉽게 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 <그림 7>
은 꾸미기 도구를 활용하여 그린 그림이다. 단, 실
제 시험문제에 사용될 그림은 사전에 유출되지 않
도록 반드시 ‘비공개’로 저장해야 한다.

<그림 7> 꾸미기 기능으로 그린 도형

6. 문서와 모둠

<그림 8> 알지오문서로 작성된 활동지

7. 맺으며

알지오매스는 온라인 활동지 형태의 문서를 작

알지오매스는 개발된 지 이제 겨우 1년 반 정도

성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한다. 직관적인

된 신생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20년씩 사용자의 피

편집 도구를 통해 텍스트, LaTex 수식, 동영상, 이

드백을 받아 개선되어온 외산 프로그램에 비해 수

미지, 알지오매스로 작성한 도형이나 그래프 등을

치적 계산의 정밀함이 아직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문서에 삽입할 수 있다. <그림

8>9)은

알지오문서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맞추어 개발되었으며

로 작성된 온라인 활동지의 예시이다. 학생들은 문

현장의 의견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점, 블

서에 삽입된 앱을 조작하면서 축구 페널티 에어리

록 코딩 등과 같이 차별화되는 새로운 기능이 있다

어 내의 위치에 따른 슈팅이 가능한 좌우 범위의 변

는 점은 기존 프로그램이 갖추지 못한 알지오매스

화를 관찰하고 관련된 질문에 대해 탐구할 수 있다.

만의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알지오매스라는 수학

한편, 알지오매스에서는 온라인 카페와 같은 형

놀이터에 학생, 교사뿐 아니라 수학을 즐기는 다양

식의 모둠을 개설하여 모둠원끼리 자료를 공유할

한 사람들이 모여 수학적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공

수 있다. 교사는 모둠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효과

유한다면 알지오매스는 점점 더 발전할 것이며, 우

적으로 활동지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고 과제를

리나라 수학 수업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제출받을 수도 있다.

것이라고 확신하며 이 글을 맺는다.

KMS

9) http://bit.ly/algmath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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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

■

유럽수학교육학회 정기발표회 주요내용 소개

신현성 (강원대학교 수학교육과 교수)
전영주 (전북대학교 수학교육과 교수)

지난 2월 네덜란드의 위트레히트(Utrecht)에서 유

발표회에서는 일부 회원, 특히 라사 로앵(Ratha

럽수학교육학회 정기발표회*가 있었다. 엘리나 나르

Loeng, 프랑스) 교수는 패턴의 교수요목의 설정 시

디(Elena Nardi, 영국)는 기조강연에서 주제 “From

고려해야 할 사항을 말하였다.

advanced Math. thinking to University Math.”를
통해 대학원/대학교의 수학지도에서 생기는 이해문
제를 자신이 경험한 에피소드로 다양하게 설명하였
다. 그리고 대학원/대학에서 실제적으로 할 수 있
는 수학교육의 연구방향을 제언하면서 과거 10년
동안 유럽수학교육학회에서 논의한 고급 수학적 사
고가 대학원/대학의 수업연구에 연결됨을 강조했
다. <대한수학회소식(제167호)>에 소개되었던 북
미지역의 린 아서 스틴(Lynn Arthur Steen) 등의
제안, 즉 수학 교과과정의 혁신적인 설계로, 대수,
기하 등과 같은 전통적인 분류 대신에 수학과 교과내
용을 6개 영역, 즉 패턴(Pattern), 차원(Dimension),
수양(Quantity), 불확실성(Uncertainty), 형(Shape),

북미와 유럽지역의 연구는 수학을 전통적인 시
각, 즉 수와 형에 관한 학문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패턴과 모든 유형의 순서(order of all sorts)로 본
다. 이를테면, 컴퓨터 그래픽을 강조하고 과학과
비즈니스, 과학기술 등에서 수학의 역할을 찾는다.
또, 21세기를 살기 위한 수학적 필요를 학교 교육
으로 인정한다든지, 수리감각의 시작으로 보는 측
정 개념과 수학적인 눈을 기르는 대칭의 학습을 강
조한다. 숨겨진 패턴을 찾기 위한 데이터의 비주얼
전시와 알고리즘, 조합적 패턴의 탐구, 계산기로
보여주는 초등학교 알고리즘을 새로운 차원(스피드,
효율성, 감수성 등)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학교 교육
의 중요한 요목으로 본다.

변화(Change)로 분류하자는 주장과 관련하여 이번
* 유럽수학교육학회(European Society for Research in Mathematics Education, ERME)
홈페이지: www.erme.tu-dortmund.de, http://www.erme.tu-dortmund.de/index.php?slab=proceedings
본 원고는 유럽수학교육학회 정기발표회 프로시딩을 참조하여 작성함
Dooley, T. & Gueudet, G. (Eds.). (2017). Proceedings of the Tenth Congress of the European Society for
Research in Mathematics Education (CERME10, February 1 – 5, 2017). Dublin, Ireland: DCU Institute of
Education & ER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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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의자인 브래디에게 제출한 증명수업에 대한 견

○ 분야 1: 대학원, 대학교

해를 적은 보고서의 일부이다.

WG5: 대학원, 대학교 수학교육
WG6: 수학적 모델링과 응용
WG1: 증명과 논증(Argumentation)

이 보고서를 보면 다른 강의방식을 경험한 이
학생은 브래디의 강의방식에 대해 실망을 한다. 그

대학원에서 대수적 위상수학을 강의하는 노엘 브

러나 브래디는 책에서처럼 증명과정을 칠판에 적으

래디(Noel Brady, 미국)는 연구 주제로 “Navigating

면서 설명하는 것은 증명의 개념적 본질을 외면하

through the mathematical world: Uncovering a

는 강의방식이기 때문에 자신은 학생들이 본질을 이

geometer's thought processes through his handouts

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강의방식, 즉 직관/그림을 준

and teaching journals”을 택하고, 수학자 2명, 수학

비한다고 말한다. <그림 2(프로시딩 pp.2258-2263)>

교육자 1명, 그리고 심리학자 1명으로 구성된 연구

는 이를 강조하는 브래디의 자기보고서의 일부이다.

팀을 활용하여 수학자들이 증명과정을 어떻게 구성
하는지를 연구하였다. 그는 강의에 참여한 대학원
생과 박사후연구원들의 집단 문제해결의 과정 또는
개인별 문제해결의 과정을 관찰, 면담하고 이들 자
료를 매주 1회 모여 심층토론(in-depth) 하는 형식
으로 전문가들의 수학적인 사고과정을 조사하였다.

연구팀은 학기말에 수강하는 학생들의 자기보고
서를 제출하게 했고, 학생들의 사고가 ‘직관에서
형식 과정’으로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림 3(프로시딩 pp.2258-2263)>은 학기 동안
브래디의 강의를 들은 학생들의 자기보고서 일부이다.

이 심층토론에서 얻은 데이터와 강의자와 학생들이

또한 전문가들(수강 학생들)이 집단토의를 거쳐

제출한 자기보고서를 바탕으로 연구팀에서는 사고

해결한 증명문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들이 제출

의 3가지 세계, 즉 개념적 구체성, 조작적인 상징

한 자료로부터 그들이 직관으로부터 정리를 만들고

성, 공리적인 형식론들 간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증명을 구성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다. 결론으로

먼저 구체성에서 형식론으로 진행하는 과정을 다양

연구자는 수업시간에 교수자가 강조해야 할 사항을

한 사례를 통해 연구팀이 분석하였다. <그림 1(프

이야기한다. <그림 4(프로시딩 pp.2258-2263)>

로시딩 pp.2258-2263)>은 학기 초에 한 대학원생

<그림 1>

<그림 2>

<그림 3>

<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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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디의 실험과는 다르게 대학원 대수교재를
분석하여 증명지도에 대한 자신의 수업모델을 제시
한 토마스 하우스버거(Thomas Hausberger, 독일)
의 연구도 있다. 일종의 ‘발견적 접근’ 방식으로, 이
들 과정을 “The case of ideals in Ring Theory”
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다. 자신의 오랜 지도 경
험에서 나온 이 수업모델은 후에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 의해 실험하는 과정을 거친다. 한편 대수학
강의 중 발생한 학생들의 질문들과 과제 해결에서
보인 풀이과정을 관찰한 연구도 있었다. 마리오 아이오
노우(Marios Ioannou, 영국)는 군론(Group Theory)을
지도하면서 그들의 담론에서 생기는 내적 갈등 문
제, 즉 개념 또는 논리 전개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혼동 또는 갈등을 조사하였다. 이 문제는 학생들이
문제해결 또는 강의자의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새로
운 상황을 접했을 때 자주 일어난다. 연구자가 발표
한 주제는 “Investigating discourse shift in the
learning of Group Theory”이었으며, 학생들에게
다음의 [문제 1]과 난이도가 다른 여러 문제를 주
고 4개 세미나 집단에서 개개인이 이들 문제를 해

접했을 때 당황하며 갈등을 느낀다. 이때 교수자
또는 팀 리더는 적절한 개입을 시도한다.
실험연구로 대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미분방정
식에 관련된 동역학계(dynamical systems)의 수학
적 모델링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마틴 브레이크
(Martin Bracke, 독일)는 팀티칭 형식으로 참여하
는 교수들이 서로 다른 역할, 즉 리서치 가이드/조
언자 또는 질문과 탐구의 리더와 같은 역할을 하게
유도하면서 7단계의 모델링 과정을 설정하였다. 이
들 과정은 구성하기, 단순/구조화하기, 수학화하기,
수학적인 팀 작업, 해석, 검증, 팀의 발표로 정리되
었다. 이때 연구자의 문제는 “각 단계에서 대학생
들은 어떤 능력을 얻을 수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
이었다. 또, 순수수학의 지도에서 전형적인 실험연
구로 연구자가 직접 교재개발을 하고 그 효과를 검
증한 연구도 있었다. 대학에서 위상수학을 강의하
는 캐슬린 클라크(Kathleen Clark, 미국)는 전통적
인 대학교재와는 다른 PSP(Primary Source Project)
를 개발하고 그 학습효과를 실험하였다. 연구자가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았다.

결하게 했다.
1) 실험 후 PSPs에 대한 학생들의 학습효과는
[문제 1] Suppose  is a non-empty set
and  ≤ Sym . Let  ∊  and  
{ ∈       }. Prove that  is a
Subgroup of  .
참고로 주 강의자는 아이오노우 자신이지만 각 세
미나 집단에는 박사후연구원이 한 명씩 배정이 되
어 팀 리더의 역할을 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데이
터는 강의자 관찰노트, 강의자 또는 팀 리더에 의
한 학생들의 인터뷰 기록, 문제해결 답안지 등이었
다. <그림 5(프로시딩 pp.2097-2103)>는 팀 리더
와 학생 간의 인터뷰 상황에서 학생들이 보인 갈등
문제의 한 사례이다. 많은 학생들은 새로운 문제에

<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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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가?
2) 실험 전후 학생들의 수학 본질에 대한 관점
은 어떻게 변했는가?
실험 후 연구문제 1)의 데이터 분석과정에서 학생
과 인터뷰한 결과를 소개하면 <그림 6(프로시딩
pp.1713-1714)>과 같다. 학생들은 새로운 교재에
대한 각자 의견과 느낌을 말한다. 연구문제 2)에
대해서는 연구자는 수학적인 관점을 4가지, 즉 스
키마, 형식, 과정, 응용으로 정하고 학생들의 관점
이 실험 전후 어떻게 변하였는지를 빈도수로 조사
하였다.

