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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의 진보와 완성은 국가 번영을 좌우한다
(나폴레옹).”

고전적인 수학사, 화석이 된 수학사가 아니
라 현대와 연결된 그리고 미래를 상상하게
하는 생생한 수학사~~

왜 모든 학생은 수학을 배워야 하나?

사회가 발전하면 새로운 발상에 의한 새로운
수학이 탄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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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History :

금속활자

인쇄술

yHistory :

평화 :동양의 화약 ->서양의 대포 : 침략과 식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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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History :

(대포) 포탄의 운동에 관한 연구, 과학 기술 발전
일본의 책 “사회 수학, 파란만장” ; 대포 사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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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부터 전쟁의 역사는 우수한 무기 개량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 몇십 년
을 걸쳐서 단련한 칼의 달인도 일주일 정도 배운 보통 사람의 총과 대포를 당하
지 못했다.
그 예가, 1575년 일본 나가시노 성(현재 아이치 현의 나가시노)에서 오다 노

부나가(織田信長)의 군대가 다케다 가쓰요리(武田勝頼)의 숙달된 기마병 1만
5000명을 물리친 전투이다. 당시로서는 기록적인 1만 6000명의 전사자를 낸 이
전투는 총을 가진 보병부대가 잘 훈련된 기마부대를 대파한 전투로서 군사전술의
변화를 가져온 중요한 사건이었다. 1543년 포르투갈 상인에 의해 다네가시마에
전래된 철포(鐵砲, 뎃포)는 일본 열도에선 100여 년간 지속된 전국(戰國)시대를
마감시킨 촉매제가 되었고, 이 철포를 효율적으로 이용한 오다 노부나가는 일본
제일의 장군(將軍, 쇼군)이 되었다. 오다 노부나가의 부하였던 토요토미 히데요시
(豊臣秀吉)가 마침내 일본의 전국시대를 마감시키고 통일했다. 이런 우수한 무
기의 효력 발휘에 ‘수학’이 한몫을 담당했다.(일본의 수학은 임진왜란 후에 시작)

새로운 무기가
새로운 시대를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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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수학의 발전 (동아시아->중동-> 지중해->유럽->영국->미국->일본-> ??)

• 모두가 쓰던 자연수에 음수를 도입한 중국의 음양설과

• 0을 집어넣은 인도의 공(空)사상, 측량하며 보탠 - 동양

• 이집트의 유리수와 지중해를 건너

• 피타고라스의 무리수, 계속하여

• 유럽의 복소수, 이어서

• 영국의 해밀톤이 생각해낸 4원수, 또 대서양을 건너

• 미국으로 가서 발전한, 컴퓨터, n차원시대를 거쳐 - 서양

• 이제 태평양을 건너 다시 시발점인 아시아로 또 한국으로 중심이 올 것으

로 예측 …          - 동양 ?

20세기 한국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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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한국 수학

교과교실의
교육과정

Sage-Math를 활용한 그래프 그리기
http://math1.skku.ac.kr/pub/

수학교과교실과 인터넷 자료의 수업 활용 예

플래쉬를 활용한 그래프 그리기
http://matrix.skku.ac.kr/2009/3dGrapher/f3d_grapher.htm

과학과 수학분야의 교과교실사업은 IT분야와의 융합적
발전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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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교실(Mathematics Classroom)

부산시 여명중학교

경남 고성중학교 수학교실수학사랑의 교구들

수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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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예시

구성모델 예시
교과과정에 맞는 교구들

교구함

전자교탁

프로젝터

수학교구

○ 개발된 수학 교구의 예

- http://www.mathlove.co.kr/2006/mathschool/math1.html
- http://matrix.skku.ac.kr/2009-Album/200-MathCulture2SPF/Page022.html
- http://matrix.skku.ac.kr/2009-Album/200-MathCulture2SPF/Page049.html
- http://matrix.skku.ac.kr/2009-Album/200-MathCulture2SPF/Page418.html
- http://matrix.skku.ac.kr/2009-Album/200-MathCulture2SPF/Page47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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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교구 – 서울시 안에서 찾는 수학적 구조체 (Offline and online)

