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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Article-

열광학 계수 측정을 위한 간섭기법

윤재선*
*

강릉원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Interference Technique for Measurements
of Thermo-optic Coefficient
Jae Sun Yoon*
*

Dept. of Physics,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Gangneung,
210-702, Korea

Abstract: This review will describe how to measure the thermo-optic
coefficients of liquid and solid specimens using a interferometer. And its
related applications are treated.

요약: 본 총설에서는 간섭계를 사용하여 액체시료와 고체 시료의 열광학 계수를 측정
하는 방법과 이를 위해 사용되는 광학계 및 그 응용에 대하여 기술한다.

Keywords: interference, interferometer, thermo-optic coefficient, speckle.

1. 서론
간섭 현상은 빛을 파동으로 취급하는 파동광학 분야에서 다루는 현상 중 하나로,
빛의 간섭성을 이용하여 분석 가능한 간섭무늬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미소한 물체의
운동 정보 또는 매질의 물성 변화를 알아내는 데 사용된다. 이를 위하여 설계된 광학
* Corresponding Author, E-mail: jsyoon@gwnu.ac.kr, Tel:+82-33-640-2293
이 논문은 강릉원주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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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간섭계라 한다.
여기서는 물성변화 중 매질의 굴절률 변화를 측정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그 중 온
도 변화에 따른 굴절률의 변화를 다룰 텐데, 이를 매질의 열광학 계수라 부른다. 이
를 측정하는 실험들로는 단지 각 매질의 열광학 계수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것을 목적
으로 광학계가 설계되기도 하지만 매질이 온도 변화에 따라 그 특성과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밝히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이런 실험에 사용되는 간섭계로는 주로 마하
젠더 간섭계나 트와이만-그린 간섭계가 사용되고 있다. 또한 이런 일반적인 간섭계
이외에도 스펙클 현상을 이용하는 스펙클 간섭계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요즈음은 주
로 전자 스펙클 무늬 간섭계를 많이 사용하는 추세이다.
여기서는 먼저 일반 간섭계를 사용하여 열광학 계수를 측정하는 기법에 대해 언급
한 후 스펙클 간섭계에 의한 측정방법이 기술된다.

2. 일반 간섭 기법에 의한 열광학 계수 측정
(1) 기본 적인 용어 설명
열광학 계수라 함은 시간에 따른 굴절률의 변화율로 광학 매질들 마다 고유한 값을
갖는다. 매질의 굴절률은 매질 내에서의 빛의 속도에 대한 진공 중에서의 빛의 속도
의 비로 1보다 큰 값을 갖으며, 매질마다 이 굴절률의 값이 고정되어 있는 줄로 생각
하기 쉬우나 온도에 따라 변화한다.
일반적으로 액체나 고체 매질의 열광학계수를 측정하는 데는 마이켈슨 간섭계나 마
하제더 간섭계가 많이 사용된다. 마이켈슨 간섭계의 경우에는 빛이 같은 매질을 왕복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마하젠더 간섭계가 이런 실험에선 주로 사용되는 편이
다.

(2) 액체 시료의 열광학 계수 측정
액체 매질은 그림 1과 같은 마하젠더 간섭계를 이용하여 그 열광학 계수를 측정할
수 있다. 간섭계의 한 쪽 팔에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보온 용기를 설치하고 그 안에
액체 시료가 담긴 유리용기를 놓고 용기 내의 온도를 천천히 변화시켜 가면서 간섭무
늬의 명암의 변화를 광검출기를 통해 차트 레코더로 기록한다. 이때 시료의 온도는
열전쌍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측정한다. 이 실험에서 용기의 변화 효과도 같이 검출
될 수 있으므로 먼저 빈 용기만으로 실험을 한 후 본 실험을 하여야 한다.
빈 용기만으로 실험을 할 경우, 열 변형에 의해 광로정을 광원의 파장 λ만큼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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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기 위한 온도변화를 ∆   라고 하면

Fig. 1. Measurement system of thermo-optic coefficient for liquid material
by Mach-Zehnder interferometer.

  ∆       ∆

(1)

와 같은 식이 만족된다. 여기서  는 용기의 굴절률이고   는 빛이 지나는 용기매질
의 두께 합을 나타내며  는 용기매질의 선팽창 계수이다.
용기 내에 시료가 담겨있는 경우,   을 액체 시료의 두께라 하고  을 액체 시료의
굴절률이라 하면 온도변화 ∆   에 의한 전체 광로정의 변화를  라 할 때
  ∆       ∆  ∆        ∆

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2)

이때 온도 변화에 따른 굴절률 변화가 선형성을 갖는다고

가정하면

∆  ∆  ∆  ∆
∆   ∆ ∆       ∆

와 같은 관계식을 얻어, 열광학 계수에 관한 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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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

와 같이 얻을 수 있다.
그림 2는 벤젠을 시료로 하여 실험할 때 (A)에는 시간에 따른 간섭무늬의 명암변화
를 그리고 (B)에는 시간에 따른 열전대에서 측정되는 열전압의 변화를 그래프로 보여
주고 있다. 이 열전압은 열전대 제작자가 첨부한 환산표를 이용하여 온도로 바꿔 표
시할 수 있다.
그림 3은 그림 2를 해석하여 온도 변화에 따른 광로정의 변화로 환산하여 그린 그
래프로, 이 직선 그래프의 기울기가 열광학 계수에 해당한다. 벤젠을 시료로 사용할
때 이 시료의 열광학 계수는   ×  로 계산된다.

Fig. 2. (A) Brightness variation of interference fringe and (B) change of
thermoelectric voltage versus time for benz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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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 of optical path length versus change of temperature for
benzene.

표 1은 같은 방법으로 측정된 액체 시료들의 열광학 계수를 보여준다. 표에서 보듯
이 액체 시료의 경우에는 온도가 증가됨에 따라 굴절률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
으며, 그 변화율인 열광학 계수가   정도임을 알 수 있다. (Yoon et al. 1987)

Table 1. Measured thermo-optic coefficients of liquid samples, n is each
refractive index.

(3) 고체 광 매질의 열광학 계수측정
고체 매질의 열광학 계수를 측정하는 데에는 일반적인 마하젠더 간섭계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고체의 열광학 계수는 액체 보다 훨씬 작은 값을 가지므로 그림 4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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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다중반사 기법(Yoon et al. 1985)을 사용하면 더 정밀한 값을 얻을 수 있다. 그
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측정하고자 하는 고체 매질로 작은 프리즘과 큰 프리즘을 만
들어서 트와이만-그린 간섭계의 한 쪽 팔에 빛이 되돌아 나갈 수 있도록 간섭계를 조
정한다.

Fig.

4.

Measurement

system

of

thermo-optic

coefficient

using

multi-reflection technique.

그림에서 큰 프리즘의 빗면의 길이를 2a, 작은 프리즘의 빗면의 길이를 2c, 큰 프
리즘의 잘린 길이를 b, 그리고 프리즘 내에서의 반사 횟수를 N이라 하면 빛이 매질
내를 지나는 총 광로 L은

          

(5)

가 된다. 여기서 ∆만큼 온도가 변할 때 굴절률이 ∆만큼 변하며, 매질의 열팽창
계수를 라 할 때 전체 광로정의 변화가 파장 와 같다고 하면

  ∆     ∆     ∆

와 같은 식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이 광학계에서의 열광학 계수의 표현식은

- 6 -

(6)

윤재선 : 열광학 계수 측정을 위한 간섭기법

Fig. 5. Schematic diagram of the measuring system.
TC is copper-constantan thermocouple.




          


 ∆


(7)

와 같다.
만약 부피가  인 고체매질을 갖고 이 실험을 한다면,      
  인 프리즘을 제작할 수 있으며, N을 8회로 하더라도 L은  까지 가능
하다. 매질 내의 총 광로정의 증가로 더 정밀한 실험이 가능한 것이다. (Yoon et al
1987)

(4) 그 외의 응용
먼저 매질의 작은 흡수계수를 구하는 데에도 간섭계가 사용될 수 있다. 그림 5와
같은 계의 장점은 흡수되는 빛의 파장과 간섭계의 광원의 파장이 동일할 필요가 없다
는데 있다. 때문에 가시광선 이외의 빛의 흡수율도 간섭계로 정확히 구할 수 있다.
파장이 인  Nd-glass 레이저를 사용할 때 이 빛의 흡수율 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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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lots of inverse specific temper width versus temperature.

와 같다.(Yoon et al. 1985) 여기서 a/b는 무늬의 변화율이며 r은 흡수광속의 반경,
는 매질의 밀도, c는 비열, E는 입사된 전체 에너지를 의미한다. (Yoon et al.
1985)
또한 폴리머-용매 상호작용을 관찰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보통은 점도 측정 실험이
나 굴절률 증가 실험을 통해 알아보는데, 간섭계를 사용하여 열광학 계수의 변화를
직접 측정함으로서 서로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도 있다. 그림 1과 같은 실
험장치를 사용하여 시료로 수용성 폴리머를 농도에 따라 실험함으로서 그림 6과 같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다. 이로부터 열광학 계수의 불연속점이 나타나는 온도 영역을
관찰하였고, 이 불연속점을 구조 전이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Yoon et al. 1988
)

3. 스펙클 간섭계
(1) 스펙클
스펙클이란 레이저와 같이 결맞음성이 좋은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거친 표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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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된 후 스크린 상에서 간섭 작용에 의해 그림 7과 같이 불규칙적으로 생겨나는 반
점들을 의미한다. 이 스펙클의 크기는 물체의 표면 상태와 조리개의 크기에 따라 변
화한다.

Fig. 7. Speckle pattern.

(2) 스펙클 간섭계
물체를 변형시키기 전후로 물체 표면에 의해 만들어진 스펙클 패턴을 한 필름 상에
이중 노출하면 각각의 스펙클 무늬들이 이중슬릿 효과를 내서 변형 정도에 따라 간섭
무늬를 발생한다. 그림 8과 같은 이중 스펙클 간섭계에서, 변형할 물체와 기준 물체
에 레이저 빛을 입사시키고 렌즈 앞에 aperture를 설치하여 필름 상에 스펙클 패턴
을 노출한 후, 다른 필름으로 교체한 후 물체를 변형시키고 나서 다시 필름에 두 번
째 노출을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두 스펙클 패턴을 그림 9와 같은 공간 필터링 용
광학계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변형 무늬가 그림 10과 같다.(Yoon et al. 1987)

Fig. 8. Double speckle interfer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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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Optical system filtering the speckle patterns spacially.

Fig. 10. Spacial filtered fringes of a deformed copper disk.

(3) 전자 스펙클 무늬 간섭계(ESPI; electronic speckle pattern interferometer)
필름을 사용하는 스펙클 간섭계에서 진화한 형태로 필름 대신 TV 카메라를 사용하
는 이 간섭계는 무늬 가시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지만 컴퓨터를 사용하여 화상 처리
를 하면 그 가시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림 11은 횡변형 측정용 ESPI이다. 결상면 상에서 임의의 점에서의 기준산란광과
탐사산란광의 진폭을    



    



라 하면, 이 점에서의 빛의 세기는

      
  cos

(9)

이다. 여기서                이다. 변형으로 인한 광속간의 위상
차를 ∆라 하면, 변형 후의 빛의 세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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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ESPI for the measurement of longitudinal deformation.

      
  cos  ∆

(10)

와 같다. 이때 카메라의 입력신호    와 출력신호    가 서로 비례한다고 가정하
면, 변형 전후의 출력신호를 뺄셈 처리한 결과는

    
∝   
 
   cos  cos  ∆

(11)



 
  sin   ∆sin  ∆



와 같다. 이 신호를 정류하여 전송할 때의 모니터 화상의 밝기는





     sin    ∆sin  ∆



(12)

와 같으므로, 동일한 ∆를 갖는 선을 따라 B의 평균을 잡을 때 그 최대 최소값은

max  
   ∆   
 ∆  
min  

(13)

와 같다. 이와 같이 ∆의 값에 따라서 밝고 어두운 간섭무늬가 발생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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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Longitudinal deformation fringe of a rotational surface by ESPI.

그림 12는 물체 면을 22” 만큼 회전시킬 때 종방향으로 균일한 변형이 생성되었
다고 볼 수 있는데 그에 해당하는 균일한 간섭무늬를 모니터로 관측할 수 있
다.(Yoon et al. 1989)
ESPI를 사용하면 액체시료의 열광학 계수도 온도에 따라 연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
다. 그림 13은 이를 관측하기 위한 광학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
이 확대된 레이저 광속을 둘로 나눠서 기준광과 시료를 지나는 탐사광을 산란판 위에
겹쳐서 입사시킨다. 온도를 서서히 올리면서 각 온도에서의 물체면에서 산란된 빛을
렌즈로 고체촬상소자 위에 스펙클 형태로 결상한다. 임의의 온도에서의 스펙클 패턴
을 기준으로 하여 온도 변화에 따라 변형 되는 스펙클 패턴을 연속적으로 디지털 형

Fig. 13. Schematic diagram of the ESPI for measuring the thermo-optic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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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Vessel cross section of a wedge shape.

태로 저장해 놓는다. 일련의 실험이 종료되면 각 스펙클 패턴에서 기준 스펙클 패턴
을 컴퓨터를 사용하여 뺌셈을 하여 변형무늬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온도에 따
른 굴절률의 변화 그래프를 선형회귀 방법으로 구하면 시료의 열광학 계수가 구해지
는 것이다.
ESPI 내부의 시료 용기만을 놓고 보았을 때, 공기의 굴절률을 1이라 놓고  ≪ 이
라 하면 그림 14로부터 굴절율이 ∆만큼 변할 때 굴절각의 변화 ∆ 는

∆  ∆ 

(14)

임을 알 수 있다. 광학계에서 용기와 물체의 산란면 간의 거리를 이라 할 때, 산란면
상에서 광속이 ∆  만큼 이동하게 되므로, 횡변위 이론을 적용하면 시료의 열광학
계수는


 
 

sin  sin ∆  


(15)

와 같이 유도된다. 여기서 M은 화상의 배율, N은 화면상에 나타나는 간섭무늬의 개
수를 나타낸다.(Yoon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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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치며
본 논문에서는 일반 간섭계와 스펙클 간섭계를 사용하여 열광학 계수를 측정하는
방법들을 본인의 연구 결과 위주로 정리하여 설명하였다. 많은 양의 내용을 짧게 줄
여서 정리하다보니 중간에 설명이 빠진 부분도 있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내용마다
관련 논문을 인용하였으니 더 자세한 사항은 이를 참고하기 바란다.
열광학 계수의 변화를 측정하면 여러 규명치 못한 물질들의 성질을 해석하는데 많
은 도움이 되기에 여러 간섭계를 개발하여 이를 측정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앞으로
도 이러한 분야의 연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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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d-phase peptide syn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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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ynthetic peptides have been widely used in protein research,
such as antibody production, preparation of agonist and antagonist of a
peptide hormone, and preparation of complex peptides with
posttranslational modifications, etc. After developed by R. B. Merrifield
about 60 years ago, solid-phase peptide synthesis has been a method of
choice for peptide synthesis. In this review article solid-phase peptide
synthesis method will be briefly discussed. Simultaneous multiple peptide
synthesis method which allows a fast and efficient synthesis of many
peptides with similar sequence will also be introduced.