<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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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gorithms, and programming”라는 주제로 연구자
들이 사용한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먼저 개념에 알
맞은 문제 상황 또는 과제를 소집단에 주고 프로그
램을 진행하도록 했다. 이를테면, [문제 2]는 연구
자들이 학생들에게 준 난이도 하의 과제 일부이다.
[문제 2] 1부터 23까지의 수가 적힌 23개의
공이 있는 항아리에서 2개의 공을 뽑을 때, 적
어도 하나가 3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라.

<그림 7>

<그림 7(프로시딩 pp.1713-1714)>은 연구자가 분
석한 자료이다.

이들 자료 분석을 통해 연구자는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프로그램
을 사용하였고 시행 결과를 즉시 보도록 하였다.

순수수학에 관련된 대학교재의 의미와 발전 방향을

<그림 8(프로시딩 pp.828-833)>은 시행 n=1000

논하였다. 이들 외에도 실해석학을 이수한 학생들

회에서 얻어진 시뮬레이션의 결과이다. 이 실험을

에게 “함수의 연속성에 대해 배운 것을 써라.”와

통해 학생들은 확률개념의 수업에서 “자신이 추측

같은 몇 개의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8개 범주로 정리

해 보고, 그 결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한 에릭 행크(Erik Hanke, 독일)의 “Students' view

경험하였고, 자신들의 탐구적인 단계를 계획하는

of continuity: An empirical analysis of mental

시간을 가졌다고 말하였다. 이와 비슷한 피터 분

images and their usage”, 비 유클리드기하의 지도

(Peter Boon, 네덜란드)의 샘플링(sampling)의 연구

시 증명과제의 해결에서 그들이 보인 이해수준을 7

도 확률을 지도하는 수학교사에게 시사점을 준다.

단계로 정리하고 각 단계의 학생들을 인터뷰하여

연구자는 학기 시작 전 학생들이 혼동하는 두 개

이해의 속성을 파악하려 한 제네사 비취(Janessa

념, 즉 한 개의 샘플의 분포와 많은 샘플들의 샘플

Beach, 미국)의 “Transitioning from definitions

평균의 분포의 차이를 이해시키기 위해 자신이 만

to proof: Exploring non-Euclidean geometry in

든 컴퓨터 프로그램을 소집단 별로 시행하고 결과

a college geometry course”, 입학 후 1년이 지

를 제출하게 하였다.

난 수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수학에서
대학교 수학으로 전이할 때 생기는 수학적 사고 또
는 감정문제를 연구한 아말리아 크리스티나 뱀피리
(Amaliatransition

Christina
from

Bampili,

high

school

그리스)의
to

“The

university

mathematics: A multidimensional process” 등 15

그리고 집단별로 제출한 결과를 “00소집단 모
델”로 분류하고 학생들과 함께 피드백을 준비하였
다. 연구자는 학생 자신이 만든 모델을 학생과 교
사가 함께 피드백을 하는 교수활동은 확률개념의
이해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편의 발표가 더 있었다.

○ 분야 2: 고등학교
WG3: 대수교육(또는 대수적 사고)
WG1: 증명과 논증(Argumentation)
WG6: 수학적 모델링과 응용

아나로사 세르페(Annarosa Serpe, 이탈리아)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잘못 이해하는 확률개념을 조사하
고, 이들을 바로잡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이용
하였다. 그는 “Technology will solve students'

<그림 8>

probability misconceptions: Integrating,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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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수학에서 다양하게 개발되는 수학적
모델링의 과제에 대해 평가 기준을 마련한 프랑크

연구자는 교육과정의 설계자 또는 교과서 저자에게
삼각함수의 지도에서 유의할 점을 제언하였다.

푸르트 대학의 한스 스테팬 실러(Hans-Stefan

컴퓨터의 지오지브라 프로그램을 이용한 아나톨

Siller, 독일)의 연구는 모델링 교과과정을 발전시

리 쿠로패토브(Anatoli Kouropatov, 이스라엘)의

키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연구자는 과제를 세 가지

정적분과 부정적분의 구성적 지도방법도 소개되었

수준, 즉 관련성(Relevance), 정통성(Authenticity),

는데, 연구자는 수학내용의 추상화를 학생들이 이

개방성(Openness)으로 평가하려 했으며, 평가를

해하도록 도와주는 교실의 문제에 대한 실험사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각각에 세부 평가 질문을 만들

보이면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논의하였다. 이들 연구

었다. 이를테면 모델링 과제 “정원에서 잔디 깎기”

외 물리적 연구의 결과를 컴퓨터의 기학적 모델링으

는 세 가지 수준에서 중 수준의 점수를 받은 과제

로 옮기는 연구를 한 디에고 리에반(Diego Lieban,

이다. 수학에서 패턴을 중요시하는 라사 로앵 교수

브라질)의 “Geometric modelling inspired by Da

도 질문지를 통해 고등학교 학생들이 삼각비, 삼각

Vinci: Shaping and adding movement using

함수와 그 그래프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

trchnology and physical resources” 등 수 편이

보려 했다. 연구자가 만든 큰 질문은 다음과 같았

발표되었다.

고 각 영역에서는 세부질문들이 있었다.
What are the difficulties of students in
learning sine and cosine concepts and
making the transition from the geometric
setting to the functional setting.

○ 분야 3: 초·중학교
WG3: 대수 교육(또는 대수적 사고),
WG5: 확률과 통계지도(또는 통계적 사고)
WG2: 산수와 수 체계 WG4:기하 교육

연구자는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샘플을 확대하여 이 설문지를 주었고, 수집된 데이

페르난다 비올라(Fernanda Viola, 아르헨티나)

터 분석에서 학생들이 가장 혼동하는 네 가지 오류

는 프랑스와 아르헨티나 초·중등 학생들이 섞여 있

를 발견하였다. <그림 9(프로시딩 pp.641-642)>는

는 실험 반을 만들어 수학적 모델링에 대한 비교실

연구자가 작성한 설문내용의 일부이다. 결론으로

험을 했다. 연구주제는 “Choosing a Mathematical
Working Space in a Modelling task”이었으며,
특히 모델링 과정에서 학생들의 수학화 과정을 관찰
하는 것이 양국 연구진의 관심사였다. 이 연구는 일종
의 국제연구로 양국에서 설정한 MWS(Mathematical
Working Space)의 모델을 실현해 보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라고 말할 수 있다. 6~7명으로 구성된
소집단에는 소통 리더가 있어 자유로운 토론을 통하여
집단 활동을 계획하고 평가하도록 했다. <그림 10(프

<그림 9>

로시딩 pp.959-962)>은 난이도가 서로 다른 과제 중
하나를 소개한 것이다.

<그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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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그림 12>

<그림 13>

학생들은 처음에는 계산기를 이용하여 문제에서

연구자는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토론

요구하는 “물이 흐르는 정사각형 모양의 긴 관의

했다. 아마 과거 30년 동안 여러 나라에서 행한 문

단면적이 최대가 되는 가로세로의 길이”를 <그림

제해결의 연구가 모델링 과제에서 상당 부분 시행

11(프로시딩 pp.959-962)>와 같이 시행착오 기법

될 것 같다. 이들 외에도 스포츠에 관련된 문제를 통

으로 구하여 표를 완성하기 시작했다. 이 기법은

해 의사결정을 연습하는 올랜도 곤잘레스(Orlando

보통 초등학교 고학년 또는 중학교 1·2학년이 자주

Gonzalez, 태국)의 Using Sport related socially

사용하는 것으로, 직관적으로 모델링 상황을 이해하

open ended problems to coordinate decision

고 이후에 대수적인 방법을 도입하는 과정을 거친다.

making", 수학의 학습을 촉진시키기 위한 산업, 대

이 실험에서도 샘플로 선정된 일부 소집단에서
<그림 11>의 도표를 보면서 <그림 12(프로시딩
pp.959-962)>와 같은 그래프를 완성하였다. 이 그
래프를 그리면서 과제의 해결을 위해 대수적인 관
점을 도입하는 것이 이후의 토론문제였다. 연구진은
각 집단에서 완성한 해결과정을 분석하여 MWS의
모델을 수정 보완하였다.
이들 실험과 유사한 것으로 피터 스텐더(Peter
Stender, 독일)의 주제 “The use of heuristic
strategies in modelling activities”를 들 수 있다.
이 연구가 돋보인 이유는 우리나라의 수학 교실에
서 흔히 볼 수 있는 순수 수학적인 문제해결에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방략(heuristic strategies)이

학, 학교의 역동적 관계를 강조하는 한스 크리스티
안 닐슨(Hans Kristian Nilsen, 노르웨이)의 “Math.
at the enterprise: Industry, university and school
working together to facilitate learning” 등 수십
편의 발표가 있었다.
이상에서 유럽의 연구경향을 요약했지만 국내에
서도 의미 있는 실험(신현성*, 2013)을 했다. 전통
적으로 계급적인 의미를 지닌 교실을 역동적인 교
수학습공간 또는 작업공간으로 바꾸는 연구로써 공
과대학과 산림과학대학에서 각각 한 개 학과, 그리
고 수학교육과가 참여하여 문제중심강의(PBL)를
한 학기 실험하고 그 효과와 문제점을 논의하였다.
KMS

과연 수학적 모델링 문제에서도 자연스럽게 사용되
는지를 관찰하는 것이었다. <그림 13(프로시딩
pp.1012-1014)>은 이 연구의 연구문제이다.
* 수학과 예비교사를 위한 모델링 소재를 이용한 problem based learning.
교수학습개발원, 강원대, 강원대 교수학습개발원에서 수업기법을 개발하기 위해 교수들에게 연구하도록 장려하는 제
도로 비공식적으로 각자 unpublished paper를 준비하게 하여 발표하고 토론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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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

2019년 제60회 국제수학올림피아드 참가 후기

최수영 (아주대학교 수학과 교수, 대한수학회 사업이사, 한국수학올림피아드위원회 간사)

○ 제60회 IMO 한국대표팀 구성 및 개요
제60회 국제수학올림피아드(이하 IMO)는 2019년
7월 11일부터 7월 22일까지 12일간 영국 바스에
서 개최되었습니다. 총 112개국에서 621명이 참가
한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기존 최대 규모는 111

에 대한수학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
계적이고 공정한 교육 및 선발과정은 우리 대표팀
의 실력 성장에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서도 배우고 싶어 하는 선진적인 과정이라 매우 자
랑스럽습니다.

개국 615명이 참가한 2017년 브라질 대회였습니

IMO 한국대표팀은 7월 10일 영국 바스에 도착

다. 한국대표팀은 송용진 교수님(인하대)을 단장으

하여 3일간 태국대표팀과 사전캠프를 수행한 후

로, 유호석 교수님(세종대), 신희성 교수님(인하대)

IMO 본 대회에 임하였습니다. 대회를 성공적으로

과 함께 필자가 부단장으로 참가하였습니다. 주관

치른 후, 7월 23일 무사히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

조교로는 주정훈 학생(서울대), 참관인으로 한국과

였습니다.