- 건축물, 도로, 종이, 문양, 인체, 패턴, …
- 색종이접기를 이용한 도형만들기 및 정다면체 만들기 활동

- 뫼비우스 띠와 클라인 병 만들기를 통한 특이공간 활동
- 암호문 만들기와 해독하기 활동

- 사각 및 육각 플렉사곤 활동
- 온라인 교구 자원 등 … 

패턴블럭을 활용한 도구와 색종이접기를 이용한 도형개념 교육내용

교과교실을 통하여 학생들은 과학적 사고에 따른 효과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음은 물론, 자기주도적 지적 호기심과 상상력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

부산시 여명중학교

수학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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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한국 수학의 경쟁력

Mathematics with Smartphone

한국: 2013년 기존의 핸드폰 생산 중단, 
2015년 국민 대부분 스마트폰 사용

Technology has made it possible to communicate over vast distances with a
very wider audience. • Available wherever and whenever,
• Content is adaptable to meet individual needs
• Enhances knowledge • More independent

Benefits of mobile-Learning (SNS)

Ubiquity

Instant connectivity

Learning-community

Self-directed

Personalization

M-Learning

Contents,
My own Speed

PDA, smartphone

SMS, Phone, SN

My own

Disadvantages of m-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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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장비에서의 FLASH 구동

한국의 개발물한국의 개발물

휴대장비를 위한 FLASH 그래퍼

한국의 개발물한국의 개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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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개발물한국의 개발물
SKKU Sage-Math 

(무료: http://math1.skku.ac.kr/ )

x, y = var('x, y')
implicit_plot(x + 2*y - 4, (x,-2, 4), (y,-2, 3)) + 
implicit_plot(x - y - 1, (x,-2, 4), (y,-2, 3)) 

x, y , z = var('x, y, z')

implicit_plot3d(x + y + 2*z- 4, (x,-3, 3), (y,-3, 3), (z, -3, 3 ), r

gbcolor=(1,0,0)) + implicit_plot3d(x - 2*y + 3*z - 5, (x,-3, 3),

(y,-3, 3), (z, -3,3), rgbcolor=(0,1,0)) + implicit_plot3d(2*x - y

- z - 1, (x,-3, 3), (y,-3, 3), (z, -3, 3 ), rgbcolor=(0,0,1))

Sage-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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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ar transformation

Sage-Mathhttp://math1.skk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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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ge-Math with Android

PC Smartphone

Our Sage-Math Appl for Android

smartphone

Server
1.order

2.computation

3. Answer

Sage-LA in Smartphone (2010)

Generating  
matrices

Generating  matrices, find Echelon 
form

* Graphing with Android App

Graphing functions

MENU, Help, Credits etc
Linear Algebra with Smart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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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ctor operations

Sage-Math Tutorial
Linear Algebra with Smartphone

Vector algebra

Subspace

Vector

LA 

Generating Vectors

Inner product and projection

Ch. 1 Vector

Example Exercise

* LA with Android App (1)

Norm and C-S Inequality

4R , ,                ,                ,)0,1,0,1( −=x )1,0,0,1(=y (0,3,0,2)=z )0,2,0,2( −=w
x

20)1(01 2222 =+−++=x
norm of               is 

Command line for finding norm

Linear Algebra with Smart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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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ar Algebra with Smartphone

Matrix Row operations

New Eng. version (in process):
Sage Calculator for 

Matrix

Quick Reference

Standard 
keyp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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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u v')

from sage.ext.fast_eval import fast_float

from functools import partial

@interact

def trans(x=input_box(u*2-v*2, label="x=",type=SR), \

y=input_box(u*v+cos(u*v), label="y=",type=SR), \

t_val=slider(0,10,0.2,6, label="Length of curves"), \

u_percent=slider(0,1,0.05,label="<font color='red'>u</font>", default=.7),

v_percent=slider(0,1,0.05,label="<font color='blue'>v</font>", default=.7),

u_range=input_box(range(-5,5,1), label="u lines"),

v_range=input_box(range(-5,5,1), label="v lines")):

thickness=4

u_val = min(u_range)+(max(u_range)-min(u_range))*u_percent

v_val = min(v_range)+(max(v_range)-min(v_range))*v_percent

t_min = -t_val

t_max = t_val

g1=sum([parametric_plot((i,v), t_min,t_max, rgbcolor=(1,0,0)) for i in u_range])

g2=sum([parametric_plot((u,i), t_min,t_max, rgbcolor=(0,0,1)) for i in v_range])

vline_straight=parametric_plot((u,v_val), t_min,t_max, rgbcolor=(0,0,1), linestyle='-',thi

ckness=thickness)

uline_straight=parametric_plot((u_val, v), t_min,t_max,rgbcolor=(1,0,0), linestyle='-',thi

ckness=thickness)