요약: 합성 펩타이드는 항체 생산, 펩타이드 호르몬의 작용물질(agonist) 또는
길항제(antagonist)로서의 기능 연구, 번역 후 변형을 지닌 복합단백질의 연구 등에
* Corresponding Author. E-mail: spark9@gwnu.ac.kr, Tel: +82-33-640-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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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리 사용된다. 60여 년 전에 R. B. Merrifield에 의하여 개발된 고체상 펩타이드
합성법은 여러 가지 개선을 거쳐서 오늘날에도 펩타이드 합성 시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이 총설에서는 고체상 펩타이드 합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한다. 또한
비슷한 아미노산 서열을 지닌 많은 펩타이드를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실험실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기구를 이용하여 동시에 효과적으로 합성하는
simultaneous multiple peptide synthesis (SMPS) 방법도 소개한다.

Key words: 펩타이드, 고체상 펩타이드 합성, Simultaneous multiple peptide
synthesis

1. 들어가는 말
단백질은 한 아미노산의 카르복실기가 다른 아미노산의 아미노기와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된 사슬 모양의 생체고분자로 100 여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비교적 작은 분자로부터 만 개 이상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분자에 이르기
까지 구성 아미노산의 숫자와 조성이 매우 다양한 생체고분자이다. 단백질은
폴리펩타이드로 불리기도 하며 특히 폴리펩타이드 중 아미노산 잔기의 숫자가 비교적
적을 경우 펩타이드로 불린다. 단백질은 생화학 반응의 촉매인 효소, 면역을 담당하는
항체, 조절에 관여하는 호르몬, 신호 전달 수용체, 세포와 조직의 구조를 지지하는
지지체, 근섬유 등 생체에서 매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듯 다양한 단백질의
기능을 연구하는 방법으로 단백질의 일부분을 화학적으로 합성한 합성 펩타이드가
널리 사용된다(Palomo, 2014). 예를 들면 특정 단백질의 항체 제조 시 단백질
전체를 사용하기보다는 일부분의 아미노산 서열을 지닌 합성 펩타이드가 사용되며,
펩타이드 호르몬의 경우 아미노산 서열이 약간 다른 일련의 작용물질(agonist) 또는
길항제(antagonist) 펩타이드를 합성하여 그 작용을 연구하며, 세포에서는 생산되지
않는 D-아미노산을 지닌 펩타이드를 이용하는 연구에도 합성 펩타이드가 사용되며,
인산단백질, 당단백질, 지질이 결합된 단백질과 같이 특정 부위에 단백질이 아닌
분자가 결합된 복합단백질의 기능에 관한 연구에도 인산펩타이드, 당펩타이드, 지질이
결합된 합성 복합펩타이드가 사용된다. 또한 합성 펩타이드는 펩타이드 치료제로도
사용된다(Fosgerau & Hoffma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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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총설에서는 화학적으로 펩타이드를 합성하는 방법, 특히 1960년대에 Robert
Bruce Merrifield에 의하여 최초로 개발되어 오늘날까지 널리 사용되는 고체상
펩타이드 합성법(solid-phase peptide synthesis, SPPS) (Merrifield, 1963)과
고가의 특수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실험실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기구를 이용하여
아미노산 서열이 유사한 많은 수의 펩타이드를 동시에 합성하는 simultaneous
multiple peptide synthesis (SMPS) 방법(Houghten, 1986)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2. 고체상 펩타이드 합성
(1) 고체상 펩타이드 합성 개요
고체상 펩타이드 합성은 용액에서 진행되는 액체상 펩타이드 합성 방법과는
다르게 용액에 녹지 않는 고체 지지체인
레진(resin)을 사용한다. Figure 1에서
보듯이 고체상 펩타이드 합성은 아미노기와
곁사슬이 특정 화학기로 보호된 아미노산의
카르복실기를 레진에 결합시키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후 합성 과정은 펩타이드의
카르복실-말단이 레진에 결합된 상태로
진행된다. 즉 레진에 결합된 펩타이드에서
아미노기 보호기를 제거한 다음
카르복실기가 활성화된 새로운 아미노산과
반응시켜 펩타이드 결합을 이루게 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원하는 서열의 펩타이드를
합성한다. 합성이 완성되면 펩타이드를
레진으로부터 잘라낸다. 최종적으로 합성된
펩타이드를 레진으로부터 자르는 조건
하에서 곁사슬 보호기도 같이 제거 되므로
한 번의 자르기로 모든 보호기가 제거된
온전한 펩타이드를 얻을 수 있다. 세포에서
일어나는 단백질의 생합성은

Figure 1. Solid-phase peptide synthesis. Solid
support (polystylene/1% divinylbenzene resin)
of SPPS are shown in spheres. B and P
represent the protecting group for N-terminal
amino group and side-chain, respectively. X is
either NH or O depending on the linker.

아미노-말단에서부터 카르복실-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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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합성이 진행되지만, 고체상 펩타이드 합성은 카르복실-말단에서
아미노-말단 방향으로 합성이 진행된다.
고체상 펩타이드 합성 방법은 액체상 펩타이드 합성 방법과는 달리 중간 산물을
반복적으로 분리 정제하는 과정이 필요 없으므로 최종 산물의 수득률이 높으며
합성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아미노기 보호기의 제거
과정과 펩타이드 결합 형성 과정이 매우 높은 효율로 수행되지 않으면 다양한
부생성물을 얻게 되어 정제 과정에서 어려움이 따르므로 각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되는 과정(Figure 1의 deprotection과 coupling 과정)이 완벽에 가깝게
수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펩타이드 결합 하나가 생성되는 완성도가 90%라면, 10
개의 펩타이드 결합으로 이루어진 펩타이드의 최종 완성도는 ~35%이고 따라서
~65%의 부생성물이 섞여있게 되므로 분리 정제 과정이 힘들어지며 수득율도
현저하게 감소한다. 반면에 펩타이드 결합 형성의 완성도가 99.9%라면, 10 개의
펩타이드 결합으로 이루어진 펩타이드의 완성도는 ~99%이며 상당히 균질한
펩타이드를 얻게 된다. 그러므로 아미노기 보호기 제거 반응과 펩타이드 결합 반응이
매 단계마다 매우 높은 효율로 일어나야한다.

(2) 고체상 펩타이드 합성에 사용되는 고체 지지체
고체상 펩타이드 합성의 고체 지지체는 polystylene/1% divinylbenzene 레진에
펩타이드를 연결하는 연결자(linker)가 결합된 것이 사용된다. 대략 1 g의 레진에 0.7
meq의 연결자가 붙어있는 레진(~0.7 meq/g resin)이 주로 사용된다. 합성된
펩타이드의 카르복실-말단이 산인지 아미드인지에 따라 각기 다른 연결자가
사용되며, 연결자가 결합되어 있는 다양한 레진이 시판되므로 합성하고자 하는
펩타이드에 따라 적절한 레진을 선택할 수 있다(Palomo, 2014).
레진의 성질 중 가장 중요한 점은 합성에 사용되는 용매에서 부피가 커지는
성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삼차원 그물망과 같은 레진의 내부에 결합된
연결자에서 펩타이드가 합성될 때 레진이 적절하게 부풀어야 길이가 길어지는
펩타이드를 수용할 공간이 확보되며, 용매와 아미노산이 레진의 내부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서 합성 반응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polystylene/1% divinylbenzene 레진의 경우 합성에 사용되는 dichloromethane
(DCM), N,N-dimethylformamide (DMF), N-methylpyrrolidone (NMP) 등의
용매에서 5~6 배 정도 부피가 팽창한다(Palomo,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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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미노산
아미노기가 보호기로 보호된 아미노산이 고체상 펩타이드 합성에 사용된다.
아미노기 보호기로 사용되는 기는 Merrifield가 최초로 고체상 펩타이드 합성에
사용했던 tert-Butyloxycarbonyl (Boc)기(Anderson & McGregor, 1957)와 그 후에
개발된 9-Fluorenylmethoxycarbonyl (Fmoc)기(Carpino & Han, 1972)가 주로
사용되며 Boc-strategy와 Fmoc-strategy로 각각 불린다(Palomo, 2014).
Boc-아미노산을 사용한 합성은 레진에서 펩타이드를 잘라내는 과정에 맹독성이며
휘발성이 있는 HF를 사용하므로 특수한 장치가 필요하다(Houghten, 1986). 또한
Boc-strategy는 아미노기 보호기를 제거하는 과정과 펩타이드를 레진에서 잘라내는
과정에 모두 산을 사용하므로 합성이 완료되기 전에 펩타이드가 레진에서 잘리거나
곁사슬 보호기가 산에 반복하여 노출됨으로써 합성 도중에 제거되어 원치 않은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부생성물이 생성될 소지가 있다. 반면에
Fmoc-아미노산을 사용한 합성은 펩타이드를 레진에서 자를 때 특수한 장치가 필요
없고 실험실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초자를 사용한다. Fmoc-strategy는 아미노기
보호기를 제거하는 과정에서는 염기인 piperidine을 사용하고, 레진에서 펩타이드를
잘라내는 과정에서는 산을 사용하므로 합성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치 않은
펩타이드가 생성되거나 곁사슬 보호기가 소실될 가능성이 낮아 부생성물이 생성될
가능성이 낮다. 더욱이 Fmoc기를 piperidine으로 제거하는 과정에 301 nm에서
흡광성을 보이는 dibenzofulvene-piperidine 부가물이 생성되므로 보호기 제거 후
흡광도를 측정하여 아미노기 보호기를 제거하는 과정의 효율을 정량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Palomo, 2014). Figure 2는 Boc-아미노산과
Fmoc-아미노산의 구조와 아미노-말단의 보호기를 제거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아르기닌, 아스파르트산,
글루탐산, 아스파라긴, 글루타민,
시스테인, 히스티딘, 라이신,
세린, 트레오닌, 트립토판,
타이로신과 같이 화학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곁사슬을 갖는
아미노산의 곁사슬도 아미노기와
마찬가지로 보호기로 보호되어

Figure 2. Boc- and Fmoc-amino acids. Boc-amino acid and

있어야 부생성물의 생성을 줄일

Fmoc-amino acid are shown in panel A and B, respectively.

수 있다. 곁사슬이 보호된

is deprotected by base, piperidine.

Boc-group is deprotected by acid, usually TFA. Fmoc-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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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아미노산이 개발되어있으며 합성하는 펩타이드의 성질 및 아미노산 서열에
따른 차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호기로 보호된 아미노산을 선택할 수 있다(Fields,
1997 참조).

(4) 카르복실기의 활성화
펩타이드 합성 과정에서 각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되는 반응은 매우 높은 효율로
수행되어야 하므로 반응에 관여하는 아미노산의 카르복실기를 레진에 결합된
펩타이드의 아미노기와 반응시키기 전에 활성에스터로 만드는 활성화 과정이
선행된다. 고체상 펩타이드 합성법 개발 초기에는 카르복실기를
dicyclohexylcarbodiimide (DCC)로 활성화(Merrifield, 1963) 시켰으나 이 방법은
부산물인 요소(urea)가 유기용매에 녹지 않아 레진의 내부에 침적되어 이후 연속되는
합성 반응을 방해할 소지가 있으며, epimerization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아미노산과 diisopropylcarbodiimide (DIC)와
1-hydroxybenzotriazole (HOBt)를 반응시켜 HOBt를 카르복실기에 결합시키는
방법이 고안되어 DCC에 의한 활성화 방법의 단점이 개선되었고, 최근에는 Figure
3에서 보듯이 (benzotriazole-1-yl) tetramethyluronium hexafluorophosphate
(HBTU)와 diisopropylethylamine (DIPEA), 또는 (benzotriazolyl)
tetramethyluronium tetrafluoroborate (TBTU)와 DIPEA를 사용하여 카르복실기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며 이외에도 여러 활성
물질이 개발되어 있다(El-Faham
& Alberico, 2011).

Figure 3. Activation of carboxyl group by HBTU and DIPEA.

(5) 완성된 펩타이드의 유리
원하는 서열의 펩타이드가 완성되면 레진에서 유리시킨다. Boc-strategy를
이용하여 합성된 펩타이드는 HF를 사용하여 카르복실기와 연결자의 결합을 잘라서
펩타이드를 레진으로부터 유리시킨다. 펩타이드 유리 과정에 독성이 강하고 휘발성이
있는 HF를 사용할 경우 특수하게 고안된 장치인 HF apparatus (Houghten,
1986)에서 수행해야 한다. 반면에 Fmoc-strategy를 이용하여 합성된 펩타이드는
HF보다는 독성이 강하지 않은 산인 trifluoroacetic acid (TFA)나
trifluoromethanesulfonic acid (TFMSA) 또는 이들 산이 적절한 비율로 혼합된
용액을 사용하며, 실험실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초자에서 절단 반응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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펩타이드를 레진에서 자르는 과정 동안 곁사슬을 보호하는 보호기도 함께 제거되므로
한 번의 자르기로 곁사슬 보호기도 다 제거된 온전한 펩타이드가 얻어진다. 잘라낸
펩타이드는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로 정제한 다음
아미노산 분석기(amino acid analyzer)와 질량분석기(mass spectrometer)로
원하는 펩타이드가 합성되었는지 확인한다.