학창의재단 황태진 선임연구원님께서 함께 하였습
니다. 대표학생은 서울과학고 강지원, 고상연, 김지
민, 김홍녕, 송승호, 조영준 학생이 선발되었습니

○ 태국팀과의 사전캠프

다. 대표학생은 작년 5월부터 한국수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팀은 3년 전부터 시차적응 겸 학술교류

(이하 KMO) 1차시험을 시작으로, KMO 2차시험,

의 목적으로 태국팀과 IMO 사전캠프를 운영해 오

겨울학교 모의고사, 루마니아 수학마스터 대회(RMM),

고 있습니다. IMO 개막식 3일 전에 현지로 가서

아시아태평양수학올림피아드(APMO), KMO 최종시

태국대표팀과 함께 대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두

험, IMO 모의시험 등 1년간 무려 7번의 시험을 거

나라 대표학생들은 사전캠프 기간 동안 서로 준비

쳐 선발되었습니다. 공식 시험 시간만 총 50시간에

해온 문제도 내고 아이디어도 공유하면서 우애를

이를 정도로 그 어느 대회보다 치열하고 힘든 경쟁

다집니다. 이 사전캠프는 부단장인 제가 지난 3년

을 통해 공정하게 선발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안 담당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긴 비행 등으로 인

선발된 학생은 여름학교, 겨울학교, 통신강좌, 주말

한 피로도 풀면서 현지 적응을 할 수 있는 데다,

교육, 집중교육 등을 수행하고 본 대회에 참가하였

대회 직전 가질 수 있는 긴장도 풀 수 있기 때문에

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한국과학창의재단 지원하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2019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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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조영준 학생은 42점으로 만점을 받았습니
다. 한국대표팀이 88년 IMO를 처음 참가한 이래로
한국대표팀 학생이 만점을 받은 경우는 1995년 1
명, 2016년 3명으로 역대 4명밖에 없었습니다. 올
해에도 IMO 참가자 중 겨우 6명만 만점을 받았는
데, 조영준 학생이 자랑스럽게 그중 한 명이 되었
습니다. 나머지 5명의 국가는 2명은 미국, 2명은
태국팀과의 사전캠프

중국, 1명은 헝가리입니다. 조영준 학생은 작년

올해 역시 태국팀과 사전캠프를 운영하였고 매

IMO에 참가하여 아쉽게 은메달에 그친 바 있습니

우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캠프에는

다. 올해 만점으로 그때의 아쉬움을 한 번에 날려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였습니다. 바로 각국의 언

버렸습니다.

어로 “수 읽는 법”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

올해 대표팀에는 조영준 학생을 포함하여 모두

것입니다. 태국어로 숫자 읽는 방법은 한국어와 많

4명의 학생이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IMO에 참가

이 다른데 흥미롭게도 부분적으로 같은 발음이 되

하였습니다. 송승호, 김홍녕 학생은 2년 연속 금메

는 것이 있습니다. 가령 숫자 2는 ‘숭’이라 읽는데,

달을 받았고, 조영준, 강지원 학생은 작년에는 은

특이하게 20일 때는 ‘이십’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메달이었으나 올해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고상연,

숫자 3은 ‘삼’이라 읽어서 23일 때는 우리말과 같

김지민 학생은 올해 첫 참가임에도 좋은 성적으로

이 ‘이십삼’이 됩니다. 이벤트가 끝난 후 한국어와

금메달을 수상하였습니다.

태국어 발음이 같은 천 이하의 수의 개수를 찾는
문제를 풀기도 하였습니다.

대표팀은 첫째 날 시험 이후 시험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는 시험 결과
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다음 날 시험에도 영향을

○ IMO 시험 - 개인성적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교롭게도 첫째 날 시

IMO 시험은 6문제, 42점 만점으로 출제됩니다.

험이 끝나고 학생들의 표정이 그리 밝지 않아서 저

그래서 각 대표팀의 6명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최

개인적으로는 많이 걱정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고 점수의 합은 252점입니다. 이번 IMO 문제가 그

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학생들 나름대로 표정관리를

렇게 쉽지만은 않은 편이었음에도 우리 학생들은

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둘째 날 시험이 끝난 후

총점 226점을 받는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모든 참가 학생의 표정이 밝아서 매우 기뻤습니다.

우리나라가 IMO에 참가한 이래 기록한 가장 높은

팀 부단장으로서, 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도

점수로, 기존 최고점인 2012년 아르헨티나 대회의

좋지만, 참가하는 학생들 모두가 고른 성적으로 금

209점에서 17점이 올랐습니다. 6문제 중 1, 4, 5

메달을 따는 게 더욱 기쁜 일이기 때문입니다.

번은 전원 만점, 2번도 부분점수 3점만 감점되었습
니다. 어려운 문제로 꼽히는 3번 조합 문제도 5명
이 풀었고, 가장 어려운 문제인 6번 기하 문제 역
시 4명의 학생이 만점을 받았습니다. 모든 학생이
모든 문제에서 1점 이상을 받는 등 매우 고무적인
성적을 거두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6명의
대표 학생 전원이 금메달을 수상하였습니다! 금메
달 점수 기준이 31점이었는데, 우리 학생 중 최저
점수가 35점일 정도로 모두 여유 있게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6명 대표 전원이 개인 순위 20위 안에

폐회식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활짝 웃고 있는 대표학생들

든 것 역시 역대 최초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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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O 시험 - 팀성적
한국대표팀은 2019년 영국 IMO에서 총점 226
점으로 3위에 올랐습니다. 1위인 미국, 중국은 총
점 227점을 받았습니다. 한국팀은 겨우 1점 차이
로 우승을 놓친 것이었습니다. 아쉬운 결과이긴 하
지만 우리가 못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더 잘
한 것이므로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 줄 수 있었습니
다. 4위인 북한이 187점에 그친 것에 비추어 보면
1~3위 세 나라가 이번 대회에서 압도적인 실력을
과시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듯합니다. IMO 최강
대국인 미국, 중국에 견주어 전혀 손색없는 결과를
낸 것만으로도 매우 좋은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나라의 성적이 비슷하다 보니 채점과정 역시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IMO의 채점과정은 매우 독
특합니다. 각 문제 코디네이터들은 학생들의 풀이
에 대해 정해진 채점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합니
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학 문제는 다양한 방법으
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채점 기준에 없는 풀이
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각 단장,
부단장은 코디네이터들과 각 풀이의 점수에 대해
논의를 하게 됩니다. 각 팀들은 이 과정에서 조금
이라도 부분점수를 더 받으려 노력합니다. 학생들
의 답안지를 비롯해 연습용 종이까지 뒤져가면서
점수를 최대한 받아내려 노력합니다. 사실 각 나라
의 역량 차이가 이때 나타나게 되는데, 대한민국
대표팀은 매우 노련한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코디네이션에서 늘 좋은 성과를 거두곤 합니다. 특
히 송용진 단장님의 오랜 경험에서 나온 코디네이션
에 대한 감각적인 전략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3번을 제외하고는 큰 이슈 없
이 우리 대표팀이 원하는 만큼 점수를 얻었습니다.
3번에서는 세 학생의 풀이가 7점이라는 것에는 이
견이 없었으나 나머지 세 학생의 풀이에 대하여 우
리는 1, 6, 5점을 원했고 코디네이터들은 0, 4, 1
점을 부여해서 큰 이견이 있었습니다. 무려 2시간,
2번에 걸친 긴 코디네이션 끝에 1, 4, 5점으로 합
의를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코디네이션 처음
의견보다 무려 5점을 더 얻은 거라 매우 성공적인
결과였으나, 최종 팀 성적이 1점 차이라는 데에 비
추어 보면 1점을 더 얻지 못한 것이 아쉬운 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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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문제 코디네이션 중인 대표팀

남았습니다. 하지만 코디네이션은 정해진 규정 내
에서 양측이 서로 납득하여 점수를 정하는 것이므
로 그 결과에 불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매번 느끼
는 것이지만 코디네이션에 최선을 다하는 대표단
교수님들의 열정 및 노력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IMO 채점과정에서 코디네이션이 끝난 나라의 성
적은 스크린에 중계가 됩니다. 이는 합의된 각 학
생의 성적이 제대로 입력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함입
니다. 하지만 완전한 정보의 공개를 막기 위해 각
문제별로 한 학생의 성적은 무작위로 숨겨서 공개
합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나라의 성적을 얼추 알
수 있기 때문에 점수가 공개되는 스크린 앞은 늘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우리 팀 역시 스크린을 통하
여 다른 나라의 성적을 확인하였는데, 미국, 중국
과 끝까지 결과를 알 수 없이 경쟁하였습니다. 미
국은 가려진 점수를 제외하고 한국 팀보다 1점이
낮고, 중국은 한국 팀보다 5점이 낮은 상황이라 조
심스럽게 팀 우승을 기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런데 그 가려진 점수에서 두 나라는 한국 팀을 아
슬아슬하게 역전하였습니다. 흥분과 실망이 교차하
였습니다. 이번 코디네이션 과정은 역대 어느 대회
보다 긴장되었던 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금메달 6개, 종합점수 226점
으로 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역대 IMO에서 금메달
6개로 3위를 한 최초의 팀이 되었습니다. 1위와 점
수 차이가 가장 적은 3위 팀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 두 기록은 앞으로도 깨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
니다. IMO에서는 오랜만에 공동 우승이 나온 것이
기도 합니다. IMO는 학생들의 점수의 합으로 팀
순위를 가리기 때문에 공동 우승은 좀처럼 나오지
않습니다. 지난 1999년 중국, 러시아의 공동 우승
이 가장 최근의 마지막 공동 우승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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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O 대회 - 기타 흥미로운 일
1. 이번 IMO에는 북한 팀이 오랜만에 참가하였
습니다. 지난 2016년 홍콩대회에 이어서 3년 만입
니다. 북한 팀은 오랜만의 참가에도 불구하고 금메
달 3개, 은메달 3개를 받고 종합 4위라는 좋은 성적
을 거두었습니다. 한국과 북한은 지난 2015년 태국
대회에 이어 두 번째로 나란히 3, 4위에 올랐습니다.
한국과 같이 사전캠프를 했던 태국팀은 북한에 이
어 5위를 차지했습니다. 전통의 강호인 러시아가 6
위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의 이웃 국가인 일
본은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로 13위
에 올랐습니다.
2. 이번 대회부터는 IMO 시험이 시작된 이후에
도 학생들의 시험장 입장이 가능하게 바뀌었습니
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시험이 끝날 때까지 공식
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부단장, 참관인 중
시험지를 보고 싶은 사람들은 정해진 장소에서만
시험지를 볼 수 있고, 한 번 보고 난 이후에는 시
험이 끝나는 시간까지 그 장소를 벗어날 수 없었습

IMO 2019 한국대표팀 지도 교수 및 조교

학생들과 친분을 다지기도 합니다. 우리 팀은 매년
가이드를 위해 선물을 준비하는데, 올해에는 해외
K-POP 열풍에 기대어 방탄소년단 앨범을 준비하
였습니다. 현지 K-POP을 좋아하는 학생임을 염두
에 둔 준비였습니다만, 의외로 이번에는 옥스퍼드
대학교(Univ. of Oxford)에 유학 중인 한국인 나우
주 학생이 가이드로 배정되었습니다. 가이드가 한
국인이어서 언어 소통에 문제가 없다 보니 대회를
치르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물론 나우주 학생
은 우리의 선물을 매우 만족하면서 받았습니다.
4. 학생들은 시험이 끝나고 채점이 진행되는 동
안 옥스퍼드대학교 견학, 금융수학게임 참가 등 다
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특히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해결한 앤드류 와일즈(Andrew J. Wiles)
교수의 강연과, 임의의 길이를 갖는 소수 등차수열
의 존재성을 밝힌 ‘그린-타오 정리’로 유명한 벤
그린(Ben J. Green) 교수 강연을 듣기도 하였습니
다. 단장, 부단장들은 바스 근처에 있는 스톤헨지
유적을 관광하였습니다.