(g1+g2+vline_straight+uline_straight).save("uv_coord.png",aspect_ratio=1, figsize=[5

,5], axes_labels=['$u$','$v$'])

Mobile Sage for LA can do lot more~~

We have many things to do for innovative teaching of LA

http://matrix.skku.ac.kr/2011-Sage/2011-Mobile-Math/MobileLA.html

A:  어플을 이용한 스마트폰 러닝의 구체 예?



20

교재: 곽진호, 홍승표 (2004). Linear Algebra: Second Ediition, Birkhauser.

① Solution: Linear Algebra Exercise Solution Book
② Lecture: 2011 SKKU Matrix Theory Lectures of Prof. Sang-Gu Lee

③ Sage: Sage Calculator for Matrix

교재: 곽진호, 홍승표 (2004). Linear Algebra: Second Ediition, Birkhauser.

① Solution: Linear Algebra Exercise Solution Book

Mobile Linear Algebra Solution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선형대수학 공부를 할 수 있다.

http://matrix.skku.ac.kr/2010-Album/2010-MT-all-Solution-v1-sglee/2010-MT-all-Solution-v1-sgle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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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곽진호, 홍승표 (2004). Linear Algebra: Second Ediition, Birkhauser.

② Lecture: 2011 SKKU Matrix Theory Lectures of Prof. Sang-Gu Lee

Mobile Linear Algebra Lecture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선형대수학(Matrix Theory) 강의를 들을 수 있다.

http://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SKKU+math

SKKU – Matrix Calculator

SKKU Mobile Matrix Calculator

Free download

http://matrix.skku.ac.kr/2010-Matrix-Apk/index.html

Independent of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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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rix Info. 

Matrix 1

Matrix 3

How to use 

JMM-MatrixCalculator.avi
wmv

JMM-MatrixCalculator.avi

SKKU – Matrix Calculator for C. 
Phone

New and Good feature of SKKU Mobile Matrix Calculator 

Matrix info – Matrix 2

E-mail
of your 

work with 
your choice 
of  Matrix

SMS of 
your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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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탭 이어 아이패드까지…태블릿PC發 ‘M러닝 시대’ 막 올라> 
사전, 중·고교 교과서, 

입시 강의등 풍부한 콘텐츠+업그레이드된 하드웨어
학생·직장인에 뜨거운 인기몰이

21조 사교육시장 겨냥 다양한 앱 출시
학습지·학원·e교육업체등 발빠른 대응

▶콘텐츠업계, ‘우리야말로 엠러닝의 강자’
학습지 업체나 학원가, 그리고 메가스터디 등 교육용 콘텐츠업체는 발빠르게
엠러닝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콘텐츠를 확보한 만큼 스마트폰, 태블릿PC, 
PMP 등 다양한 하드웨어에 ‘OSMU(One Source Multi Use)’ 지원이 가능하

기 때문이다.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01118000857

M-Learning…손안의 작은 학교 (해럴드경제 2010-11-2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336555

수학공부도 이젠 모바일 시대 (Newsis 2010-07-13)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0409015006

정부, 정보화 교육 ‘스마트 러닝’형태로 확대 (보안뉴스 2011-3-31)

Conclusion4

http://matrix.skku.ac.kr/2011-Sage/2011-Mobile-Math/MobileMath.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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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Korean Mathematicians : 
Free Appl in A-market

http://matrix.skku.ac.kr/2011-Album/2011-Math-Appl/main.html

전통과 첨단의 조화

선물 : 스마트폰 어플 다운로드(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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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h for You! 
http://matrix.skk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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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agai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