(6) 펩타이드 합성에서 고려해야 할 점
SPPS 방법으로 펩타이드를 합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epimerization과 펩타이드 엉김 현상 및 2차구조의 형성 등을 들 수 있다.
Epimerization은 특히 시스테인을 함유한 펩타이드 합성 시 일어날 가능성이 크며
이 점은 반응 용액의 조성에 변화를 주어서 해결할 수 있다(Fields, 1997). 레진에
결합된 펩타이드가 서로 엉기는 현상도 합성의 효율을 떨어뜨린다. 특히
Fmoc-strategy를 사용할 시 아미노기 보호기 제거 후 생성되는 중성 α-아미노기는
전하를 띠지 않아 펩타이드의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 레진에 결합된 다른 펩타이드와
엉겨서 합성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 또한 α-아미노기가 전하를 띠지 않을 경우
합성되는 펩타이드가 자체적으로 2차구조(α-helix, β-sheet)를 띨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미노기가 잘 노출 되지 않아 합성의 효율이 떨어진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매를 세심하게 선택하여야 한다.

3. SMPS 방법
많은 수의 펩타이드가 필요한 연구에서 펩타이드 합성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
인력, 재료 및 장비의 이용은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Houghten과 그 동료들이
개발한 여러 펩타이드를 동시에 합성하는 SMPS 방법(Houghten, 1986)은 일련의
유사한 서열을 지닌 다수의 펩타이드를 합성하는 방법으로 짧은 시간에 적은
인원으로도 수행할 수 있어서 많은 수의 펩타이드를 합성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해준다. 이 방법은 레진을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재질의 그물망으로 만든 주머니에 넣어서 합성을 하는 방법이다. 폴리프로필렌
그물망 주머니 이외에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일회용 칼럼(column)을 사용하기도 하나
주머니를 사용하는 방법이 칼럼을 사용하는 방법보다 더 수월하게 더 많은 수의
펩타이드를 동시에 합성할 수 있다.
Figure 4A는 펩타이드 합성이 일어나는 폴리프로필렌 주머니를 보여준다.
폴리프로필렌 그물망을 적절한 크기(4 x 4 cm)로 잘라 가열 밀봉기로 세 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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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자리를 봉합한 후 적절한 양의
레진을 넣고 남은 면의 가장자리에
라벨을 적은 다음 봉합하면
주머니가 완성된다. 완성된 주머니를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병에 세척
용매, 아미노기 보호기 제거 용액
또는 활성화된 아미노산을 함유한
용액과 같이 넣고 진탕기로 잘
섞어주어 세척, 아미노기 보호기
제거 반응 또는 펩타이드 결합 형성
반응이 일어나게 한다. 이때 각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레진으로
용액이 잘 확산되어야 하므로
진탕기의 속도를 최대로 하는 것이
좋다. 모든 주머니에 같은
아미노산을 결합시킬 때에는
주머니를 하나의 용기에서 세척,
아미노기 보호기 제거 반응,
펩타이드 결합 형성 반응을
수행한다. 각 주머니에 다른
아미노산을 결합시키는 경우에는
Figure 4B와 같이 주머니를
활성화된 아미노산이 들어 있는
다른 용기에 각각 분리하여

Figure 4. Simultaneous multiple peptide synthesis
(SMPS). Panel A shows the polypropylene mesh bag
containing resin. Panel B illustrates the synthesis
process which is carried out in separate bottles when
the amino acid under synthesis is different in each
bag. This figure was redrawn from the original version
presented in Houghten et. al. (1986) with some
modifications.

펩타이드 결합 형성 반응을
수행하며, 세척 및 아미노기 제거 반응은 하나의 용기에 모아서 수행한다.

4. 맺는말
Robert Bruce Merrifield에 의하여서 60여 년 전에 개발된 고체상 펩타이드
합성 방법은 펩타이드와 단백질 연구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고체상 펩타이드
합성법이 개발된 이후 여러 가지 개선을 통하여 보다 더 복잡한 서열의 펩타이드나
아미노산 서열이 긴 펩타이드를 합성할 수 있게 되었고, 단백질 이외의 생체고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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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된 복합펩타이드를 얻는 방법도 개발되어 있으므로 합성 펩타이드는 단백질의
기능을 탐구하는 연구의 지평을 더욱 더 넓혀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SMPS 방법은
아미노산 서열이 비슷한 여러 개의 펩타이드를 비교적 적은 인력과 장비로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 한 두 개의 아미노산만 다른 변이 펩타이드를 이용하여
아미노산의 변이가 단백질의 기능에 끼치는 영향을 연구하는데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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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ydrogen sulfide (H2S) has been recognized as an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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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a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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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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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ological processes. These functions include regulation of bl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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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diovasc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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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ro-modulation. Despite the discovery of its biological effects, the
mechanism of H2S action is not clear due to the analytical challenge
of its chemical properties. In addition, the many effects of H2S have
made it difficult to investigate the mechanism of H2S action and to
recognize specific targets. In this review, we provide an overview of
the recent literature that reveals some clues on its mechanism of
H2S action and chemical tools for the study of H2S.
요약: 황화수소는 생체내 효소들에 의해 생성되는 중요한 기체성 신호전달 물질로
알려졌다. 황화수소는 생물체내에서 혈압조절, 심장장애, 염증, 신경조절 등 생리적,
병리학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황화수소의 중요한 생물학적 활성에도
불구하고, 황화수소의 화학적 특성 때문에, 분석이 어려워 이 물질의 활성에 대한
메카니즘이 불분명하다. 또한 황화수소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각각의 신호전달
메카니즘을 조사하는 것과, 그 생체내 특정 대상도 구별하기 어렵다. 이 평론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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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황화수소의 생체내 활성 메카니즘을 부분적으로 밝힌 최근 논문들과 황화수소를
연구하기 위한 화학적 도구 개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Keywords: 황화수소, 의약학, 세포신호전달

1. 서론
생물학적 황과 관려된 화학은 세포내 산화-환원 과정에 의한 항상성, 산화-환원
기반 신호 전달, 그리고 활성 산소와 질소에 대한 중화 반응성에 관련되어 있고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단백질체 학에서 활성 시스틴 잔기 (RSH)는 생물학적
산화-환원 신호전달에 매우 중요하다. 시스틴 잔기의 가역적 산화적 변형은 생체내
다양한 세포신호전달에서 마치 중요한 스위치의 역할을 한다 (Brandes, Schmitt et

al., 2009). 또한 전이금속 중심에 결합하는 생물학적 황화물은 산화-환원 센서
역할로 세포신호전달에 관여한다. 사실 이러한 산화-환원 과정에 관여하는 생물학적
화학종은 활성산소와 질소, 일산화탄소 (CO)와 일산화질소 (NO), 그리고 황화수소
(H2S)를 포함한다. 이 중 황화수소의 생물학적 활성에 대한 연구 역사는 길지않다.
왜냐하면 이 물질의 높은 환경적 독성으로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포유류에서

적어도

세

가지

효소인

cystathionine

β-synthase

(CBS),

cystathione γ-lyase (CSE) (Chiku, Padovani et al., 2009, Singh, Padovani et

al., 2009), and 3-mercaptopyruvate sulfurtransferase (MST) (Meister, Fraser
et al., 1954, Shibuya, Mikami et al., 2009)에 의해 이 독성물질이 생성되고
중요한 생리학적, 병리학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 보고되면서 중요한 연구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S-sulfhydlation)

황화수소가
과정이라는

관여하는
단백질

세포신호전달

시스틴

잔기의

역할은,

변형으로

황-황화

이루어진다고

보고되었다 (Paul and Snyder 2012). 지금까지 이 과정에 참여하여 신호전달에
관여하는 몇몇 단백질들과 그 중요한 기능이 보고되었지만, 이 단백질들을 탐침하는
화학적 방법의 한계로 신호전달에 관여하는 그 밖의 단백질 탐침과 그 역할 규명에는
어려움이 있었다(Pan and Carroll 2013). 황화수소는 또한 다양한 의약학적인
효과를 나타내며, 최근에는 항염증 (Andruski, McCafferty et al., 2008, Li and
Moore 2008), 항암 (Shrotriya, Kundu et al., 2010), 이온채널의 조절 (Zhao,
Zhang et al., 2001), 심혈관 보호 (Zhao, Biggs et al., 2014)와 같은 약리학적
효과가

보고되었다.

기체분자인

황화수소의

의약학적

활용을

위해서

개발되는

분자들은 황화수소를 적절히 세포내 운반이 가능해야하고 구조적 또는 세포내 환경에
의해 방출 농도가 조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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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2.1 황화수소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
H2S는 약산이며 37℃에서 80 mmol/L까지 용해 된다 (Ungerer, Wender et

al., 2004). pKa값은 처음과 두 번째 해리단계에서 각각 6.97~7.06과 12.3~15이다
(Li and Lancaster 2013). 생리학적인 환경 (pH=7.4)에서 황화수소는 28%의 H2S
종과 약 70%의 HS- 이온 형태로 존재 한다 (Scheme 1). 두 번째 해리 단계의 pKa
가 높기 때문에 S2-는 매우 미량 존재한다. 그러나 생물학적 역할을 하는 화학종은
분명하지 않고, 황화수소 또는 설파이드는 보통 이 화학종을 대표하여 사용된다. 비록
황화수소가 물에서 좋은 용해도를 가질지라도, 여전히 용액에서 매우 불안정하다. 그
리고 황화수소는 산소의 존재 하에 쉽게 산화된다. 그리고 휘발성은 황화수소를 사용
하는 실험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면, 세포에 사용되는 H2S의 절반은 5
분 후에 대부분 휘발되어 사라진다. H2S농도는 너무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에 전구약
물 개발 분야에서 황화수소 농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큰 도전이다.

Scheme 1. 황화수소해리(pH 7.4), pKa1=6.9~7.0, pKa2=12.3~15.
2.2 생체내에서 생성되는 황화수소
황화수소는 주로 세 가지의 생체내 효소와 비효소적 경로를 통해 포유
동물 조직에서 합성 된다 (Wang 2012). 대부분 황화수소는 효소로부터 생
성되지만, 설페인황(세포내 황 원자사이의 결합으로 황을 많이 함유하는 황
화물)으로부터 황화수소가 특정 세포 또는 조건 하에서 생성되어 중요한 생
물학적 역할을 할 수 있다 (Ida, Sawa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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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황화수소의 생합성과 소멸. 황화수소의 생합성 A, 사멸과정 B: CBS
(cystathionine-β-synthase),
MST(Mercaptopyruvate),
SQR(sulfide:quinone

CSE(cystathionine-γ-lyase),
CAT(cysteine

oxidoreductase),

aminotransferase),

Rhd(rhodanese),

SO(Superoxide

Dismutase), ETHE1 (Persulfide Dioxygenase)
황화수소가 촉매하에서 생성되는 과정을 보면, 먼저 시스틴으로부터 적어도 4
개의 서로 다른 경로에 의해 생성된다. 먼저 시스타싸이오닌-베타-신타아제
(cystathionine-β-synthase, CBS)는 호모시스틴을 시스틴과 세린을 이용
하여 황화수소 및 시스타사이오닌 (cystathionine)를 생성하며, 시스타사이
오닌–감마-라이세즈 (cystathionine-γ-lyase, CSE)는 시스타사이오닌으로
부터 시스틴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황화수소를 생성하고, 시스틴 아미노트랜
스퍼레이즈 (cysteine aminotransferase, CAT)는 시스틴과 케토산 (e.g.,
α-ketoglutarate) 과의 반응을 촉진하여 3-메르캅토피루베이트가 형성되고,
이것은 3-메르캅토 피루베이트 설퍼트 트랜스퍼 라제 (3-MST)에 의해 분해
되면서 황화수소를 형성 한다 (그림 1). 황화수소의 생체내 합성에 관하여
많은 연구결과가 발표되었으나, 황화수소의 신진대사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황화수소는 또한 여러 화학 및 생화학적 이화학적 작용에 관여
하며, 새로 합성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황화수소는 메트
헤모글로빈

(methemoglobin)과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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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lfhemoglobin)을 형성하며, 황화수소가 매개된 물질대사 과정을 수행 할
수 있다. 황화수소의 사멸은 미토콘드리아 (mitochondria)에서 신속하게
사이오설페이트(S 2O 32− )로
(SO 4

2−

산화된

후

다시

아황산염

(SO 32− )과

황산염

)으로 전환되어 소멸된다.

2.3 고정 설페인황 (bound sulfane sulfur)
생체 촉매에 의해 생성되는 황화수소와 함께, 산 조건에 민감하거나 단백질에
고정된

황화물들도

황화수소의

신진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산에

민감한

황화물들은 철-황 배위결합을 포함하는 단백질들이 있고, 이 들은 세포와 조직 등
어디서나 분포 한다 (Beinert, Holm et al., 1997). 이 황화수소는 생체내 황화수소의
농도 변화에 영향이 없고, 다만 관련 단백질들의 대사회전 (turnover)에 관여한다.