니다. 그래서 부단장들도 그곳에서 시험 치는 분위

5. 영국 입국 과정에서 IMO 본부 측과 소통 실

기로 똑같이 시험을 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부

수가 있어서 한국대표팀을 공항으로 마중 오지 않

단장팀 멤버 전원도 시험에 참가하였습니다. IMO

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바스

에 두 번 참가하여 모두 금메달을 받은 바 있는 주

까지는 대략 160km 정도 떨어진 거리라, 대중교통

정훈 조교는 첫째 날 시험 문제를 1.5시간 만에 다

으로 이동하기에는 힘든 점이 있어서 결국 두 대의

풀어서 아직 실력이 녹슬지 않았음을 과시하였다는

밴을 우버를 통해 호출하여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후문입니다.

물론 그 비용은 이후 IMO로부터 환급받았습니다.

3. IMO에 참가하는 각 팀에는 가이드가 한 명씩
배정됩니다. 가이드는 각 팀의 일정 수행을 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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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회식에서
(윗줄 왼쪽부터)
신희성 부단장, 유호석 부단장,
송용진 단장, 최수영 부단장,
주정훈 조교
(아랫줄 왼쪽부터)
고상연 학생, 김지민 학생,
김홍녕 학생, 조영준 학생,
강지원 학생, 송승호 학생

IMO에 다녀와서 인천공항에서
촬영한 사진(2019.07.23.)
(윗줄 왼쪽부터)
최수영 부단장, 김홍녕 학생,
조영준 학생, 송승호 학생,
고상연 학생, 김지민 학생,
강지원 학생, 신희성 부단장,
황태진 참관인
(아랫줄 왼쪽부터)
유호석 부단장, 주정훈 조교,
송용진 단장

6. IMO 문제는 1, 4번은 쉬운 문제, 2, 5번은

니다. 대회에 참가할 때마다 새로운 경험이 더해지

중간 수준 문제, 3, 6번은 어려운 문제로 구성됩니

고 의미 있는 기록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 이번에는 특이하게, 3, 5번은 조합, 2, 6번은

만큼 대한민국 수학 올림피아드 대표팀과 KMO에

기하 문제로 출제되어서 조합, 기하 분야로만 어려

애정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우리

운 문제가 구성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1, 4번은 수

대표팀이 IMO에서 계속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

준급 학생들에게는 너무 쉬운 대수, 정수 문제가

고, 이런 수학 올림피아드 경쟁을 통해 길러진 뛰

출제되어 많이 대비되었습니다. IMO에서의 조합,

어난 수학 영재들이 장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

기하 분야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할

학자가 될 수 있게, 올림피아드 사업이사로서 더욱

수 있습니다. 3번 문제는 그래프 이론 문제가 출제

열심히 하여야겠다는 의지를 다집니다.

되었는데, 우리 학생 중 한 명은 그래프 용어에 익
숙하지 않아 답안 서술에 애를 먹기도 하였습니다.
향후 대표팀 교육에 참고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 대표팀 학생 전원에게 열심히 해줘
서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대표팀 지도 교수님들
및 주정훈 조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
표팀을 지원해 주신 창의재단뿐 아니라 대한수학회

○ 마치며
이번 IMO는 제 개인적으로 56회 태국, 58회 브
라질, 59회 루마니아에 이어 네 번째로 참가한 것
입니다. 브라질 대회에 이어 두 번째로 금메달 6개
라는 성적을 거두어 더욱 의미 깊은 대회이기도 합

2019년 7월호

에도 깊은 감사 드립니다. 사전캠프 때부터 대회
끝날 때까지 함께 고생하시고, 대회 내내 좋은 사
진 많이 찍어주셔서 본 후기에 좋은 사진 실을 수
있게 도와주신 신희성 교수님께 특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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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
피아드
이번 호에는 지난 2019년 3월 12일(화)에 개최되었던 제31회 아시아태평양수학올림피아드(APMO) 문제,
2019년 5월 11일 (토) 에 개최되었던 제33회 한국수학올림피아드 (KMO) 1차시험 문제, 그리고 2019년
7월 16일 (화)∼17일 (수) 양일간 개최되었던 제60회 국제수학올림피아드 (IMO) 문제를 소개합니다.

제31회 아시아태평양수학올림피아드 (APMO) 문제
<2019년 3월 12일 (화)>
1. 양의 정수의 집합을 Z+ 라 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f : Z+ → Z+ 를 모두 구하여라.
모든 양의 정수 a, b 에 대하여 a2 + f (a)f (b) 가 f (a) + b 로 나누어 진다.

2. 양의 정수 m 이 주어져 있을때, 무한수열 {an }n≥1 이 다음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
(1) a1 은 양의 정수
(2) 모든 양의 정수 n 에 대하여,

an+1 =

{

a2n + 2m
an
2

(an < 2m 일때)
(an ≥ 2m 일때)

각각의 m 에 대하여, 수열의 모든 항이 정수가 되도록 하는 a1 의 값을 모두 구하여라.

3. 이등변삼각형이 아닌 삼각형 ABC 의 외접원을 Γ, 변 BC 의 중점을 M 이라 하자. 선분 AM 위에서
움직이는 점 P 가 있다. 삼각형 BP M 의 외접원이 Γ 와 점 D(̸= B) 에서 만나고 삼각형 CP M 의 외접원은

Γ 와 E(̸= C) 에서 만난다. 직선 DP 가 삼각형 CP M 의 외접원과 점 X(̸= P ) 에서 만나고 직선 EP 는
삼각형 BP M 의 외접원과 점 Y (̸= P ) 에서 만난다. 점 P 가 움직일 때, 삼각형 AXY 의 외접원이 항상
어떤 점 T (̸= A) 를 지나감을 보여라.

4. 2018 × 2019 모양의 단위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체스판이 있고, 각 칸에는 정수가 적혀있다. 두 개의 칸이
하나의 변을 공유할 때 두 칸을 인접해 있다고 하자. 각 시행에서 적당히 몇 개의 칸을 고른다. 골라진
칸마다 그 칸의 인접한 칸들에 적혀 있는 수의 평균을 계산한다. 계산이 모두 끝난 후, 골라진 칸마다
적혀진 수를 지우고 그 칸에서 계산된 평균 값을 그 칸에 적는다. 이러한 시행을 유한번 반복하여 체스판의
모든 칸의 수가 같아지도록 할 수 있겠는가?

5.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f : R → R 을 모두 구하여라.
모든 실수 x, y 에 대하여 f (x2 + f (y)) = f (f (x)) + f (y 2 ) + 2f (xy) 가 성립한다.

제한시간 각 4시간 ; 문항당 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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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한국수학올림피아드 (KMO) 중등부 1차시험 문제
1. 다음 식을 만족하는 모든 실수 x 들의 합을 구하여라.

|x − 3| − 2 =

1 2 2
x − x
9
3

2. 여섯자리 양의 정수 m = abcdef , n = f abcde 에 대하여, 4m = n 을 만족하는 m 중에서 가장 큰 수를

1000 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여라.
(단, 0 ≤ a, b, c, d, e, f ≤ 9 인 정수에 대하여,

abcdef = 105 a + 104 b + 103 c + 102 d + 10e + f 이다.)
3. 볼록사각형 ABCD 가 있다. 삼각형 ABD 와 BCD 의 외접원을 각각 O1 과 O2 라 하자. 점 A 에서 원 O1
의 접선과 점 C 에서 원 O2 의 접선의 교점이 직선 BD 위에 있다. AB = 35, AD = 20, CD = 40 일 때,

BC 의 값을 구하여라.
4. 학생 A, B, C가 포함된 학생 10 명을 2 명씩 5 개의 모둠으로 나눌 때, 학생 A, B, C가 모두 다른 모둠에
속하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5. 양수 a, b, c 에 대하여, 다음 식의 최솟값을 구하여라.

a2 + 8b2 + c2
ab + bc

6.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양의 정수 m, n (m < n) 의 순서쌍 (m, n) 의 개수를 구하여라.

m 이상 n 이하의 모든 정수의 합이 1111 이다.
7. 예각삼각형 ABC 에서 AB = 96, AC = 72 이다. 원 O 는 점 B 에서 직선 AB 에 접하고 점 C 를 지난다.
원 O 와 직선 AC 의 교점을 D(̸= C) 라 하자. 점 D 와 선분 AB 의 중점을 지나는 직선이 원 O 와 점

E(̸= D) 에서 만난다. AE = 60 일 때, 10DE 의 값을 구하여라.
8. 일의 자리의 수가 5 인 다섯자리 양의 정수 중 17 의 배수인 것의 개수를 구하여라.
9. 주어진 양의 정수 n 에 대하여 양의 정수 x 와 y 가 x + 2y = n 을 만족할 때, x2 + y 2 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을 an 이라 하자. 다음 식의 값을 구하여라.

a5 + a6 + a7 + · · · + a18 + a19

10. 다음 식의 값이 정수가 되도록 하는 양의 정수 n 중 가장 큰 것을 구하여라.

300
935
+
2n + 1 5n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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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삼각형 ABC 에서 AB = 180 와 AC = 132 이다. 점 D 는 변 BC 의 중점, 점 E 와 F 는 선분 AD 를
삼등분하는 점 (AE = EF = F D ) 이고 CF = CD 이다. 직선 CF 와 BE 의 교점을 X 라 할 때, EX 의
값을 구하여라.
12. 빨간색 공 4 개가 들어있는 상자, 노란색 공 3 개가 들어있는 상자, 파란색 공 1 개가 들어있는 상자가 있다.
한번에 한 상자에서 같은 색의 공을 1 개 이상 꺼낸다. 홀수번 만에 세 상자에서 8 개의 공을 모두 꺼내는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 (단, 같은 색의 공들은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
13. 다음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정수 x1 , x2 , . . . , xn 이 존재하는 3 이상 2019 이하의 정수 n 의 개수를
구하여라.
(i) 모든 i = 1, 2, . . . , n 에 대하여 |xi | = 1
(ii) x1 x2 + x2 x3 + · · · + xn−1 xn + xn x1 =

n
2

14. 60 보다 작은 양의 정수 a, b, c, d, e 에 대하여

117
a
b
c
d
e
=
+ 2+ 3+ 4+ 5
5
60
60 60
60
60
60
가 성립할 때, a + b + c + d + e 의 값을 구하여라.
15. 각 A 가 90◦ 보다 큰 삼각형 ABC 의 외접원을 O 라 하자. 점 B 에서 원 O 에 접하는 직선과 점 C 에서 원

O 에 접하는 직선이 점 D 에서 만난다. 점 A 에서 원 O 에 접하는 직선과 평행하고 점 D 를 지나는 직선이
2

직선 AB , AC 와 만나는 점을 각각 E , F 라 하자. EC = 4, BD = 5 일 때, CF 의 값을 구하여라.
16. 다음과 같이 삼각기둥에 두 개의 정사면체를 붙여서 만든 입체가 있다. 이 입체의 꼭짓점 P 에서 꼭짓점

Q 로 모서리를 따라 이동할 때, 한번 지나간 꼭짓점은 다시 지나가지 않는다. 가능한 모든 경로의 수를
구하여라.