그림 2. 퍼설파이드 생성 메카니즘
설페인황 중 퍼설파이드 (RSSH) 형성은 고정 단백질의 설페인황 (RSSH) 또는
폴리황화수소

(HSSH)등의

작은

분자의

말단

황이

시스틴으로

이동하면서

퍼설파이드가 생성된다(그림 2a,b). 또한 황화수소가 산화된 시스틴에 대해 직접적
친핵성 반응에 의해 퍼설파이드가 형성 된다 (그림 2c-e). 황화수소는 퍼설파이드
형태로 간, 신장, 심장, 이자 등에 저장되며 (Ogasawara, Isoda et al., 1994), 이
황화수소 방출은 환원제 존재 하에 이루어진다.
2.4 황화수소의 생물학적 기능
황화수소는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많은 생리적 그리고 병리적 과정에서
화학적 매개체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황화수소의 중요한 작용에 대한 정
확한 메카니즘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부분적으로 황화수소
가 관여하는 화학적, 생화학적 분해대사반응이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생물
학적 과정들의 원인으로 밝혀졌다 (Fu, Zhang et al., 2012). 예를 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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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소에 의해 생성되는 황화수소는 사이토크롬 c 산화효소 (cytochrome c
oxydase)를 저해하여 활성산소 (reactive oxygen species, ROS)를 감소시
키고, 독성이 있는 황화수소는 헤모글로빈 (hemoglobin)의 산화 형태인 멧
-헤모글로빈 (methemoglobin)과 반응하여 황화수소의 신진대사 처리결과
로 황-헤모글로빈 (sulfhemoglobin)을 생성한다. 또한 황화수소는 매우 효
과적인 환원제로 생체내 생성되는 아질산염 (peroxynitrite), 과산화수소
(hydrogen peroxide), 초과산화물 (superoxide)등과 같은 산화 물질들과
반응하여 생리학적 조절에 관여한다 (Kabil, Motl et al., 2014). 또한 황화
수소는 황-황화 (S-sulfhydration) (또는 포설피드화) 메카니즘을 통하여
생물계의 많은 단백질들의 기능을 변화시켜 신호를 전달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었다 (Mustafa, Gadalla et al., 2009).
2.5 세포신호전달에 관여하는 황화수소
황화수소가

관여된

세포신호전달에

퍼설파이드

단백질

(RSSH)의

역할이

밝혀지고 있다 (Mustafa, Gadalla et al., 2009). 퍼설파이드 (RSSH)화 과정은
설파이드 음이온 (HS-)이 시스틴의 산화 상태인 디설파이드 (RSSR) 또는 설펜산
(RSOH),

나이트로소사이올

(RSNO)를

공격하거나,

또는

작은

퍼설파이드인

글루타사이온 퍼설파이드 (GSSH)의 설파이드가 단백질의 시스틴 잔기로 치환되면서
생성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산화적 변형과정을 겪는 단백질 등은 생체내 효소들의
활성에 영향을 미치고 대사에 크게 관여 한다 (Branzoli and Massey 1974). 특히,
간에서 약 10~25%의 단백질의 퍼설파이드화가 일어나고, 화학적도구가 개발 되면서
관여된 단백질들이 발견되었다 (Mustafa, Gadalla et al., 2009). 예를 들면,
타이로신 포스파타아제 (PTP1B)의 활성 시스틴의 퍼설파이드화가 보고되었고, 이것은
소포체 (ER) 스트레스에 대해 포스포릴화된 PERK 단백질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졌다
(Krishnan, Fu et al., 2011). NF-κB의 p65 서브유닛 퍼설파이드화는 이 단백질의
리보솜 단백질 S3에 결합하게 하고, 항세포사멸에 관련된 유전자를 활성화 시킨다
(Sen, Paul et al., 2012). 또한 칼슘채널의 퍼설파이드화는 근육세포와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Zhao, Zhang et al., 2001, Mustafa, Sikka et al., 2011).
최근에는

설파이드

(HS-)가

단백질이

아닌

세포내

친전자적

메신져들의

설피드화를 통해 세포 신호 전달에 관여 한다고 알려졌다 (Nishida, Sawa et al.,
2012). 세포내 친전자체들은 세포내 활성산소와 질소에 의한 지질 산화반응의
부산물로 생성되고, 시스틴 잔기들과 반응 하면서 신호전달을 시작 한다 (Forman,
Fukuto et al., 2004). 직접적으로 8-나이트로-cGMP에 대한 설피드화 반응으로
신호전달에 관여한다고 알려졌다 (Nishida, Sawa et al., 2012). 황화수소는 H-Ras
유전자의 iNOS에 의존하는 S-구아닐화를 막고, 이 변형은 H-Ras 유전자를 활성화
시켜 스트레스를 낮춘다 (Nishida, Sawa et al., 2012). 또한 황화수소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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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Nitro-cGMP의 8-SH-cGMP으로의 변형은 심근경색과 관련된 심장마비를 예방
한다 (그림 3).

그림 3. 황화수소와 생체내 친핵체와의 반응: 8-nitro-cGMP의 설피드화
2.6 생체내 금속과 황화수소의 상호작용
황화수소는 생체내 금속들과 상호작용을 하는데 이 과정은 세포신호전달과는 또
다른 메카니즘이다. 황화수소는 금속들을 환원 시키거나 금속 중심에 배위 결합하는
방식으로 신호전달에 관여한다. 예를 들면, 황화수소는 헴 단백질의 극성활성위치와
결합하여 철(III)을 철(II)로 환원시키거나, 비극성 위치와 상호작용하고 철(III)에 배위
결합하여 헴 (heme)-황화수소 착물을 형성 한다 (그림 4). 황화수소는 물 분자보다
강한 친핵성을 가지므로 보통 금속 중심에 분포하는 물을 밀어내고 배위결합하게
된다. 이 반응의 예로 사이토크롬 c 산화 효소의 활성을 저해하고, 이 결과로 높은
활성산소의 농도가 감소하게 한다. 특히, 이 과정은 허혈성 심장 질환 하에서
활성산소가 심장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4. 황화수소와 헴(heme)과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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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황화수소의 생리적 활성 과정
황화수소는 혈관이완 기능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 과정에서 황화수소는
직접적으로 KATP 채널에 결합하거나, 간접적으로 시토크롬c 산화 효소의 활성을
저해함으로써 ATP 농도를 높혀 KATP 채널을 활성화 시킨다 (Zhao, Zhang et al.,
2001, Zhao and Wang 2002). 또한 황화수소는 뇌의 해마 신경세포에 존재하고
NMDA 단백질과 칼슘이온 채널을 활성화 시켜 시냅스간의 신호전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유지되는데 관여 한다 (Abe and Kimura 1996, Nagai, Tsugane et al.,
2004). 이 과정에 의해 황화수소는 글루타사이온의 증가를 가져오고 산화적 스트레스
하에 있는 신경세포의 항산화에 영향을 미친다 (Kimura, Goto et al., 2010).
최근 허혈성 심근경색 하에 있는 세포에 대한 황화수소의 세포보호 효과가
발표되었다 (Calvert, Elston et al., 2010). Keap-1 단백질이 황화수소에 노출 되면
퍼설파이드화 과정을 겪으며 이 과정에서 Nrf-2 단백질의 해리가 일어난다. 이
Nrf-2 단백질은 세포보호 기능을 담당하는 유전자를 자극하여 세포의 항산화 기능을
활성화 시킨다(그림 5).

그림 5. 황화수소에 의한 항산화 효과
신경 퇴행성 질환인 파킨슨병은 도파민을 분비하는 세포의 문제로 발생된다. 그
중 세포의 사멸에 관여하는 단백질이 파킨이다. 파킨은 다양한 기질의 유비퀴틴화를
유도하는 유비퀴틴 연결효소인 E3 유비퀴틴 리가제인데, 이 파킨 단백질의 변이가
파킨슨병의 원인이 된다 (Moore, West et al., 2005, Shulman, De Jager et al.,
2011). 파킨 단백질은 시스틴 활성 잔기를 갖고 있으며, 이 잔기에 황-니트로화
(RSNO)가 일어나면 이 질병의 원인이 된다 (Chung, Thomas et al., 2004). 최근에
Snyder 그룹에서 파킨의 퍼설파이드화 (RSSH)가 파킨슨병 환자의 뇌에서 줄어들고,
S-니트로화가 증가된 것을 확인했다 (Vandiver, Paul et al., 2013) (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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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생체내 황화수소 농도가 정상 보다 낮은 경우 파킨슨병 증가
2.8 황화수소 공여체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황화수소는 다양한 메카니즘에 의해 생리적 병리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연구자들은 황화수소의 생물학적 역할을
연구하기 위하여 황화수소 기체 또는 황화염 종류인 황화나트륨이나 황화수
소 나트륨을 수용액 상태로 만들어 연구에 이용해 왔다 (Zhao, Zhang et

al., 2001). 그러나 황화수소 기체가 잠재적 의약학적으로 연구되기에는 많
은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황화수소 수용액을 이용하여 필요한 농도를 조
절하기가 매우 어렵고, 또한 이 과정에서 과잉으로 생성-공급된 황화수소는
생체 내에서 심각한 독성을 만들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황화염 들은 황
화수소를 생성하는 반감기가 매우 짧고 따라서 빠르고 많은 황화수소를 방
출한다. 치료목적에 따라 황화염을 완충용액에 녹여 사용한다면, 빠르게 방
출되는 고농도의 황화수소에 의해 혈압 등 생리적으로 큰 변화가 생길 수
있고, 치명적 독성을 일으킬 수도 있다. 황화염에서 생성되는 황화수소는
증발에 의해서 농도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기존의 황
화염 들은 연구와 치료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매우 큰 제약이 따른다. 황화수
소 이용에 대한 이와 같은 주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연구자들은 황화수
소의 생물학적 기능을 연구하는데 황화수소가 발생되는 합성 화합물(황화수
소 공여체)을 개발하고 여러 가지 질병 모델에 적용시키고 있다.

2.8.1 황화수소를 생성하는 천연물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마늘에서 생성되는 주된 화합물은 알리신 (diallyl
thiosulfinate)이다. 이 화합물은 수용액에서 불안정하며 신속하게 다이알릴
설파이드 (diallyl sulfide, DAS), 다이알릴 다이설파이드 (diallyl disulfide,
DADS) 및 다이알릴 트리설파이드 (diallyl trisulfide, DATS) 등의 여러 화
합물로 분해된다 (그림 7). 최근에 인간 혈액 세포 (human blood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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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Cs)내에서 마늘의 유기 폴리황화물 (polysulfides) 성분을 황화수소로 전
환시킬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Benavides, Squadrito et al., 2007). 마늘
에 의한 혈관 활성은 DAS, DADS, DATS, 알릴 메틸 설파이드 (allyl
methyl sulfide, AMS) 및 다이프로필 다이설파이드 (dipropyl disulfide,
DPDS)는 글루타티온 (glutathione, GSH)에 의하여 퍼설파이드로 분해되고,
연속적인 반응으로 황화수소를 생성한다 (반응 1).

그림 7. 마늘로 부터의 황화수소를 생성 시키는 화합물

반응 1. 마늘 성분인 폴리황화물로 부터 생성 되는 황화수소
2.8.2 합성 황화수소 공여체와 약리학적 성질
2.8.2.1 가수분해에 의해 분해되어 황화수소를 생성하는 공여체
Lawesson 시약으로부터 합성된 morpholin-4-ium-4-methoxyphenyl
(morpholino) phosphinodithioate, GYY4137)은 몰포린 염의 형태로 물에
잘 녹는다. 이 황화수소 유도체는 분자내 산소를 황으로 치환시키기 위해
개발된

Lawesson 시약을 실온에서 몰포린 (morpholine)과의 반응으로

쉽게 합성 된다 (표 1). GYY4137은 가수분해 시 설파이드 염에 비해 황화
수소 방출이 훨씬 느리고 농도는 6-10 분 내에 최대값에 도달하고, 황화수
소를 지속적으로 매우 낮은 농도로 생성한다. GYY4137로부터의 황화수소
방출은 pH 및 온도에 의존적이며, GYY4137의 황화수소 농도는 7일 후에
도 낮은 수준(10 % 미만)으로 유지되며, 공여체의 고농도에서는 세포독성을
보이지

않는다.

황화수소의

약학적

효과를

실험하기

위해,

쥐에게

GYY4137(133 mmol/kg)을 투여 하였다 (Li, Whiteman et al., 2008). 혈
장 내 황화수소 농도는 메틸렌블루 법으로 측정되었고 30분~180 분 동안 지
속적으로 상승 하였다. GYY4137은 항암, 항염증, 혈관확장 등에도 좋은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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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보였다 (Lee, Zhou et al., 2011, Li, Fox et al., 2013).
표 1. 가수분해에 의해 생성된 H 2S 공여체.
황화수소 공여체

구조

약리학적 효과

GYY4137

항염증, 항암

디티올티온
(Dithiolthiones,
DTT)

항암, 항염증

1,2-디티올-3-티온(1,2-Dithiole-3-thiones, DTTs)은 가수분해에 의해
황화수소를 생성하는 화합물 이다 (표 3). 아네톨 (anethole)과 황 (sulfur)
의 반응에 의해 DTT 합성은 쉽고 또한 다른 분자에 쉽게 도입할 수 있어
서, 기존의 약물과 DTT 접합체를 형성 할 수 있다. 활성의 메카니즘은 정
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들 약물로 부터 생성되는 황화수소에 의한
강력한 생물학적 활성들이

관찰되었다. 예를 들어, ADT-OH로 일반적으로

표시되는 DTT의 페놀 (phenol) 유도체의 황화수소는 히스톤 디아세틸라제
(histone deacetylase) 및 NF-kB 활성화 억제를 통해 세포 생존력을 감소
시기는 것을 확인하였고 잠재적 항암제로 보고하였다 (Tazzari, Cappelletti

et al., 2010). 또한 DTT는 비 스테로이드 항염증제 (NSAIDs)와 결합하여
광범위한 약물효과가 연구되었다. DTT-NSAID의 첫 번째 예는 무어 그룹
에서 개발한 S-디클로페낙 (S-diclofenac)이다 (Li, Rossoni et al., 2007).
S-디클로페낙 (S-diclofenac)의 DTT는 에스테르 (ester)의 분해를 통해 디
클로페낙 (diclofenac)과 DTT를 각각 방출하였으며, 실온에서 PBS 완충액
에서의 황화수소 방출 실험은 황화수소 생성 농도가 거의 측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쥐 간 균질액 (rat liver homogenate)의 첨가는 ADT-OH에서 최소
량의 황화수소 방출을 나타내었고, 전기 화학적 탐침장치 (electrochemical
probe)로 측정 한 30 분 후에 두 공여자 황화수소 방출이 최대 5%로 결정
되었다. 이것은 황화수소 공여체인 DTT의 구조가 일부 바뀌면 가수분해에
의한 황화수소 방출보다 생체촉매에 의해 분해되어 황화수소의 농도가 더
높아 짐을 알 수 있다. 생체 내에서 S-디클로페낙 (S-diclofenac)으로부터
생성 된 황화수소에 의해 염증과 궤양성 대장염에 대한 효능을 나타낸다고
보고되었다 (Fiorucci, Orlandi et al., 2007, Baskar and Bian 2011).
최근에는

미토콘드리아를

표적으로

하는

트리페닐포스포늄브로마이드

(riphenylphosphonium bromide)작용기를 지닌 DTT 유도체가 연구되었
으며 AP-39라고 명명되었다 (Szczesny, Módis et al., 2014). 마우스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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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피 세포에서 AP-39로부터의 황화수소 방출은 미토콘드리아에 침투되는
형광 탐침에 의해 관찰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AP-39가 실제로 미토콘드리
아를 표적으로 하여 황화수소 생성을 증가 시킨다는 것을 나타낸다. AP-39
는 항산화 작용을 나타내어 미토콘드리아 세포 사멸 경로의 개시를 억제함
으로써

세포

항상성

유지에

도움을

주었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DTT-NSAID종류의 주목할 만한 화합물은 NOSH 아스피린 (aspirin)이다.
NOSH 아스피린(aspirin)은 DTT 부분과 NO를 방출 할 수 있는 질산염 작
용기를 가진 아스피린 유도체이다 (Chattopadhyay, Kodela et al., 2012).
NOSH 아스피린은 인간 결장암 세포에서 48시간 후에 아스피린 단독 용량
의 100,000 배 이상, 아스피린 단독 용량의 약 25 만 배에 해당하는 IC 50
값이 50 nM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8.2.2 생물학적 싸이올에 의해 황화수소를 생성하는 공여체
싸이올로 개시되는 황화수소 공여자는 합성 공여자 중 비가역적 공여체
이며, 황화수소를 생성 시키는 방법은 보통 생체내 생물학적 싸이올 (thiol)
등과 같은 친핵체를 이용한 다는 점이다 (표 2).
표 2. 생물학적 싸이올에 의해 황화수소가 생성되는 대표적 공여체.
황화수소 공여체

구조

약리학적 효과

폴리설파이드 (Polysulfide)

-

아실 퍼티올 (Acyl perthiols)

심장보호

N-벤조일싸이오벤즈아미드
(N-Benzoylthiobenzamides)

심장보호

Xian

연구그룹에

의해

합성된

N -(벤조일싸이오)벤즈아미드

(N -(benzoylthio)benzamides)는 최초로 생물학적 싸이올을 친핵체로 활용
하여 세포내에서 황화수소를 생성 시키는 황화수소 공여체로 개발되었다
(Zhao, Wang et al., 2011). 싸이오벤조산 (thiobenzoic acid)을 반응물로

N -벤조일 싸이오벤즈아미드 (N -benzoyl thiobenzamide) 구조를 갖는 화
합물들이 합성되었고 황화수소를 방출 한다고 보고되었다. 그리고 시스틴
(cystine),

N -아세틸시스테인

(N -acetylcysteine)

및

벤즈아미드

(benzamide)가 부산물로 얻어짐에 따라 싸이올에 의한 황화수소 유발 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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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즘이 증명되었다.
황화수소

생성을

촉진하기

위해

시스틴의

산화물인

다이설파이드

(disulfide)구조를 갖는 아실 퍼티올 (acyl perthiol, RC(O)-S-SR') 공여체
가 개발되었다. 아실 퍼티올 (acyl perthiol) 공여체는 Xian 그룹에 의해
합성되었으며,

페니실아민

(penicillamine)의

구조로부터

고안되었다

(Zhao, Bhushan et al., 2013). 이 공여체는 싸이오벤조산 (thiobenzoic)
유도체

및

N-벤조일시스테인메틸에스터

(N-benzoyl

cysteine

methyl

ester)로부터 두 단계에 반응에 의해 합성 되었다. 이들 공여체는 방향족의
치환체에 따라 황화수소 방출 속도가 조절 가능하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황
화수소는 방향족에 전자 끌기 (electron-withdrawing) 및 방향족 고리 등
부피가 큰 치환기가 있으면 황화수소의 방출 속도가 늦어지는 것을 확인 하
였다. 이 황화수소 공여체들은 인간 섬유아세포 (human fibroblasts)에서
200 μL까지의 농도에서 세포 독성이 없었으며, 쥐 대동맥에 주사 했을 경
우 혈관 확장을 유도 하였다.
2.8.2.3 빛에 의해 촉발되어 황화수소를 생성하는 공여체
빛에 의해 촉발되는 전구약물 (light-triggered prodrugs)은 의약학적
물질

개발에

유용한

도구이며,

가시광선에

대해

생물학적

선택성

(bioorthogonality)를 갖기 때문에 잠재적인 새로운 치료 물질 개발이 가능
하다. 빛이 침투 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에서만, 생화학적 과정을 교란시키지
않으면서 황화수소 방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보다 부작용을 피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빛에

의해

촉발되는

전구약물

(light-triggered

prodrug)은 조직의 특이성 전달이 요구되는 부분에 이상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전구 약물 투여 후 특정 파장의 빛이 해당부위에서 황화수소 방출을
촉발하여 방출 범위에 대한 공간 및 시간 제어를 통해 집중적인 효과를 가
질 수 있다.
빛에 의해 촉발되어 황화수소를 생성하는 황화수소 전구 약물의 예는
Nakagawa

등이

연구한

케토프로페네이트

(ketoprofenate)

공여체이다

(Fukushima, Ieda et al., 2014) (표 3). 자외선에 의한 실험시, 공여체는
2

당량의

황화수소를

생성하고,

2-프로페닐벤조페논

(2-propenylbenzophenone)과 이산화탄소(CO 2) 2 당량을 부생성물로 방출
했다. 생물학적 시스템에서 황화수소 생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 태아
혈청(fetal bovine serum)이 포함된 용액에서 이 공여체의 빛에 대한 선택
적 황화수소 생성 실험을 했다. 메틸렌 블루 분석에 의하면, 500 μM 공여
자를 그 용액에 주입하고 10 분간 빛으로 조사 한 후 약 30 μM 황화수소
가 측정되었다. 이 외의 중합체 형태의 고분자 황화수소 공여체 또한 빛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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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촉발되어 황화수소를 생성하였다.
표 3. 빛에 황화수소 생성이 촉발되는 대표적 공여체
황화수소 공여체

구조

약리학적 효과

케토프로페네이트
포토케이지
(ketoprofenate
photocages)

-

싸이오벤즈
알데하이드
(thiobenzaldehydes)

-

자외선에 의해 알파-싸이오에테르케톤 (알파-thioetherketone)은 광 분
해 되고, 싸이오알데히드 (thioaldehyde) 화학종을 형성하는 황화수소 전구
약물이 개발되었다(표 3). 생성되는 싸이오알데하이드 화학종은 생물학적 아
민과 반응하여 그 부산물로 황화수소를 생성한다. 이 연구 그룹에서는 또한
이 분자의 구조적 특징을 하이드로젤 (hydrogels)에 도입하여 조절 가능한 황
화수소 공여체를 개발하였다. 빛에 의해 촉발되는 황화수소 공여체는 특정 조건
하에서 황화수소 방출하며, 이는 친핵체에 의해 황화수소가 생성되는 방법과 구별
된다. 빛을 사용하면 조사 시간에 따른 황화수소 농도를 제어 할 수 있다. 이 공
여체들은 포유류 조직에서 UV 및 가시광선의 침투 깊이가 제한되어있기에, 생체
외에서 황화수소 생물학적 활성을 연구하기 위한 화학 도구로 사용된다.
2.8.2.4 생체 효소에 의해 촉발되어 황화수소를 생성하는 공여체
황화수소 방출을 위해 생체 효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효소는 살아
있는 유기체가 가지고 있으며, 기질 특이성을 갖기에 이에 대한 황화수소
공여체를 디자인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방법은 특정 약물을 특정 조직을
대상으로 고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유전자에 의해 질병을 일으키는
효소가 많이 생성된 경우, 그 효소에 의해 유도되는 전구약물은 그 특정 질
병을 표적으로 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이러한 적용은 매우 제한적으로 황
화수소를 생성하는 화합물이 연구되었다. Wang 그룹에서 에스테르 (ester)
분해 효소에 반응하여 황화수소를 생성하는 공여체가 개발되었다 (Zheng,
Yu et al., 2016). 이 공여체는 일반적으로 'trimethyl lock' (TML)이라고
불리는 락톤화 (lactonization) 반응 중에 황화수소가 생성된다. TML 시스
템은 에스테라제 (esterase)에 의한 페놀성 에스테르 (phenolic ester)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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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필요한데, 세 개의 메틸기 (methyl)의 입체 반발은 Thorpe-Ingold 효
과를 통한 락톤화를 유발하여 인접한 카보닐 그룹으로부터 약물을 방출하도
록 고안되었다 (Borchardt and Cohen 1972). Wang그룹이 이 반응을 응
용하여 에스테 가수분해에 의한 황화수소를 방출하기 위해 락톤화 단계에서
반응하는 싸이오에스터 (thioester) 작용기를 분자내에 도입하였다 (반응 2).
이 화합물에 비스테로이드계 화합물 접합체를 합성하고, 질병 모델 세포에
서 매우 효과적인 항염 효과가 관찰되었다.

반응 2. 에스터가수분해 효소에 의해 촉발되어 황화수소를 생성하는 공여체
효소에 의해 촉발 된 황화수소 공여체의 또 다른 예로, Chakrapani 그
룹에서는 박테리아가 갖는 항균 내성은 박테리아가 생성하는 황화수소에 의
존한다는

가설을

세우고,

박테리아

효소인

(nitroreductase)에 의해 분해되어 황화수소가

E. coli 나이트로

환원효소

생성되는 화합물을 고안하

였다. 이 화합물은 나이트로환원효소에 의해 분해되어 같은 자리 디싸이올
(gem-dithiol)를 형성하고, 이 분자는 최종적으로 가수분해 되어 황화수소
를 생성한다 (Shukla, Khodade et al., 2017) (반응 3). 이 연구에서 연구
자들은 같은자리 디티올 (geminal dithiol)을 보호 그룹으로 파라니트로-벤
질 싸이오에테르 (paranitro benzyl thioether)를 사용했다. 벤젠고리상 니
트로 (nitro)기는 박테리아에서 발견된 효소인 니트로 (nitro) 환원 효소
(nitroreductase)의 존재 하에서 아민 (amine)으로 선택적 환원이 된다. 니
트로 환원 효소에 의한 환원은 불안정한 중간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자리
디싸이올(geminal dithiol)을 유리시키는 자기분해 (self-immolation)를 일
으키는 가수분해를 통해 황화수소를 생성시킨다. 이 연구에서 박테리아 내
에서 생성되는 황화수소는 항균제에 대한 내성을 만든다고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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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 3. 박테리아-니트로환원효소에 의해 촉발되는 황화수소 공여체
Pluth 그룹에서는 최근 활성산소 (ROS)에 의해 분해되어 카보닐 설파이
드

(carbonyl

sulfide.

COS)를

생성하는

황화수소

공여체를

개발했다

(Zhao and Pluth 2016) (반응 4).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카보닐 설파이드
는 탄산탈수효소 (carbonyl anhydrase, CA)에 의해 분해되어 황화수소를
생성한다. 세포가 활성산소 농도가 높아져 산화적 스트레스 상태에 있으면
염증 등의 질병이 유발된다. Pluth 그룹에서는 산화적 스트레스 상태에 있
는 세포내, 높은 농도의 활성산소가 화합물을 분해하면서 황화수소가 자연
스럽게 생성되고, 이렇게 생성된 황화수소는 강력한 환원작용으로 활성산소
를 제가하여 세포의 산화적 스트레스 상태를 낮추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반응 4. 활성산소에 의해 촉발되는 황화수소 공여체
3. 결론
황화수소에 대한 연구 분야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황화수소의 산화, 항상성 및
신호전달 대상에 대한 분자수준의 메카니즘 이해가 서로 다를 수 있고, 그 연구 속도
가 완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와 지식의 차이는 연구자들의 연구 의욕을 더
욱 불러일으키고, 그 이해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 가능하게 하는 원동
력이 되며, 결국 이 연구 분야를 발전시킬 것이다. 예를 들면, 황화수소가 함염증과
염증을 증가시킨다는 두 가지 효과에 대한 논쟁은 광범위한 황화수소 농도로 수행된
연구 결과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공여체와 탐침 할 수 있는
화학적 도구 개발의 부족함에 따른 기술적 어려움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이 총설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황화수소로 부터 기인하는 다양한 생리적 역할과 잠재적 약리적 효
과를 고려하면, 황화수소에 대한 연구는 계속 주목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황화
수소가 관여된 산화 환원 신호 메카니즘과 건강과 관련된 새로운 황화수소 공여체 및
화학적 도구 개발은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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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the relations between Stone algebra

and pseudo-complemented lattices.

We give their properties and

their

examples.

요약 : 이 논문에서는 스톤대수와 유사 여 격자들 사이의 관계들을 조사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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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lattices

Lattices, Boolean algebras, Stone algebras, Pseudo-complemented

1. Introduction
Balbes and Horn introduced Stone algebras and Pseudo-complemented lattices as
weaker algebraic structures than Boolean algebras.

It

is an important

mathematical tool for algebraic structure of fuzzy contexts and the model of
computing with words, pattern recognition and data base theory.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the relations between Stone algebra and
pseudo-complemented lattices. We give their properties and their examples.
The

family

of

fuzzy

sets

is

a

Stone

algebra.

The

collection

of

pseudo-complemented sets of Stone algebra X is the Boolean algebra which is
lattice isomorphic to the quotient lattice of X.
*

From this fact, the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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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all subsets of  is lattice isomorphic to the quotient lattice of    .

2. Preliminaries
Definition 2.1. (Birkhoff) Let
≤

 be a set. A preorder on  is a binary relation

which satisfies the following conditions.

(1) reflexive if  ≤  for all ∈  
(2) transitive if  ≤  ,  ≤  , then  ≤  
A preorder is called a partial order if it satisfies
(3) antisymmetric if  ≤  ,  ≤  , then   
A partially ordered set is a pair   ≤  where  is a set and ≤ is a partial
order. A partially ordered set

  ≤  is called a chain if either

 ≤  or  ≤ 

for each  ∈  

Definition 2.2. (Birkhoff) A partially ordered set

  ≤  is called a join

semi-lattice (resp. meet semi-lattice) if every pair {a,b} of X has sup{a,b}= ∨
(resp. inf{a,b}= ∧)
in X.

A partially ordered set

  ≤  is called a lattice if it has a join

semi-lattice and meet semi-lattice.

Definition 2.3. (Birkhoff) A lattice

  ∨  ∧  is called:

(1) bounded lattice if there exists ∈  with ∨   for all ∈  ,
and there exists ∈  with ∧   for all ∈  .
(2) complemented lattice if it is bounded and for all ∈ 
there exists ∈  with ∨   and ∧   .
(3) distributive lattice if for all   ∈  ,
∨ ∧   ∨ ∧ ∨  and ∧ ∨   ∧ ∨ ∧  .