P

Q

17. 두 실수 x, y 가 x2 + y 2 = 200 을 만족할 때, 식 2(x + y) − xy 가 가질 수 있는 최댓값과 최솟값의 차를
구하여라.
18. 세자리 양의 정수 m, n 에 대하여 m + n + 10 과 mn − 1 이 모두 1000 의 배수일 때, |n − m| 의 값을
구하여라.
19. 삼각형 ABC 에서 AC = 440 이다. 점 D 는 변 AB 위의 점으로 AD = 1 이다. 삼각형 ABC 의 내심을 I
라 할 때, 직선 CI 가 삼각형 ADI 의 외접원에 접한다. 삼각형 ADI 의 외접원이 변 AC 와 점 E(̸= A)
에서 만나고, 중심 I 이고 점 E 를 지나는 원이 변 AC 와 점 F (̸= E) 에서 만난다. IE = 20 일 때, EF 의
값을 구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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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주어진 도형의 내부에 꼭짓점을 잇는 선분을 그어 도형을 몇 개의 영역으로 분할한다. 이때, 서로 다른
선분은 내부에서 만나지 않고 끝점에서만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나누어진 각각의 영역이 모두 삼각형이
되면 삼각분할이라 한다. 다음 그림은 합동인 정오각형 두 개를 붙인 도형의 삼각분할의 예이다.

이 도형의 삼각분할의 개수를 구하여라.

제한시간 4시간 ; 문제 1∼4번은 각 4점, 문제 17∼20번은 각 6점, 나머지는 각 5점

<정답>
(1) 012 (2) 769 (3) 070 (4) 630 (5) 004 (6) 003 (7) 799 (8) 529 (9) 494 (10) 112
(11) 044 (12) 896 (13) 252 (14) 061 (15) 084 (16) 081 (17) 242 (18) 064 (19) 039 (20) 062

제33회 한국수학올림피아드 (KMO) 고등부 1차시험 문제 (오일러)
1. 두 이차다항식 P (x) 와 Q(x) 가 모든 실수 x 에 대하여

P (Q(x)) = P (x)Q(x)
을 만족한다. Q(2) = 200 일 때, Q(5) 의 값을 구하여라.
2. 양의 정수 123456 을 재배열하여 만든 여섯자리 정수 abcdef 중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합을 1000 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여라.

ab 는 2 의 배수, abc 는 3 의 배수, abcd 는 4 의 배수, abcde 는 5 의 배수, abcdef 는 6 의 배수이다.
(예를 들어, abc = 100a + 10b + c 이다.)
3.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ABCD 가 있다. 두 직선 AB 와 CD 가 점 E 에서 만나고 두 직선 BC 와 AD 가
2

점 F 에서 만난다. AD = 84, BC = 28, BE = 42, CE = 56 일 때, EF 을 1000 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여라.
4. 학생 A와 B가 포함된 9 명의 학생을 몇 개의 모둠으로 나눌 때, A와 B가 같은 모둠에 속하고 각 모둠의
인원이 2 명 또는 3 명인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단, 각 학생은 오직 하나의 모둠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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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함수 y = x2 의 그래프 위의 세 점 A, B , C 가 다음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
(i) ∠BAC = 90◦
(ii) 선분 BC 의 중점 M 의 y 좌표는 점 A 의 y 좌표와 같다.
(iii) 선분 AM 의 중점의 x 좌표는 점 B 의 x 좌표와 같다.
점 A 와 B 의 x 좌표를 각각 a, b 라 할 때, 144a2 b2 의 값을 구하여라.
6. 다음 식의 값이 정수가 되도록 하는 양의 정수 n 중 가장 큰 것을 구하여라.

300
935
+
2n + 1 5n + 1

7. 사각형 ABCD 에서 두 대각선의 교점을 O 라 하면 ∠AOB = 30◦ , AO = 3, BO = 5, CO = 4, DO = 3
이다. 두 점 A, C 에서 직선 BD 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A1 , C1 , 두 점 B , D 에서 직선 AC 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B1 , D1 이라 하고 두 점 A1 , C1 에서 직선 AC 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A2 , C2 , 두 점

B1 , D1 에서 직선 BD 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B2 , D2 라 하자. 사각형 A2 B2 C2 D2 의 넓이를 S 라 할
때, 64S 의 값을 구하여라.
8. 다음 식의 값을 구하여라. (단, [a] 는 a 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 [√ ]
[√
])
1 ([ √
3
3
3
1 +
2 + ··· +
1000
11

9. 주어진 양의 정수 n 에 대하여 서로 다른 양의 정수 x, y , z 가 x + y + z = n 을 만족할 때, xy + yz + zx
가 가질 수 있는 값 중 가장 큰 것을 an 이라 하자. 다음 식의 값을 구하여라.

a7 + a10 + a13 + · · · + a25 + a28

10. 60 보다 작은 양의 정수 a, b, c, d, e 에 대하여

117
a
b
c
d
e
=
+
+ 3+ 4+ 5
605
60 602
60
60
60
가 성립할 때, a + b + c + d + e 의 값을 구하여라.
11. 평행사변형 ABCD 에서 ∠ABD = 43◦ 이다. 각 BAD 의 이등분선과 직선 BC , CD 와의 교점을 각각 E
와 F 라 하고 삼각형 CEF 의 외심을 O 라 하자. ∠ECO = 31◦ , ∠EBO = x◦ 일 때, x 의 값을 구하여라.
(단, 0 ≤ x ≤ 180 이다.)
12. 다음과 같이 정사각형을 8 등분한다. 각 칸을 빨간색 또는 파란색으로 칠한다. 이렇게 색칠된 정사각형의
개수를 구하여라. (단, 회전하여 같은 것은 한 가지로 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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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양의 정수 n 에 대하여 방정식
n
∑
k=1

(
)2
n+1
|x − k| = x −
+n−1
2

의 해를 모두 더한 값을 an 이라 할 때, 다음의 값을 구하여라.

2 (a1 + a2 + a3 + · · · + a20 )

14. 양의 정수 160401 의 약수가 되는 모든 소수의 합을 구하여라.
15. 삼각형 ABC 에서 AB = 9, BC = 11, CA = 10 이다. 삼각형 ABC 의 내접원 I 가 변 BC , CA, AB
와 만나는 점을 각각 D, E , F 라 하고, 점 B 를 지나고 직선 AC 와 평행한 직선이 직선 EF 와 만나는
점을 P , 직선 P D 가 원 I 와 만나는 점을 Q(̸= D) 라 하자. 삼각형 DEQ 의 넓이를 S 라 할 때,

( 11 )2
8 S

의 값을 구하여라.
16. 카드 9 장에 2 부터 10 까지의 정수가 하나씩 적혀 있으며 각 카드에 적힌 수는 모두 다르다. 이 카드를
상자 A, B, C에 각각 2 장, 3 장, 4 장씩 넣을 때, 상자 A에 있는 카드에 적힌 수의 곱을 a, 상자 B에 있는
카드에 적힌 수의 곱을 b, 상자 C에 있는 카드에 적힌 수의 곱을 c 라 하자. a, b, c 의 최대공약수가 1 이
되도록 상자에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17. 실수 x, y , z 가 x2 + y 2 + z 2 = 147 을 만족할 때, 다음 식의 최댓값과 최솟값의 차를 구하여라.

x + y + z − xy − yz − zx

18. 사차방정식 x4 − 1012 x2 + n2 = 0 이 정수해를 가지도록 하는 양의 정수 n 을 1000 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여라.
19. 원 O 에 내접하는 오각형 ABCDE 가 다음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
(i) 변 BC 와 DE 가 평행하다.
(ii) ∠BAE = 2∠CAD (단, ∠CAD < 90◦ )
(iii) 점 C 와 D 에서의 원 O 의 접선이 점 J 에서 만나고 ∠ADB = ∠AJC 이다.

BC = 30, DE = 50 일 때, CD 의 값을 구하여라.
20. 다음과 같이 1 × 1 정사각형 12 개를 붙여서 직사각형을 만들었다. 이 도형의 20 개의 꼭짓점 중에서 4 개의
점을 꼭짓점으로 가지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구하여라.

제한시간 4시간 ; 문제 1∼4번은 각 4점, 문제 17∼20번은 각 6점, 나머지는 각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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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809 (2) 308 (3) 696 (4) 280 (5) 025 (6) 112 (7) 504 (8) 635 (9) 924 (10) 061
(11) 012 (12) 070 (13) 477 (14) 551 (15) 072 (16) 184 (17) 242 (18) 980 (19) 070 (20) 328

제33회 한국수학올림피아드 (KMO) 고등부 1차시험 문제 (가우스)
1. 수열 (an ) 이 a1 =

1
2

이고 모든 양의 정수 n 에 대해 다음을 만족한다.

1
1
2 2
a ,
a2n+1 = a2n + 2n+1
n n
2
2
이때, m × a102 가 정수가 되는 가장 작은 양의 정수 m 을 1000 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여라.
a2n =

2. 다음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순서쌍 (a, b) 의 개수를 1000 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여라.
(i) a, b ∈ {1, 2, . . . , 2019}
(ii) a(a + b)(a + 2b) 은 2019 의 배수이다.
3. 삼각형 ABC 에서 AB = 99, BC = 44, CA = 88 이다. 각 C 의 이등분선이 삼각형 ABC 의 외접원과
만나는 점을 D(̸= C) 라 하고 직선 BD 와 AC 의 교점을 E 라 할 때, CE 의 값을 구하여라.
4. 학생 A, B, C가 포함된 9 명의 학생을 몇 개의 모둠으로 나눌 때, A와 B는 같은 모둠에 속하고, A와 C는
다른 모둠에 속하고, 각 모둠의 인원이 2 명 또는 3 명인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단, 각 학생은 오직 하나의
모둠에 속한다.)
5. 주어진 양의 정수 n 에 대하여 n 이하의 양의 정수 k 중 다음 식의 값을 가장 작게 하는 것을 an 이라 하자.

9k +

16n2
n+k

이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여라.

a1 + a2 + · · · + a31

6. 다음 식을 만족하는 소수 p 와 정수 a 의 순서쌍 (p, a) 에 대하여 p + a 의 최댓값을 구하여라.