(4) complete lattice if every subset T of X has both a sup and an inf.
A bounded distributive complemented lattice is called a Boolean algeb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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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ition 2.4. (Birkhoff) Let

  ∨  ∧      be a bounded lattice. A map    → 

is called an order-reversing involution if it satisfies the following conditions:
(1)

     

     

(2) If  ≤  ,
(3)

   ≥   

     

Definition 2.5. (Birkhoff) If



 ∨     ∧  

is an order-reversing involution, the equations
 ∧     ∨  

are called the De Morgan laws.

Definition 2.6. (Birkhoff) Let
   →  is

  ∨  ∧    ∨  ∧  be lattices. Then

a map

a lattice homomorphism if for all  ∈  ,
 ∨     ∨    ∧     ∧  

A map    → 

is

a lattice isomorphism if 

is

a bijective lattice

homomorphism.

Theorem 2.7. (Birkhoff) Let
be

  ∨  ∧    ∨  ∧  be lattices. Let a map    → 

a surjective lattice homomorphism. Define  ∼  if and only if        .

Then


    ∼ →  is a lattice isomorphism defined as 
      

3. Pseudo-complemented lattices
Definition 3.1. (Balbes and Horn) Let

  ∨  ∧      be a bounded lattice. The

element  ∈  is called a pseudo-complement of ∈  if

∧    and  ≤  

for each ∧   , that is, there exists a largest element  ∈  such that
∧   

If every element has a

pseudo-complement, then the bounded lattice is

pseudo-complemented.
The equation   ∨  

is called Stone’s identity. Stone algebra is

pseudo-complemented distributive lattice satisfying this identity.
The concept of pseudo-complement involves only the meet operation. Thus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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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define pseudo-complemented meet semi-lattices.

Example 3.2.

Let   ∨  ∧     be a complemented bounded lattice such that

∧  ∧  ∧  

∨  ∨  ∨   

But   ∨  ∧     is not pseudo-complemented because ∧  ∧   but b and
c not comparable

Theorem 3.3.

  ∨  ∧      be a complete bounded lattice satisfying infinite

meet distributive lattice, that is,
∧ ∨ ∈     ∨ ∈  ∧ 

Then  ∨∧ be pseudo-complemented

Proof. Let

∧   for each ∈  . Put   ∨ ∈ 

 .

∧  ∧ ∨ ∈     ∨ ∈  ∧   

The element ∈  is called a pseudo-complement of ∈  

Corollary

3.4.

Every

distributive

lattice

on

a

finite

set

is



pseudo-complemented

Theorem 3.5. Every chain on a finite set
Proof.

 is

a stone algebra.

Since every chain is a distributive lattice, by Corollary 3.4,

 is

pseudo-complemented. For ∈  ,  ∨   ∨   Hence  is a stone algebra.

Remark 3.6. (1) Every chain on a finite set

 is

a kleene algebra because

∧     , for all ∈  .

(2) The three valued logic is a Stone algebra from Theorem 3.5 because
   u   with      is chain. Futhermore, it is a Kleene algebra.

Example 3.7. Let

  a  b  c     ∨  ∧      be a pseudo-complemented lat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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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h that
      

    

∧  

∨  

Then  is not a stone algebra because is not a distributive lattice, that is,
  ∨ ∧ ≠ ∧ ∨ ∧   

But  has a Stone’s identity from
 ∨   ∨  

 ∨   ∨  

 ∨   ∨  

  ∨   ∨  

Futhermore,   ∨  ∧     be a pseudo-complemented lattice from:
    

Example 3.8. Let

  

   

   

   ×  ∪ be a partial ordered set defined by

 ≤ ⇔ ≤   ≤ 
∨ ∈     



∨ ∈   ∨ ∈    if
if
 

∨ ∈   ≠   ∨ ∈   ≠  
∨ ∈      or ∨ ∈    

∧ ∈      ∧ ∈   ∧ ∈   

Then  ∨∧ be a complete bounded distributive lattice. But it does not
 
 

infinite distributive lattice from: For       


       
  

∨ ∈     

 
 
      ∨ ∈  ∧   ≠ ∧ ∨ ∈          
 
 

For every    with  ≠   ≠ 

        . So,     ∨           .

For every    with   or      does not exist. So,  is not a

pseudo-complemented lattice. Furthermore,       does not exist




     ∨ ∈        ≠ ∧ ∈       



Example 3.9. Let
      

  a  b  c      ∨  ∧     be a

      

∧   

lattice such that

∨  

Then  is a pseudo-complemented lattice be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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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is not a stone algebra because
  ∧  ≠  ∨    ≠ 

Example 3.10. Let

  ∨  ∧       be a Boolean algebra, then    is a stone

algebra. Let     x y ∈X × X  x ≤ y
Define

   ∧      ∧  ∧ 

Then    ∈    is

   ∨      ∨  ∨ 

pseudo-complemented of   ∈    and

    ∈   

is pseudo-complemented of    ∈    . Thus
    ∨           ∨           

Then    is a Stone algebra.

Example 3.11. Let

  ∨  ∧        be a Stone algebra, then    is a Stone

algebra. It follows from Example 3.10.

Example 3.12. Let
    

  a  b     ∨  ∧      be a Boolean algebra such that

    

∧   

∨   

Then        a  b   a a a  b  b b      is a stone algebra from
        

           

           

                     

Lemma 3.13. Let

 ∧  be a pseudo-complemented meet semi-lattice.

Then it satisfies the following properties:
(1)  ≤   for all ∈  .
(2)  ≤  implies  ≥  .
(3)      for all ∈  .

Proof. (1) It follows from the definition of pseudo-complemented.
(2) Since  ≤  and ∧  ≤ ∧    , then  ≥   .
(3) By (1) and (2),

  ≤     and   ≥     .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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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em 3.14. Let

  ∧     be a pseudo-complemented meet semi-lattice and

   x x∈X  . Then    ∨  ∧     is an Boolean algebra defined as
∨    ∧   for all ∈  .

Proof. We easily show that

∈   if and only if       from Lemma 3.13.

For all  ∈  . ∧∈   from ∧   ≤    
∧   ≤ ∧

∧   ≤      implies

and ∧ ≤ ∧   

Since  ≥  ∧    ≥  ∧

,

  ∧  ≥    

  ∧   ≥   

If  ≤    ≤  , then  ≥      ≥    Thus  ∧  ≥    So  ∧  ≤      
Therefore  ∧    ∨ 
Since , for each ∈   . ∨   ∧       and  ∧  
   ∨  ∧      is a complemented lattice.

For each

   ∈   . since ∧ ≤ ∨ ∧ 
∧∧ ∨ ∧    

∧ ≤ ∨ ∧  then

∧∧ ∨ ∧    

∧ ∨ ∧  ≤   implies

∧ ∨ ∧  ≤   

Moreover, ∧ ∨ ∧  ∧  ∧   

∧ ∨ ∧  ≤   ∧  .

We have

∧ ∨   ∧   ∧  ≤ ∨ ∧    ∨ ∧ 

Put         ∨ . Then
∨ ∧ ∨  ≤ ∨ ∧ ∨   ∨ ∨ ∧  .
≤ ∨ ∨ ∧   ∨ ∧  .

Since ∨ ∧ ≤ ∨ ∨ ∧ ≤ ∨
∨ ∧  ≤ ∨ ∧ ∨ 

Hence

∨ ∧  ∨∧ ∨

Theorem

3.15.

A

bounded

   ∨  ∧      is a distributive lattice.

distributive

lattice

 ∨∧≤

pseudo-complemented if and only if it satisfies the following properties
∧ ∧   ∧            for all   ∈  .

Proof.

⇒  Since ∧  ≥   

∧ ∧  ≥ ∧ 

Since ∧ ∧ ∧   ∧ ∧ ∧     implie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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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 ∧  ≤ ∧  
⇒  Put

   Then

∧   ∧ ∧   ∧   ∧  

If ∧   , then   ∧ ∧   ∧  It imples  ≤  

Example 3.16. Let
        

  a  b  c d  e      ∧      be a meet semi-lattice such that
        

∧  

Then  is a pseudo-complemented lattice because
    

Then    b  d    ∧  ∨  is

      

           

a Boolean algebra because

∨   ∧    

∨    ∧   

Corollary 3.17. If

  ∨  ∧        is a Stone algebra,

then    ∨  ∧       is a

Boolean algebra

Example 3.18.

  ∨∧   is a Stone algebra but not a Boolean

algebra because it does not have a complemented. If  ≠ ∈    then   
So,  ∨   ∨   If    then    So,  ∨   ∨  
Since [0.1] is a chain, [0.1] is a distributive lattice. Hence      ∨  ∧      
is a Stone algebra and   is a Boolean algebra.

Theorem 3.19. Let

  ∨  ∧        be a pseudo-complemented distributive lattice.

Then, for all  ∈  .

Proof.

∨     ∧ 

We easily have ∨  ≤  ∧  

Since  ∧  ∧ ∨    ∧ ∧ ∨  ∧ ∧    , ∨  ≥  ∧ 

Theorem 3.20. Let

  ∨  ∧        be a pseudo-complemented distributive lattice.

Then the following statements are equivalent:
(1)   ∨  ∧       is a Stone algebra.
(2) for all  ∈  .

∧     ∨  

(3) for all  ∈  .

∨       ∨  

(4) for all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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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of.

 ⇒   Let   ∨  ∧        be a Stone algebra.

  ∨  is a

We will show that

pseudo-complement of ∧ .

(a)  ∨ ∧ ∧    ∧ ∧ ∨   ∧ ∧    , ∨  ≥  ∧  
(b) If ∧ ∧   , then ∧ ∧  ∧ ∧   

So ∧ ≤  

It implies ∧∧  ≤  ∧    Thus ∧  ≤   
  ∧    ∨    ∧   ∨ ∧   ≤   ∨  
 ⇒   Since ∨     ∧ from Theorem 3.19,
∨      ∧       ∨   

 ⇒   Put

   

  ∨        ∨        ∨  

 ⇒   Since ∨     ∧ from Theorem 3.19,
∧      ∨       ∧   
 ⇒   Put

   

  ∧        ∧        ∧  

Thus     ∧     ∨      ∨ 

Example 3.21. Let
        

  abcde∧ be a lattice such that
        

∧  

∨  

Then  is a pseudo-complemented lattice because
    

    

         

Then   abcde∧  is not a Stone algebra because
 ∨    ≠  Futhermore,   ∧ ≠  ∨  ∨  

Theorem 3.22. Let

 ∨∧ be a Stone algebra and    ∨   ∧  

∨   ∧  ∧   ∨ . Then a map    →  

is surjective and 
    ∼ →   is a

lattice isomorphism defined as 
          

Proof.

Since   ∨  ∧       is a Stone algebra, by Theorems 3.19 and 3.20,

 ∨   ∨     ∧    ∨      ∨    
 ∧   ∧     ∨    ∧      ∧    

It follows from Theorem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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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3.23.

   ∨∧   is a Stone algebra and        ∨   ∧  

∨   ∧  ∧   ∨ . Then a map      →     is surjective and
   ≤  and

 ∼  for all

 ∼   A map 
    ∼ →   is a lattice isomorphism defined as


    
   

Example 3.24. Let
    

  a  b     ∨  ∧      be a Boolean algebra such that

    

∧   

∨   

Then        a  b   a a a  b  b b      is a Stone algebra
from:
        

           

           

                     

Define a map      →    as               with ∨   ∧  ∧   ∨ .
  ∨    ∨∨   ∨  ∨  
    ∨            ∧        ∧     ∧  

By Theorem 3.19,

    ∨        ∨    

Since    is a Stone algebra,

    ∧          ∧      

Thus  is a lattice homomorphism. By Theorem 3.22,
             iff

    ∼      iff

    . Then

    ∼    

    ∼   

    ∼   

    ∼    ∼    ∼    

Then 
      ∼ →    is a lattice isomorphism such that

            

Futhermore,      →  defined     is a lattice isomorphism. Hence
∘ 
      ∼ →  is a lattice isomorphism. Therefore, every Boolean algebra X

is regarded as the quotient lattice of    .

Theorem 3.25. Let

  ∨  ∧        be a Stone algebra and     ∨  ∧ 

∨   ∧  ∧   ∨ . Then a map    →    is surjective and 
    ∼ →    is a

lattice isomorphism defined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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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of.

Since   ∨  ∧       is a Stone algebra, by Theorems 3.19 and 3.20,

 ∨   ∨       ∨      ∨  
 ∧   ∧       ∧       ∧  

It follows from Theorem 2.7.

Theorem 3.26. The family

     ∨  ∧        is a Stone algebra

where     consists of the crisp (ordinary) subsets of X.

Proof.

Let

 ∈     

pseudo-complement of
   



if
if

and

   x∈X  A x    .

Then

the

 ∈    is as follows:
∈   
    

It follows          where  is a characteristic function.
For  ∈    , if

     . then

  ∨       If

          It

     . then

follows that

          It

follows that

  ∨      

Theorem 3.27. The family

  ∪∩   is regarded as the quotient lattice of

     ∨  ∧       

Proof. Define

    →      as

      .

By Theorem 4.26,

 is

a lattice isomorphism. Since    →     is a lattice homomorphism.
By Theorem 4.25,


       ∼ →       is a lattice isomorphism. Hence

  ∪∩   is regarded as the quotient lattice o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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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Let        be the triple of 3 linear equations such that
           ,           and        . The
r-color Rado number      for   is the least integer, provided it exists,
such that for every r-coloring of the set    , there is monochromatic solution
to     and  . In this paper, we study the 2-color Rado number   
for  . We show that     .

요약 : 세 개의 일차방정식

           ,          

and         에 대하여       라 하자. 이 때 집합    의 모든
r-채색에 대해 세 개의 식     and  에 대한 단일 집합 해가 존재한다면
그 최소의 수를  에 대한 라도 수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식  에 대한 2-채색
라도 수   를 연구한다. 특히     임을 증명한다.
Keywords: Rado number, Ramsey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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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For   ∈ with    , let         ⋯ . A function      →   
is called an r -coloring of the set   . If  is an equation, then we say that a
solution

  ⋯ 

to  is monochromatic if        ⋯    .

Schur [9] proved that there exists a number  such that for  ≥  and every

r -coloring of the set   , there exists a monochromatic solution to     .
The least such integer      is called r-color Schur number. Some Schur
numbers are known such as                [10], and     
[3] but until now it is unknown for  ≥  .
One of Schur’s student, Rado, generalized the work of Schur to a system of
linear equations. He found the necessary and suffcient conditions to determine if
an arbitrary system of linear equations admits a monochromatic solution for
every coloring of the natural numbers with a finite number of colors [2, 6]. If
such a system always has a monochromatic solution, then there is  such
that for every r -coloring of    this system has a monochromatic solution.
The least number  satisfying this property is called the r-color Rado number
for the system. In particular, the r-color Rado number for an equation

      ⋯     is the least integer  , provided it exists, such that for
every r -coloring of the set   , there is a monochromatic solution to   .
Most of the studies in Rado numbers are concentrated on two colors.
Beutelspacher and Brestovansky [1] found the 2-color Rado number for

   ⋯     as a generalization of 2-color Schur number.
Harborth and Maasberg [4, 5] also studied the 2-color Rado number for

      , which is an another generalization of 2-color Schur number. In [7,
8] Sarancino studied the 2-color Rado number for the equation

   ⋯    .
Let

      

be

the

triple

of

3

linear

equations

such

that

           ,           and        . The

r -color Rado number      for   is the least integer, provided it ex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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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h that for every r -coloring of the set   , there is monochromatic solution
to     and  .

In this paper, we study the 2-color Rado number

     for   . In precisely, we show that      .

2. 2-color Rado number for

 

Since        , the 2-color Rado number    is the Schur number

   . If  is 2-color Rado number for   , then for any  ≥  and
two disjoint nonempty subsets   of  such that ∪   , we have at
lest one which has monochromatic solution to  .
Consider        such that            ,

          and        .
If a set     ⋯  has a monochromatic solution to        ,
then by letting   ,      , and   , we also have the
monochromatic solution  to            . Thus

   ≤    .

Lemma 1.

(Beutelspacher and Brestovansky [1])          , where

      ⋯   .
By the Lemma 1 we have the following corollary.

Corollary 1. We have    ≥  .
Proof. Since    ≥    and by the Lemma 1,      , we have

□

   ≥      .

Lemma 2. We have    ≤  .
P roof. Assume that    ≥  . Let  and  are nonempty disjoint subsets of
the set   . Consider a set   . Since               and

       ,    is a monochromatic solution to     and   .
Thus without loss of generality we may assume the three cases,
(Case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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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2) ⊂   ⊂  and
(Case 3) ⊂   ⊂  .
Assume that (case 1) holds. If ∈, then since        and      , we
have the monochromatic solution  to   . Thus  ∈  . Consider the set

 . If  ⊂  , then since      and        we have the
monochromatic solution  to   . If  ⊂ , then since      and

       we have the monochromatic solution  to   . Thus we have
two subcases:
(Case 1-1)   ⊂  and   ⊂  and
(Case 1-2)   ⊂  and   ⊂ .
Assume that (case 1-1) holds. If ∈ , then since             we
have the monochromatic solution  to   . If ∈, then since

            we have the monochromatic solution  to   .
If (case 1-2) holds, then since      and        we have ∈. If

∈ , then since             we have the monochromatic solution 
to   . If ∈ , then since             we have the monochromatic
solution  to   . We have a contradiction.
Assume that (case 2) holds. Consider the set  . If  ⊂  , then since

     and        we have the monochromatic solution  to   . If
 ⊂ , then since      and        we have the monochromatic
solution  to   . Thus we have two subcases;
(Case 2-1)  ⊂  and   ⊂  and
(Case 2-2)  ⊂  and   ⊂ .
Assume that (case 2-1) holds. If ∈, then      and        we
have the monochromatic solution  to   . If ∈ ,
then      and        we have the monochromatic solution  to   .
Assume that (case 2-2) holds. If ∈ , then since      and       
we have the monochromatic solution  to   . If ∈ , then since      4
and        we have the monochromatic solution  to   . We have a
contradiction.
Assume that (case 3) h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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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  , then since      and        we have the monochromatic
solution  to   . Consider the set  .
If  ⊂  , then since      and        we have the monochromatic
solution  to   . If  ⊂  , then since      and        we have
the monochromatic solution  to   . Thus we have two subcases;
(Case 3-1)   ⊂  and   ⊂  and
(Case 3-2)   ⊂  and   ⊂ .
Assume that (Case 3-1) holds. If ∈ , then      and        we
have the monochromatic solution  to   . If ∈ , then      and

       we have the monochromatic solution  to   . Assume that
(case 3-2) holds. Since      and        we have ∈. If ∈,
then since      and        we have the monochromatic solution 
to   . Thus ∈ . If ∈ , then since      and        we have
the monochromatic solution  to   . If ∈, then since      and

       we have the monochromatic solution  to   . We have a
contradiction.

□

By the Corollary 1 and Lemma 2 we have the following theorem.

Theorem 1. If   is the system of equations              ,
then the 2-color Rado nu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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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For the 30 managers with high net profits, a
cluster analysis based on five evaluation items (securities type trust, MMF
trust, alternative investment trust, net profit, and number of years of
survival) is performed. As a result, 30 managers can be categorized into
four clusters, and each manager is examined through the multidimensional
scale analysis.

요약: 본 논문에서는 당기순이익이 높은 30개 운용사를 대상으로, 5개 평가항목(증권
형 수탁고, MMF 수탁고, 대체투자 수탁고, 당기순 이익주, 존속년 수)을 근거로 한
군집분석을 실시한다. 그 결과 30개 운용사를 네 개의 군집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다차원척도 분석을 통하여 각 운용사의 포지셔닝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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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자산운용업계는 최근 5년간 수탁규모에 있어서는 66% 성장(‘12년 말 618조에서
‘17년 9월말 1,026조)하고, 회사수로는 132% 성장(‘12년 말 84개에서 ‘17년 9월말
195개)함으로써 여타 업권에 비하여 압도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며, ‘17년에 이어 ‘18
년에도 전문사모등록 운용사들이 계속하여 설립됨으로써 ‘18년 9월말 현재에는 234
개사로 늘어났다. 또한, 수탁고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전통자산
에 투자하는 증권형이나 MMF 수탁고 보다는 대체투자에 대한 수탁고를 늘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운용업계의 변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
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운용사별 수탁고를 증권형, MMF, 대체투자로 나누고, 당기순
이익이 높은 30개 운용사를 대상으로 하여, 군집분석을 통하여 5개 평가항목으로 30
개 운용사를 4개의 군집으로 분류한 후 다차원척도 분석을 통하여 각 운용사를 포지
셔닝 하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군집에 소속된 운용사들이 안정적
인 수익창출을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자료설명
증권형수탁고는 주식형, 주식혼합형, 채권혼합형, 채권형, 재간접형으로 분류되는
집합투자기구의 수탁고의 합계이다. 이는 대체투자에 대비되는 전통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로 분류되기도 하며, 펀드구조의 초반기에는 증권형 수탁고만 존재한다.
MMF 수탁고(2017년 12월말 기준)는 단기집합투자기구를 말하며 주로 채권과 어음
및 현금자산으로 운용되는 펀드로써 운용보수가 낮고, 자금의 유출입이 많이 일어나
는 특징이 있다.
대체투자 수탁고에는 파생형, 실물 자산형, 특별 자산형, 혼합 자산형 집합투자기구
의 수탁고의 합계이다. 이는 전통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형(MMF 포함)에 비하여
운용보수가 매우 높고, 성과보수가 존재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므로, 대체투자 집합
투자기구는 적은 수탁고로도 매우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운용회사의 당기순이익은 주로 운용보수로부터 얻는다. 분석대상 운용회사를 당기
순이익 기준으로 상위 30개사로 한정하였고, 당기순이익이 30위 안에 들더라도 운용
보수로부터의 수익이 아닌 운용사는 제외하였다.
존속년 수는 운용회사가 설립된 이후 존속한 년 수를 말하는 것으로 2017년 12월
말에서 설립까지를 년 수로 표시하였다. 최근에 설립된 운용사 중에서도 대체투자나
성과보수를 통하여 높은 수익을 올리는 운용사들이 있는 반면에 설립된 지 오래된 운
용사라 하더라도 새로운 상품으로 적절한 대비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익을 안정
적으로 낼 수 없는 환경이므로 존속년 수를 평가항목으로 포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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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1) 군집분석
<표 1>의 소속군집결과를 보면 ‘군집 1’은 증권형수탁고와 대체투자 수탁고 및 당
기순이익 값이 월등히 큰 반면에 MMF 수탁고 값은 작으며, 해당 운용사는 미래애셋
과 삼성자산운용이 ‘군집 1’로 분류되었다. ‘군집 2’는 MMF 수탁고 값이 높으며 존속
년수 값 또한 상대적으로 높음을 볼 수 있다. KB, 한화, 한국투자, 신한BNP, 키움,
NH아문디, 하나UBS, IBK 자산운용이 ‘군집 2’로 분류되었다. ‘군집 3’은 존속년수에
서 다른 군집에 비해서 우월한 위치를 나타내고 있고, 대체투자 수탁고에는 상대적으
로 가장 낮은 음의 값을 나타내었다. ‘군집 3’으로 분류된 운용사는 신영, 베어링, 흥
국, 교보악사, 마이다스애셋, 동양, 멀티애셋, KTB, 하이, DGB 자산운용이다. ‘군집
4’는 모든 항목에서 음의 값을 가지며 특히, 존속년 수가 짧은 것이 특징이다. 하지
만, 대체투자수탁고 값과 당기순이익 값은 ‘군집 3’보다 높고, 증권형과 MMF 수탁고
값이 ‘군집 3’보다 낮음을 알 수 있다. ‘군집 4’로 분류된 운용사는 타임폴리오, 이지
스, KDB인프라, 한국투자밸류, 삼성 SRA, 삼성액티브, 코람코, 하나대체, 안다 자산
운용 등 10개 운용사이다.

<표 1> 최종군집중심

각 군집 간 평균차를 보면, ‘군집 1’은 ‘군집 4’와 ‘군집 3’이 비슷한 수준으로 크게
차이가 있고, ‘군집 2’와도 값이 크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군집 2’는 ‘군집 1’과 가
장 거리가 멀고 ‘군집 3’과 상대적으로 거리가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다. ‘군집 3’은
‘군집 1’과 거리가 가장 멀고, ‘군집 4’와 가까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군집 4’는 ‘군
집 1’과 가장 거리가 멀고, ‘군집 3’과 가장 가까운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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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최종군집중심간 거리

(2) 다차원척도법
30개 운용사들 간 거리가 2차원 평면상에 정보의 손실 없이 얼마나 잘 위치했는가
를 판단할 수 있는 선형 적합도의 산점도를 보면 30개 운용사들의 대응점들이 대각선
상에 선형적으로 위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Kaufman, 2005; Kruskal, 1964; Kruskal
& Wish, 1977; Savaresi & Boley, 2004; Takane et al, 1977; Torgerson, 1952; Yang,
2013). 이는 다차원척도 맵이 운용사들을 어느 정도 정확히 표현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 다차원척도법
다차원분석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분산의 불일치 정도로서 대상간의 실제 거리와
추정된 거리 사이의 오차를 나타내는 스트레스 값은 0.16273으로 Kruskal 기준에 따
라 채택 가능하다고 판정할 수 있다. 한편, 0.6이상의 값을 가지면 설명력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는 RSQ 값은 0.93443으로 매우 설명력이 높음을 보여준다.
원점을 중심으로 가로축의 오른쪽으로 갈수록 5개의 평가항목 중에서 당기순이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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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형 수탁고가 높고, MMF 수탁고가 낮다. 원점을 중심으로 세로축의 위로 갈수록
MMF수탁고가 높은 집단이다. ‘군집 1’은 당기순이익도 높고, 증권형, 대체투자 수탁
고도 높아 매우 우등한 우위에 있다. ‘군집 2’는 MMF 수탁고가 높은 것이 특징이며,
‘군집 1’로 가기 위해서는 당기순이익을 늘려하므로 당기순이익 기여도가 낮은 MMF
보다는 대체투자나 증권형 수탁고를 키워야 함을 알 수 있다.
‘군집 4’는 증권형 수탁고는 낮으면서도 상대적으로 당기순이익이 높은 운용사들로
서 대체투자 수탁고가 높은 특징이 있지만 대체투자 수탁고가 매우 낮으면서도 높은
당기순이익을 실현하는 운용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대체투자에서 성과와 연동된 수
익구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군집 4’에 소속되어 있는 운용사는 높은 수탁
고에서 높은 수익성이 있으므로, 특화된 펀드를 성공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특징이 있
다. ‘군집 1’로 가기위해서는 수탁고를 좀 더 늘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군집 3’은 수
탁고 수준도 중간이고, 당기순이익 수준도 중간인 운용사들이 군집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이한 사항은 하나UBS와 IBK 자산운용은 ‘군집 2’에 속하면서도 당기
순이익 수준이 낮아 가로축에서 ‘군집 2’와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보악
사의 경우 ‘군집 3’에 속하지만 증권형 수탁고와 MMF 수탁고의 영향으로 ‘군집 3’에
서 세로축으로 더 멀리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4. 요약 및 결론

본 논문에서는 당기순이익 상위 30개 운용사들을 증권형, MMF, 대체투자형 수탁고
항목과 당기순이익, 존속년 수 항목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4개의 군집
으로 분류가 가능하였으며, ‘군집 1’에 속하는 미래애셋과 삼성자산운용은 모든 항목
에서 매우 우등한 우위를 보여주고 있다.
‘군집 2’는 MMF 수탁고에서 큰 우위를 보여주었는데, MMF 수탁고는 수익성에는
상대적으로 기여도가 가장 낮아 ‘군집 2’내에서도 MMF 수탁고가 높은 하나UBS와
IBK 자산운용은 ‘군집 2’를 이탈하여 가장 우등한 위치에 있는 ‘군집 1’과 더 멀어져
서 포지셔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군집 1’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당기
순이익을 높일 수 있는 증권형이나 대체투자 수탁고를 늘려야만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군집 3’은 당기순이익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열위에 있는 운용사들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군집 1’로 가기 위해서는 가장 열위에 있는 대체투자수탁고를 늘려 당기순
이익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군집 4’는 MMF 수탁고에서 가장 열위에 있고 대체투자와 당기순이익에서 ‘군집
3’ 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군집 1’로 가기 위해서는 수익성에 기여하는 수탁고를
늘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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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 상위 30개 운용사들의 다차원분석을 통하여 각 운용사의 포지셔닝을 파
악하고 향후 수탁고 구조에서 개선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하지만, 본 분석에서는
‘군집 4’에 해당하는 특화시장에서 성공하고 있는 운용사들을 잘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 아쉬웠다. 따라서, 향후에는 운용사별로 펀드 유형별 평균 운용보수율 데이터를
추가하여 운용사 그룹별로 분석을 해 본다면 유효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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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aper, we define the concept of fuzzy actions on
indistinguishable sets and investigate some properties.