14p3 − ap2 − ap + 2a − 14 = 16p2

7. 삼각형 ABC 에서 AB = 27, AC = 36 이다. 점 D 와 E 는 각각 변 AB 와 AC 위의 점으로 AD = 12,

AE = 18 이다. 점 F 는 변 BC 위의 점으로
120 GF
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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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
FC

=

3
2

이다. 직선 AF 와 DE 의 교점을 G 라 할 때,

의 값을 구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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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열 가지의 색이 주어져 있다. 정사면체의 각 면을 열 가지의 색 중 한 가지로 칠한다. 이렇게 색칠된
정사면체의 개수를 구하여라. (단, 회전하여 같은 것은 한 가지로 센다.)
9. 양의 정수 n 에 대하여 방정식
n
∑

|x − k| =

k=1

)2
(
n+1
x−
+n−1
2

의 해를 모두 더한 값을 an 이라 할 때, 다음의 값을 구하여라.

2 (a1 + a2 + a3 + · · · + a20 )

10. 양의 정수 160401 의 약수가 되는 모든 소수의 합을 구하여라.
11. 예각삼각형 ABC 에서 AB = 7 이다. 점 D 는 변 AC 위의 점으로 AD = 8, BD = 8, CD = 4 이다.
삼각형 ABD 의 외접원이 직선 BC 와 만나는 점을 E(̸= B) 라 하고 직선 AE 와 BD 의 교점을 F 라 할
BF
때, 64 F
의 값을 구하여라.
D

12. 다음과 같이 수가 적힌 20 개의 원이 배열되어 있다. 수 20 이 적힌 원을 포함하여 네 개의 원을 순서를
무시하고 고를 때, 골라진 네 개의 원 중 어느 두 개도 접하지 않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3. 최고차항의 계수가 1 이고 차수가 1 이상인 두 정수계수 다항식 P (x) 와 Q(x) 가 모든 실수 x 에 대하여

P (Q(x)) = P (x)Q(x)2
을 만족한다. 이때, 다음 식의 값이 될 수 있는 2019 이하의 모든 실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3P (1) − Q (2)

14. 방정식 m3 + n3 + 18mn = 10125 를 만족하는 정수 m, n 에 대하여 m2 + n2 의 값을 구하여라.
15. 사다리꼴 ABCD 에서 AC = 70, CD = 9 이고 변 AB 와 CD 가 평행하다. 사다리꼴 ABCD 의 외부에
있는 점 P 에 대하여, 선분 P A 가 지름인 원과 선분 P C 가 지름인 원이 대각선 BD 위에서 만난다.

√
P A = 40 2, P C = 50 일 때, AB 의 값을 구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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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과 같이 정육면체에 두 개의 정사각뿔을 붙여서 만든 입체가 있다. 이 입체의 꼭짓점 P 에서 꼭짓점

Q 로 모서리를 따라 이동할 때, 한번 지나간 꼭짓점은 다시 지나가지 않는다. 가능한 모든 경로의 수를
구하여라.

Q

P

17. 양의 실수 a, b, c, d 가 a > b 와 c > d 이고 다음 두 등식을 만족한다.

a2 + b2 − ab = c2 + d2 − cd = 1,

(ac − bd)2 = a2 − d2

이때, 540a2 의 값을 구하여라.
18. 다음 방정식을 만족하는 양의 정수 a, b 가 존재하도록 하는 소수 p 의 값을 구하여라.

56 p2 (a + 5b + 1) = (5b + 1)2 (a − 5b − 1)

19. 길이가 20 인 선분 AB 가 지름인 원 Ω 와 점 A 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8 인 원 Γ 가 두 점 C , D 에서
만난다. 원 Γ 위의 점 X 는 원 Ω 의 내부에 있고, 점 C 와 X 는 직선 AB 에 대하여 서로 반대편에 있다.
직선 BX 가 원 Γ 와 만나는 점을 P (̸= X), 직선 CX , DX 가 원 Ω 와 만나는 점을 각각 Q(̸= C), R(̸= D)
이라 하자. 직선 CP 와 원 Ω 의 교점을 S 라 하고 직선 SR 과 CQ 의 교점을 T 라 하자. DP = DQ 일
2

때, 25RT 을 1000 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여라.
20. 주어진 도형의 내부에 꼭짓점을 잇는 선분을 그어 도형을 몇 개의 영역으로 분할한다. 이때, 서로 다른
선분은 내부에서 만나지 않고 끝점에서만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나누어진 각각의 영역이 모두 삼각형이
되면 삼각분할이라 한다. 다음 그림은 합동인 정육각형 두 개를 붙인 도형의 삼각분할의 예이다.

이 도형의 삼각분할의 개수를 구하여라.

제한시간 4시간 ; 문제 1∼4번은 각 4점, 문제 17∼20번은 각 6점, 나머지는 각 5점

<정답>
(1) 752 (2) 119 (3) 128 (4) 255 (5) 166 (6) 228 (7) 132 (8) 925 (9) 477 (10) 551
(11) 143 (12) 359 (13) 054 (14) 725 (15) 012 (16) 260 (17) 720 (18) 251 (19) 376 (20) 400

34

· 대한수학회소식

제 186호

제60회 국제수학올림피아드 (IMO) 문제
<2019년 7월 16일 (화)>

1. 모든 정수의 집합을 Z 라 하자. 모든 정수 a, b 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f : Z → Z 를 모두
구하여라.

f (2a) + 2f (b) = f (f (a + b))

2. 삼각형 ABC 의 두 변 BC , AC 위에 각각 점 A1 , B1 이 있다. 두 점 P , Q 는 각각 선분 AA1 , BB1 위에
있고 P Q 는 AB 와 평행하다. 점 P1 은 직선 P B1 위에 있고 B1 은 P 와 P1 사이에 있으며 (B1 ̸= P, P1 ),

∠P P1 C = ∠BAC 이다. 이와 유사하게 점 Q1 은 직선 QA1 위에 있고 A1 은 Q 와 Q1 사이에 있으며
(A1 ̸= Q, Q1 ), ∠CQ1 Q = ∠CBA 이다. 이때, 네 점 P , Q, P1 , Q1 이 한 원 위에 있음을 보여라.

3. 한 SNS망 안에 2019 명의 이용자가 있고, 그들 사이에 어떤 친구관계가 존재한다. 이용자 A 가 이용자 B
와 친구관계이면, B 도 A 와 친구관계이다. 다음과 같은 이벤트가 반복적으로 시행된다고 하자.
세 명의 이용자 A, B , C 에 대하여 A 가 B , C 와 친구관계이고 B 와 C 는 친구관계가 아닌 경우,
다음과 같이 친구관계를 바꾼다 : B 와 C 는 친구관계가 되도록 하고, A 는 B 와 친구관계가 안
되고, A 는 C 와도 친구관계가 안 되도록 한다. 이때, 그 외의 친구관계는 바뀌지 않는다.
처음 단계에서, 1010 명의 이용자 각각은 1009 명의 이용자와 친구관계이고, 나머지 1009 명의 이용자 각각은

1010 명의 이용자와 친구관계라 하자. 위와 같은 이벤트를 계속 시행하여, 결국에는 모든 이용자들이 각각
한 명 이하의 이용자와 친구관계가 되도록 하는 일련의 이벤트가 존재함을 보여라.

제한시간 각 4시간 30분 ; 문항당 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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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7일 (수)>
4.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양의 정수의 순서쌍 (k, n) 을 모두 구하여라.

k! = (2n − 1)(2n − 2)(2n − 4) · · · (2n − 2n−1 )

5. Bath은행은 한 면은 H , 반대면은 T 인 동전을 발행한다. Harry는 n 개의 동전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일렬
로 늘어놓았다. 그는 다음과 같은 시행을 반복적으로 한다 : 만일 이 동전 중 H 가 정확히 k(k > 0) 개가 있
으면 왼쪽부터 k 번째 동전을 뒤집는다. 만일 모든 동전이 모두 T 이면 시행을 멈춘다. 예를 들어, n = 3 이고
초기 놓임이 T HT 인 경우, 다음과 같은 3번의 시행을 한 후 멈춘다. T HT → HHT → HT T → T T T .
(a) 초기 놓임이 어떠하든, Harry는 유한 번의 뒤집는 시행을 한 후에 시행을 멈추게 됨을 보여라.
(b) 각 초기 놓임 C 에 대하여, L(C) 를 Harry가 시행을 멈추기 전까지 한 시행의 횟수라 하자. 예를
들어, L(T HT ) = 3 이고 L(T T T ) = 0 이다. 2n 개의 모든 가능한 초기 놓임 C 에 대하여, L(C) 의
평균값을 구하여라.

6. 예각삼각형 ABC 의 내심은 I 이고 AB ̸= AC 이다. 삼각형 ABC 의 내접원 ω 는 변 BC , CA, AB 와
각각 D, E , F 에서 접한다. 점 D 를 지나고 EF 에 수직인 직선이 ω 와 또 다시 만나는 점을 R 이라 하자.
직선 AR 이 ω 와 또 다시 만나는 점을 P 라 하자. 삼각형 P CE 의 외접원과 삼각형 P BF 의 외접원이
만나는 점을 Q(Q ̸= P ) 라 할 때, 두 직선 DI 와 P Q 의 교점이 A 를 지나고 AI 와 수직인 직선 위에
있음을 보여라.

제한시간 각 4시간 30분 ; 문항당 7점

한국수학올림피아드 문제의 저작권은 대한수학회에 있습니다. 대한수학회의 허락 없이 문제의 전부 혹은
일부를 인쇄하거나 전자매체를 통하여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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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안 교수(강원대), 제38회 스승의 날 정부포상 “근정포장” 수훈
박종안 교수가 「2019년도 제38회 스승의 날 기념식」에서 근정포장을 수훈하였다.
교육부는 2019년 제38회 스승의 날을 맞아 지난 5월 1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념식을 열고 교육발전에 공헌한 우수교원에 대한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부총리
표창을 수여하였다.
박종안 교수는 35년간 대학교육에 헌신 봉사함으로써 후학 양성에 공헌하였으며,
1999년부터 강원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수학 심화‧사사과정 강의를 맡아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문을 전수하는 등 인재양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남권 교수(조선대), 과총 ‘제29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수상
김남권 교수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과총) 2019년 ‘제29회 과학기술우수
논문상’을 수상하였다.
과총에서는 1991년부터 매년 창의적인 연구활동을 통하여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과
학기술자를 선정하여 시상함으로써 연구의욕과 사기를 높이고 연구 분위기 제고 및
과학기술 수준 향상과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학회의 추천을 받아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을 시상해 오고 있다.
김남권 교수는 오랫동안 편미분방정식에서 중요하게 연구되고 있는 “3-dimensional
Euler equation”에 대해서 연구해 왔으며, 이번 수상 논문 “Namkwon Kim and
Bataa Lkhagvasuren, Global existence for a partially linear 3D Euler flow, J. Korean Math. Soc. 55
(2018), No. 1, pp. 211-224”에서 Partially linear 3D Euler flow에 대한 global existence를 적절한 조건하
에서 증명하였다.

제31회 아시아태평양수학올림피아드(APMO) 종합 1위 달성
지난 3월 12일(화)에 실시된 제31회 아시아태평양수학올림피아드(Asian Pacific Mathematics Olympiad, APMO)
에서 우리나라가 41개 참가국 중 1위를 하였다.
이번 대회에서는 총 5문제(시험시간 4시간, 각 문제당 7점 만점)가 출제되었으며, 나라별 순위는 각 나라의
참가자 중 상위 10명의 점수 합으로 결정되었다. 우리나라는 총점 240점으로 1위를 하였으며, 2위는 미국
(212점), 3위는 싱가포르(202점), 4위는 태국(200점), 5위는 러시아(194점), 6위는 이란(193점), 7위는 일
본(167점)이 차지하였다. 특히, 조영준 학생, 노태영 학생이 28점으로 전체 최고점을 받았다.
우리나라 학생 82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의 수상결과는 다음과 같다.(수상자 가나다 순)
- 금상(Gold Award): 조영준(서울과학고 3)
- 은상(Silver Award): 김지민(서울과학고 1), 노태영(서울과학고 3)
- 동상(Bronze Award): 김서진(서울과학고 2), 김태훈(서울과학고 3), 김홍녕(서울과학고 3), 서유완(서울과학고 1)
- 장려상(Honorable Mention): 배준휘(원촌중 2), 안재준(서울과학고 3), 이현준(서울과학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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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국제수학올림피아드(IMO) 종합 3위
세계 수학 영재들이 겨루는 제60회 국제수학올림피아드(International Mathematical Olympiad, 이하 IMO)가
총 112개국 621명의 대표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7월 10일에서 22일(현지 기준)까지 영국 바스에서 개최되
었다. 이 기간 중 시험은 7월 16일, 17일 양일간 치러졌고, 채점은 18일~19일 이루어졌다.
이번 대회에서는 한국대표단은 226점으로 3위를 하였다. 227점으로 공동 1위를 한 중국, 미국과는 1점 차
이다. 총점 226점은 우리나라가 IMO에 참가한 이래 기록한 가장 높은 점수로, 기존 최고점인 209점(2012
년)에서 17점이 올랐다.
또한 역대 최초로 대표학생 전원이 개인 순위 20위 이내로 금메달을 수상하는 등 성적과 기록 면에서 모두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다. 대표학생 전원 금메달은 2012년과 2017년에 이어 역대 3번째이다. 특히, 조영준
(서울과학고 3) 학생은 6문제 모두 만점을 받아 개인 1위를 차지하였다.
이번 대회의 한국대표단 수상 내역 및 상위 입상국은 다음과 같다.
▪ 한국대표단
단

장: 송용진 교수(인하대)

부 단 장: 최수영 교수(아주대), 신희성 교수(인하대), 유호석 교수(세종대)
조

교: 주정훈(서울대)

참 관 인: 황태진(한국과학창의재단)
대표학생: 강지원(서울과학고 3), 고상연(서울과학고 2), 김지민(서울과학고 1),
김홍녕(서울과학고 3), 송승호(서울과학고 3), 조영준(서울과학고 3)
수상자 명단
금메달
(Gold medal)

강지원(서울과학고 3)
고상연(서울과학고 2)
김지민(서울과학고 1)
김홍녕(서울과학고 3)
송승호(서울과학고 3)
조영준(서울과학고 3)

1위 중국
미국
3위 대한민국
4위 북한
5위 태국
6위 러시아
7위 베트남

227점(금6)
227점(금6)
226점(금6)
187점(금3,
185점(금3,
179점(금2,
177점(금2,

은3)
은3)
은4)
은4)

국가별 순위
8위
9위
10위
11위

싱가포르
세르비아
인도네시아
헝가리
우크라이나
13위 일본

174점(금2,
171점(금3,
168점(금1,
165점(금1,
165점(금1,
162점(금2,

은4)
은1,
은3,
은3,
은4,
은2,

동2)
동2)
동2)
동1)
동2)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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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학회지(JKMS), 대한수학회보(BKMS) SCI 2018
Impact Factor 순위 발표
대한수학회지(Journal of the KMS)의 2018 JIF는
0.584로, 313개 저널 중 216위를 차지하였고, 대한
수학회보(Bulletin of the KMS)의 2018 JIF는 0.363
로, 287위를 차지하였다.
저널의 전체적인 영향력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의 전체 등위는 다음과 같다.
대한수학회지
(JKMS)

대한수학회보
(BKMS)

729

733

Impact Factor

0.584

0.363

5-Year Impact Factor

0.612

0.453

Immediacy Index

0.129

0.129

Citable Items

85

139

Cited Half-Life

8.1

5.9

0.00145

0.00193

0.272

0.190

구분
Total Cites(2018)

Eigenfactor Score
Article Influence Score

* 출처: 2019 Clarivate Analytics

연도별 Journal Impact Factor
연도

대한수학회지
(JKMS)

대한수학회보
(BKMS)

2018년

0.584(216/313)

0.363(287/313)

2017년

0.684(164/309)

0.403(270/309)

2016년

0.441(240/310)

0.375(267/310)

2015년

0.356(271/312)

0.297(289/312)

2014년

0.506(195/312)

0.228(299/312)

2013년

0.415(229/302)

0.448(214/302)

2012년

0.323(258/296)

0.388(233/296)

2011년

0.223(276/289)

0.244(272/289)

회원 여러분께서 대한수학회 학술지에 보내주신 관
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논문을 많
이 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수학회 학술지 편집위원회

기초과학 학회협의체(이하 기과협) 활동
제9회 KASSE 포럼·국회 미래일자리와 교육 포럼
후원 (06.04. 국회의원회관)
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KASSE)와 바른미래당 신
용현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회 미래일자리와 교육
포럼이 주관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기초과학의
발전전략’ 포럼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
단체총연합회 및 기과협 후원으로 개최되었다. 기과
협 대표로 대한수학회 금종해 회장이 ‘4차 산업혁명
과 기초과학’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였다.

◑ 회장단 동정 ∙∙∙∙∙∙∙∙∙∙∙∙∙∙∙∙∙∙∙∙∙∙∙∙∙∙∙∙∙∙∙∙∙∙∙∙∙∙∙∙∙∙∙∙∙∙∙∙∙∙∙∙∙∙∙∙∙∙∙∙∙∙∙∙∙∙∙∙∙∙∙∙∙∙∙∙∙∙∙∙∙∙∙∙∙∙∙∙∙∙∙∙∙∙∙∙∙∙∙∙∙∙∙∙∙∙∙∙∙∙∙∙∙∙∙∙∙∙∙∙∙∙∙∙∙∙∙∙∙∙∙∙∙∙∙∙∙∙∙∙∙∙∙∙∙∙∙∙∙∙∙∙
제9회 KASSE 포럼·국회 미래일자리와 교육 포럼
주제발표 (06.04.)

지역학회 역할 및 활성화 방안 간담회 참석 (06.28.)

지역학회 역할 및 활성화 방안 간담회 참석 (06.13.)

강원경기수학회, 영남수학회 국제공동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축사 (06.29.)

충청수학회, 호남수학회 공동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축사 (06.14.)

한국과학창의재단 국제과학올림피아드 발대식 참석
(07.03.)

국제학술지(JKMS, BKMS) 발간 지원금 관련 과총
차기회장 및 사무총장 면담 (06.25.)

확률해석 및 응용 연구센터(SAARC) 개소식 참석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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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및 위원회 개최 ∙∙∙∙∙∙∙∙∙∙∙∙∙∙∙∙∙∙∙∙∙∙∙∙∙∙∙∙∙∙∙∙∙∙∙∙∙∙∙∙∙∙∙∙∙∙∙∙∙∙∙∙∙∙∙∙∙∙∙∙∙∙∙∙∙∙∙∙∙∙∙∙∙∙∙∙∙∙∙∙∙∙∙∙∙∙∙∙∙∙∙∙∙∙∙∙∙∙∙∙∙∙∙∙∙∙∙∙∙∙∙∙∙∙∙∙∙∙∙∙∙∙∙∙∙∙∙∙∙∙∙∙∙∙∙∙∙∙
지역학회 역할 및 활성화 방안 간담회 (1차 06.03.
2차 06.28.)
2019년도 상반기 수학 용어 영상 콘텐츠 공모전
심사위원회 (06.07.)

2019년도 제1차 기금관리 및 운용위원회 (06.21.)
2019년도 제2차 운영위원회 (07.05.)
2019년도 제3차 이사회 (07.05.)

2019년도 제1차 편집위원회 (06.12.~06.17.
전자회의)
2019년도 대한수학회 정기총회 및 가을 연구발표회
조직위원회 (06.20.)
2019년도 제1차 운영위원회 (06.21.)

제1호. 신입회원 입회 및 회원구분 변경 심의·의결
제2호. 기금 관리 및 운용위원회 승인사항의
집행 승인
제3호. 편집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심의·의결
제4호. 회지 게재료 관련 심의·의결
제5호. 국제교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심의·의결

◑ 한국수학올림피아드 ∙∙∙∙∙∙∙∙∙∙∙∙∙∙∙∙∙∙∙∙∙∙∙∙∙∙∙∙∙∙∙∙∙∙∙∙∙∙∙∙∙∙∙∙∙∙∙∙∙∙∙∙∙∙∙∙∙∙∙∙∙∙∙∙∙∙∙∙∙∙∙∙∙∙∙∙∙∙∙∙∙∙∙∙∙∙∙∙∙∙∙∙∙∙∙∙∙∙∙∙∙∙∙∙∙∙∙∙∙∙∙∙∙∙∙∙∙∙∙∙∙∙∙∙∙∙∙∙∙∙∙∙∙∙∙∙∙∙∙∙
2019년도 집중교육
제60회 국제수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 학생 6명을 대
상으로 월요일~토요일에 집중교육을 실시하였다.
(6월 6일, 8일, 14일, 15일, 17일, 6월 19일~7월 9일)
제29기 한국수학올림피아드 여름학교 예정
▪일시: 2019년 8월 1일(목)~8월 9일(금)
▪장소: 아주대학교
▪대상: 제33회 한국수학올림피아드 고등부 및 중등
부 1차시험 성적우수자, 한국수학올림피아드위원
회에서 추천한 자
▪교장, 교무: 고호경 교수(아주대), 최수영 교수(아주대)
제1회 한국주니어수학올림피아드(KJMO) 예정
제1회 한국주니어수학올림피아드(이하 KJMO)를 2019
년 8월 24일(토), 전국 8개 대학(서울대, 한국외대(서
울), 아주대, 인하대, 카이스트, 경북대, 동아대, 전남
대)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제1회 KJMO의 응시대상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이며, 6월 26일(수)~7월
18일(목)까지 원서를 접수하였다.
시험은 주관식 단답형 25문항, 총 100점 만점으로 출

제 범위는 초등학교 전 과정과 중학교 1학년 과정 및
이에 준하는 수학 내용이며, 성적 우수자에게 금상, 은
상, 동상, 장려상을 시상할 예정이다.
한국수학올림피아드(KMO)가 국제수학올림피아드의 출
제범위와 난이도를 기준으로 출제되고, 고학년 학생들
을 대상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저학년 학생들에게
도 수학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한다는 요구
가 있었다. 올해부터 개최되는 KJMO는 저학년 학생들
이 수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
이며 장차 4차 산업혁명시대의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
인재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제33회 한국수학올림피아드 고등부 및 중등부 2차시
험 예정
제33회 한국수학올림피아드 고등부 및 중등부 2차시험
을 2019년 11월 16일(토), 전국 6개 대학(장소 미정)
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응시대상은 제33회 한국수학올
림피아드 고등부 및 중등부 1차시험 성적우수자와 한
국수학올림피아드위원회에서 추천한 학생들이며, 이 시
험의 성적우수자를 선발하여 2020년 제33기 한국수학
올림피아드 겨울학교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지 사항
1. 2019년도 대한수학회 정기총회 및 가을
연구발표회 개최 안내
① 일자: 2019.10.25.(금)~10.27.(일)
② 장소: 홍익대학교(서울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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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년도 개인회비 및 대의원회비 납입 안내
7월 31일 현재 2019년도 회비납부 상황은 개인
회비 729명, 대의원회비(단체회비) 26개교입니다.
아직까지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이나 대의원
은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186호

회원 동정
1. 승진 및 보직 발령

2. 국외 학술회의 참석

최영주(POSTECH):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위원

박정형(성균관대): 호주, The Univ. of Queensland,
Workshop

위촉, 2019.06.27.~2020.06.26.

on

geometric

analysis

and

homogeneous geometry, 초청강연, 2019.
06. 24.~28.

대한수학회 각종 위원회
국제교류위원회 (임기: 2019.07.01.~2023.06.30. / 당연직 임기: 2019.01.01.~2020.12.31.)
강현배(인하대, 위원장)
곽민규(전남대)
김선자(청운대)
이남훈(홍익대, 당연직)
최영주(POSTECH, 당연직)

강남규(고등과학원, 당연직)
곽시종(KAIST)
김정한(고등과학원)
이준엽(이화여대)

고계원(고등과학원)
김민형(Univ. of Oxford)
박종일(서울대)
차재춘(POSTECH)

<재미있는 수학 퍼즐-문제>
이번호의 퍼즐을 소개합니다.

빗금 친 부분의 넓이는 전체 정육각형 넓이의 몇 분의 몇?

정답은 42쪽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퍼즐 출제: 박부성 (경남대학교 수학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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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 학술회의
GeoMath Workshop
▪일자: 2019.08.12.~14.
▪장소: 국가수리과학연구소
▪홈페이지: https://www.nims.re.kr/campActivity/
detailActivity?type=overview&activity_id=207843
BRL-PMI Intensive Lecture series
▪일자: 2019.08.12.~23.
▪장소: POSTECH
▪주관교수: 조성문(POSTECH), 김태경(IBS-CGP)
▪강연자: A. Skorobogatov(Imperial College London),
F. Xu (Capital Normal Univ.)
▪발표제목: The Brauer-Manin obstruction
2019 Combinatorics Workshop(2019 조합론 학술대회)
▪일자: 2019.08.13.~15.
▪장소: 호텔 스카이파크 인천송도
▪홈페이지: https://cw2019.combinatorics.kr/
Recent Advances in Nonlocal Kinetic, Fluid, and
Diffusive PDEs
▪일자: 2019.08.19.~23.
▪장소: 유탑 유블레스 호텔 제주

▪홈페이지: http://math.inha.ac.kr/~ypchoi/pde_
conference/
2019 차세대 여성 수리과학 전공자 커리어 리더스포럼
▪일자: 2019.08.22.
▪장소: 서울대학교
▪홈페이지: http://www.kwms.or.kr/
2019 한국여성수리과학회 국제학술대회
▪일자: 2019.08.22.~23.
▪장소: 서울대학교
▪홈페이지: http://www.kwms.or.kr/
Birational Geometry, Kaehler-Einstein Metrics and
Degenerations: Moscow-Shanghai-Pohang
▪일자: 2019.11.18.~22.
▪장소: POSTECH
▪홈페이지: http://www.maths.ed.ac.uk/cheltsov/
msp/index.html
자세한 사항은 대한수학회 홈페이지 ‘학술대회
캘린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ms.or.kr/event/main.html)

<재미있는 수학 퍼즐-정답>

출전: Rick Mabry, Proof Without Words: One-Thirteenth of a Hexagon, Mathematics Magazine,
May 2018, 91(3), 184--185.

퍼즐 출제: 박부성 (경남대학교 수학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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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대한수학회상 수상후보자 추천 의뢰
(공로상, 학술상, 논문상, 상산젊은수학자상, 디아이 수학자상)
2019년도 대한수학회 정기총회 및 가을 연구발표회에서 대한수학회상 시상규정에 따라 대한수학회
(공로상, 학술상, 논문상, 상산젊은수학자상, 디아이 수학자상)을 시상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수상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의 명칭

수상자격

공로상

다년간 사회활동, 또는 학회활동 등을 통하여 한국 수학계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학술상

대한수학회 회원으로서 다년간 수학의 연구에 종사하여 단일분야에 우수한
연구 업적을 이룩하여 학문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논문상

국내 수학 관련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국제적으로 많이 인용되어 그 우수
성을 인정받아 학문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상산젊은
수학자상

○ 수상자격: 박사학위를 취득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고 수학분야에 업적이
뛰어난 사람
※ 박사학위 취득년도: 2014년 1월 1일 이후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대상업적: 피추천된 사람이 전문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을 심사하여 선정

디아이
수학자상

○ 수상자격: 한국 수학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거나 국내외적으로 수학계
위상을 높여 학계 발전에 기여한 사람
○ 대상업적: 세계적 수준의 우수한 학문적 성과를 이룬 업적 또는 국내외
적으로 한국 수학계 발전에 크게 기여한 업적

1. 접수시기
상시추천
2. 심사대상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6일(금)까지 접수된 것에 한함. (마감일 당일 소인 유효)
※ 수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은 후보자는 자동으로 다음해의 후보자가 됨.
3. 추천권자
o 공로상, 학술상, 논문상, 상산젊은수학자상: 대의원, 분과위원 또는 3인 이상의 정회원
o 디아이 수학자상: 대의원, 분과위원, 3인 이상의 정회원 또는 소속기관장 및 학회 등 단체장
4. 제출서류
추천서류(소정양식) 및 증빙자료
(추천서류(소정양식)는 학회 홈페이지(http://www.kms.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5. 제출방법
추천서류(소정양식) 및 증빙자료를 등기우송하고, 추천서류(HWP파일) 및 증빙자료(PDF파일)를
E-mail 발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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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대한수학회 회비 및 구독료 납부 안내
▣ 2019년도 대한수학회 회비 및 구독료
회원구분

연회비

구독료

100,000원

정회원

(※ 연회비 지원대상자: 60,000원)

교육회원
학생회원
일반회원

25,000원
25,000원
25,000원

대 의 원

비

고

▸대한수학회지, 대한수학회보, 대한수학회논문집 :
권당 5,000원 × 발행 횟수
(연간 회지 6회 발행, 회보 6회 발행, 논문집 4회 발행)

※ 단위기관의 정회원 수에 따라 구분
▸모든 회원에게는 ‘대한수학회소식’이 무료로 발송됨.
▸모든 회원에게는 ‘대한수학회지, 대한수학회보, 대한수학회논문집’에 대한 정보(목차, 원문)가
매 호별로 이메일 발송됨.
▸구독료 납부에 따른 간행물 배송 기간 : 2019 1. 1 ~ 2019. 12. 31
▸정회원의 경우, 정년퇴임(명예퇴직 포함) 이후에 종신회비(일시금, 300,000원)를 납부하면
정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음.

※ 2011년도부터 환경보호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대한수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3종(대한수학회지,
대한수학회보, 대한수학회논문집)을 온라인으로만 배포하고 있습니다.
※ 대의원 회비 및 배포간행물 : 단위기관의 정회원 수에 따름.
배포간행물
(대한수학회지, 대한수학회보, 대한수학회 논문집)

구분

회비

3인~9인
10인~15인
16인~20인

70,000원
120,000원
170,000원

각 1부

21인 이상

220,000원

각 3부

각 2부

▣ 회비 납부방법

1. 무통장 : 국민은행 349437-04-022400
[예금주: 사)대한수학회]
우체국
013524-01-003707
[예금주: 사단법인대한수학회]
2. 신용카드 결제 / 실시간 계좌이체 : 학회 홈페이지(www.kms.or.kr) → 회원공간 → 회원로그인

▣ 대한수학회 회원 구분
구분
정회원
교육회원
학생회원
일반회원

※ 온라인 회원가입 : www.kms.or.kr → 회원공간 → 회원가입 안내
내용

수학 또는 수학과 관계있는 학문을 전공한 사람
☞ 연회비 100,000원 / 입회비 10,000원 / 계 110,000원
(※ 연회비 지원대상자: 연회비 60,000원 / 입회비 10,000원 / 계 70,000원)
수학 또는 수학과 관계있는 분야의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주로 중등학교 교사)
☞ 연회비 25,000원 / 입회비 5,000원 / 계 30,000원
수학 또는 수학과 관계있는 대학(원) 과정의 재학생
☞ 연회비 25,000원 / 입회비 5,000원 / 계 30,000원
수학 또는 수학과 관계있는 학문에 관심이 있는 사람
☞ 연회비 25,000원 / 입회비 5,000원 / 계 30,000원

대 한 수 학 회
진흥2311-30115

수신자 :

(제 2 안)

N

각 대학교 총장, 각급 학교장

참 조 :

대한수학회 회원, 수학전공 교수 및 수학교사

제 목 :

<2019년도 대한수학회 정기총회 및 가을 연구발표회> 개최 안내
1. 귀하의 건승하심과 귀 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9년도 대한수학회 정기총회 및 가을 연구발표회>가 다음과 같이 개최됩니다. 귀 교의 수학교수, 수학교사,

대학원생 등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2019년도 대한수학회 정기총회 및 가을 연구발표회>
◎ 일자: 2019. 10. 25.(금)~27.(일)
◎ 장소: 홍익대학교(서울캠퍼스)
◎ 홈페이지: http://www.kms.or.kr/meetings/fall2019/
① 초록 제출
- 마감일: 2019. 8. 20.(화) (홈페이지 → Submission of abstract)
② 사전등록
- 마감일: 2019. 9. 30.(월) (홈페이지 → Registration)
- 등록비:
회원구분

정회원

2019년도 연회비
100,000원
(연회비 지원대상자
: 60,000원)
25,000원

2019년도 가을 연구발표회 등록비
사전등록비
현장등록비
등록비
등록비
사전등록비
현장등록비
지원 대상자
지원 대상자
150,000원

40,000원

180,000원

50,000원

교육/학생/일반회원
70,000원
30,000원
80,000원
35,000원
비회원
230,000원
※ 등록 안내사항
• 2019년도 연회비 납부가 완료된 회원은 사전등록 및 현장등록이 가능합니다.
비회원은 현장등록만 가능합니다.
• 사전등록의 경우 온라인 사전등록 신청과 사전등록비 납부가 모두 이루어져야 사전등록이 완료됩니다.
• 등록하신 분께는 프로그램 및 논문초록집 1권과 기념품, 중식 및 연회(10.26.(토))를 제공합니다.
※ 대한수학회 등록비 지원 프로그램
• 대한수학회는 봄, 가을 연구발표회에 참가하는 회원 중 소속 기관이나 연구재단 등으로부터 학술대회 참가
경비를 지원받지 않는 분에게 등록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단, 등록비 영수증에 “대한수학회가 국내 수학자 지원프로그램으로 등록비의 일부 금액을 지원함."이란
내용이 표기됨.

◎ 주최: 대한수학회
주관: 홍익대학교 수학교육과, 고등과학원, 성균관대학교 응용대수 및 최적화 연구센터,
연세대학교 응용해석 및 계산센터

대 한 수 학 회 장

금 종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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