요약 : 이 논문에서는 구분불분명한 집합상에서의 군의 퍼지 작용을 정의하고 기본
적인 성질들을 조사한다.
Keywords: Residuated lattice, fuzzy action

1. Introduction
D. Boixader and J. Recasens (2018) introduced the concept of fuzzy actions on
ordinary sets. In this paper, we define the concept of fuzzy actions on
indistinguishable sets and investigate some basic properties.

2. Preliminaries
Throughout this paper, unless otherwise stated, we always assume that
* Corresponding Author: E-mail: jumokoh@gwnu.ac.kr, Tel:+82-33-640-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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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is an algebra where
(a)  ∧ ∨    is a lattice with the least element  and the greatest element
;
(b)  ⊙   is a commutative monoid (i.e., ⊙ is commutative, associative and

⊙   for all ∈ );
(c) if  ≤  , then ⊙ ≤ ⊙ where   ∈ (isotonicity of ⊙ ).
As a special algebra of our considering algebra, a residuated lattice is defined as
follows.
Definition 2.1. [R. Belohlavek (2002)] An algebra    ∧ ∨ ⊙ →    is called

a complete residuated lattice if
(1)  ∧ ∨    is a complete lattice with the least element  and the greatest
element  ;
(2)  ⊙   is a commutative monoid;
(3) ⊙ ≤  if and only if  ≤ → for all   ∈ .
Lemma 2.2. [R. Belohlavek (2002)]

Let    ∧ ∨ ⊙ →    be a complete

residuated lattice. Let  ∈ where ∈ . Then

∨ ∨⊙ 

⊙

∈



∈



Definition 2.3. [J. Recasens (2010)] An ordinary function    × → is an

indistinguishable operator on  if
(a)       for all ∈ (reflexive),
(b)

         for all  ∈ (symmetric), and
(c)    ⊙    ≤     for all   ∈ (transitive).
An indistinguishable operator  on  separates points if       implies

   , where  ∈ .
Let  be an indistinguishable operator on a set  . Define a relation ∼ on 
by  ∼  if       . Then it is easy to see that the relation ∼ is an
equivalence relation on  . For all ∈ , let    y∈X  x ∼ y b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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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valence class containing  . Let ∼  x   x∈X  be the set of all
equivalence classes of  .
The following is well-known.
Lemma 2.4. [J. Recasens (2010)] Let  be an indistinguishable operator on a set

 . Define ∼  ∼ × ∼→ by ∼         . Then
∼ is an indistinguishable operator on ∼ in which ∼ separates points.

3. Fuzzy actions on indistinguishable sets
Definition 3.1. Let  be a group. Let  be a set with an indistinguishable

∘  ×  × → is compatible with respect
operator  . An ordinary function 

to  if
(a) 
∘   ⊙  ′ ⊙  ′  ≤ 
∘ ′  ′  for all ∈ and  ′   ′∈ ;
(b) 
∘   ⊙
∘  ′  ≤   ′  for all ∈ and   ′∈ .
Group actions are fuzzified as follows.
Definition 3.2. Let  be a group. Let  be a set with an indistinguishable

∘  ×  × → be extensional with respect to  . Then the
operator  . Let 
four-tuple 
∘     is a fuzzy action of  on  if
(a) 
∘   ⊙
∘    ≤ 
∘    for all  ∈ and   ∈ ;
(b) 
∘      for all ∈ ;
(c) For all ∈ and ∈ , there exists ∈ such that 
∘      .
A fuzzy action 
∘     is perfect if for all ∈ and ∈ , there exists a
unique ∈ such that 
∘      .

∘    can be interpreted as the degree in which  is the
Remark 
image of  under the action o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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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ogous to [D. Boixader, J. Recasens (2018), Proposition 3.6], we have the
following

∘     be a fuzzy action of  on  .
Theorem 3.3. Let 
Define


∙ ∼ × ∼ × ∼→

by


∙    
∘    .

Then


∙  ∼ ∼  is a perfect fuzzy action of  on ∼.
Proof. By Lemma 2.4, ∼ is an indistinguishable operator on ∼ in which

∼ separates points.
∙ is well-defined . Let ∈ . Let    ′  and    ′  where
Claim 1: 

 ′   ′∈ . Then   ′    ,   ′    ,
∙    
∘    and

∙′ ′   
∘ ′  ′  . We must show 
∘     
∘ ′  ′  . Note that

∘     
∘   ⊙  ′ ⊙  ′  ≤ 
∘ ′  ′  by Definition 3.1 (a).

∘    ≤ 
∘ ′  ′  .
Thus
Similarly,
one
can
see
that

∘ ′  ′  ≤ 
∘    .
well-defined.

Hence

∙ is compatible
Claim 2: 
 ′  ′ ∈∼. Note that


∘     
∘ ′  ′  ,

with

respect

to

∼.

and

Let

so


∙

∈ .

is

Let


∙  ⊙∼  ′ ⊙ ∼  ′   
∘   ⊙  ′ ⊙  ′ 

≤ ∘ ′  ′   
∙′ ′  by Definition  a 
and

∙  ⊙
∙ ′   
∘   ⊙
∘  ′  ≤   ′  by Definition  b 
 ∼  ′ 
∙ is compatible with respect to ∼.
Hence 
Note that the following four properties.
(1) Let  ∈ . Let    ∈∼. Then


∙  ⊙
∙    
∘   ⊙
∘    ≤ 
∘    by Definition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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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Thus 
(2) Let  be the identity of  . Let  ∈∼. Then


∙    
∘      by Definition 3.2 (b).
Thus 
∙     .
(3) Let ∈ . Let  ∈ . Then by Definition 3.2 (c), there exists ∈ such
that 
∘      . Note that  ∈∼ and 
∙    
∘      .
∈ . Let  ∈∼. Assume that 
(4) Let
∙     and

∙ ′    where  ′ ∈ . Then
∼

 
∙  ⊙
∙ ′   
∘   ⊙
∘  ′  ≤   ′ 
3.1 (b). Thus   ′    , and so    ′ .

by

Definition

∙  ∼ ∼  is a perfect fuzzy action of  on ∼.
Hence 
Lemma 3.4. Let 
∘      be a fuzzy action of  on  where  is the

identity of  . Then the following hold.
(1) If 
∘   ⊙
∘  ′    where ∈ and   ′∈ , then   ′    .
(2) Let  ∈ . Then 
∘      if and only if       .
(3) 
∘     
∘     where ∈ and  ∈ .
(4) For all ∈ and ∈ , there exists ∈ such that 
∘      .
Proof. (1) Let 
∘   ⊙
∘  ′    where ∈ and   ′∈ . Then

 
∘   ⊙
∘  ′  ≤   ′  by Definition 3.1 (b).
Hence   ′    .
(2) ⇒  Assume that 
∘      where  ∈ . Then by

Definition 3.2 (b),

we have

 
∘   ⊙
∘    ≤    
Hence       .

⇐ ) Assume that       where  ∈ . Then by Definition 3.1, we have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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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nce 
(3) Note by Definition 3.2 (a) that

∘    ⊙
∘     ≤ 
∘    ,
and so


∘   ⊙
∘     ≤ 
∘    .
∘     ≤ 
∘    . On the other hand, by Definition
By Definition 3.2 (b), 

∘    ⊙
∘    ≤ 
∘     ,
3.2
(a),
we
have
and
so

∘    ≤ 
∘     . Hence 
∘      
∘    .

(4) Let ∈ and ∈ . By Definition 3.2 (c), there exists ∈ such that

∘       . Now by (3), 
∘      .

∘      be a fuzzy action of  on  where  is the
Lemma 3.5. Let 
identity

of

 . Then 
∘   ⊙
∘ ′    ≤   ′  for all ∈

and

 ′  ∈ .
∘       . Note that
Proof. There exists ∈ such that 


∘        
∘       by ≤ mma   



∘      ⊙
∘       ≤     by Definition  b 

and


∘   ′    
∘    ′ 
by ≤ mma   




∘    ′ ⊙
∘      ≤  ′   by D efinition  b 

Thus, we have by the transitivity of  that


∘     ⊙
∘   ′   ≤   ⊙  ′   ≤   ′  .
Hence


∘   ⊙
∘ ′    ≤   ′  .
Lemma 3.6. Let 
∘      be a fuzzy action of  on  where  is the

identity of  . Then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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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where  ∈ and   ∈ . There exists
Proof. Let 
∈ such that 
∘      .
Note by Definition 3.2 (a) that

 
∘     ⊙
∘       ≤ 
∘    
∘      . Since   
∘   ⊙
∘    ≤     by Definition 3.1
Thus 
∘   ⊙    ≤ 
∘    by
(b), we have       . Since   
∘      .
Definition 3.1 (a), we have 
Theorem 3.7. Let 
∘     be a fuzzy action of  on  . Then

∀ ∈ ∀  ∈  
∘   ⊙
∘    ≤ 
∘     
Proof. There exist  ∈ such that 
∘      and 
∘      . Then,

∘      . Note by Definition 3.1 that
by Lemma 3.6, we have 


∘     ⊙
∘      
∘     ⊙
∘     ⊙
∘    
≤    ⊙
∘    
≤
∘      
∘    ⊙
∘     ≤     
     ⊙
∘      ≤ 
∘     
Hence


∘   ⊙
∘    ≤ 
∘    .
∘      be a fuzzy action of  on  where  is the
Theorem 3.8. Let 
∘    for all  ∈ .
identity of  . Then      
Proof. Let  ∈ . Note by Definition 3.1 that

        ⊙
∘     ≤ 
∘      
∘    ⊙
∘     ≤    
Hence

     
∘    .
∘       be a fuzzy action of  on  . Assume that
Definition 3.9. Let 
is complete as a lat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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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by 
   
Define 
∘
∘

∘    for all  ∈ .
∨
∈

Analogous to [D. Boixader, J. Recasens (2018), Proposition 3.15], we have the
following

∘       be a fuzzy action of  on  . Assume that
Theorem 3.10. Let 

 is a complete residuated lattice. Then 
is an indistinguishable operator on
∘
   for all  ∈ .
 such that     ≤ 
∘
Proof. Let  be the identity of  . For all  ∈ ,

      
∘     by Theorem 

  
≤
∘       
∘

∨
∈

   for all  ∈ .
Hence     ≤ 
∘


is reflexive . For all ∈ ,
∘

 
∘     by Definition  c 

  
≤
∘       
∘

∨
∈

Thus 
is reflexive.
∘


is symmetric. For all  ∈ ,
∘

∘       ∨
∘ 
∨
 ∨
∘           

   

∘



∈
∈

   

∈

∘

Thus 
is symmetric.
∘


is transitive . For all   ∈ ,
∘

- 76 -

by ≤ mma   

오주목 : 구분불분명한 집합상에서의 군의 퍼지 작용들Ⅰ

∘     ⊙ ∨
∘ h  y z 
∨
 ∨ 
∘ g  x y ⊙
∘  h  y z  
≤ ∨
∘ hg  x z  by Theorem
 ∨
∘          


  ⊙ 
    

∘
∘

∈

h∈G

 ∈



gh∈G


∘

 ∈

Thus 
is transit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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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effective teaching-learning method
through the small group collaborative learning as a part of learners' oriented
studying activities in order to inspire the learning motivation and efficiency for
mathematics. The stepwise process to carry out the small group collaborative
learning effectively is discussed including teacher and students' roles as well as
preparation of the learning materials.

By conducting practical instructions and

assessing its academic performances comparatively, we explore the points of
proposal

to an alternative instruction method to promote learning through the

students' cooperative self-explorations. The experimental lessons for the middle
school 2nd and 3rd grades showed that
group

collaborative

learning

could

be

the educational effect on the small
differ

depending

on

the

self-consciousness and the maturity of cognitive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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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수학의 학습동기와 능률을 고취하기 위한 학습자 중심의 수업활동
방안의 하나로 소집단 협동학습을 통한 교수 학습 방안을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소집단 협동학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단계별 과정과 교사와 학생의
역할, 수업자료의 준비 등을 논의하고, 수업 실행과 이에 대한 학업성취도를 비교
평가함으로서 학생들의 협동적이고 자율적인 탐구활동 중심의 대체 수업방식에 대
한 제안점을 모색한다. 중학교 2학년과 3학년에 대해 시행한 실험학습 결과 학생들
의 자의식과 인지적 능력의 성숙도에 따라 소집단 협동학습의 교육 효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이 조사되었다.

Keywords: Middle school mathematics instruction, Mathematising process, RME
theory, Small group collaborative learning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21세기는 방대한 정보의 생산 및 제공, 획득과 표현 및 관리가 다양한 매체를 통
해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교육 분야에도 큰 영

회

반

련된 교육자,

향을 초래하였다. 이는 지속적인 사 의 변화와 이에 동 한 교육에 관

피교육자, 그 밖의 교육공동체들에 속한 사람들의 의식 변화에 기인한다. 지식정보
산업사회가 성숙함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수학교육도 많은 변화에 직면해 있다. 국
내의 경우 1980년대 이후에는 수학적 사고력 신장과 문제 해결력 배양에 중점을 두
어왔고, 1990년대에 들어서는 문제해결력을 뛰어넘어 보다 넓은 의미의 개념인 수
학적 힘의 신장을 강조하고 있다. 수학적 힘이란 자율적으로 탐구하고 예측하며 논
리적으로 추론하는 능력, 수학에 관한 또는 수학을 통한 정보의 교환 능력, 수학 내
에서, 또는 인접 학문간 아이디어를 서로 연결하는 능력, 문제 해결에 있어서나 어
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적합한 정보를 찾고 평가하고 사용하려는 성향과 자신감
등을 포함한다. 수학적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수학의 기본 지식의 습득은 물론, 수
리 및 추론 능력, 문제 해결력, 수학적 아이디어의 표현 및 교환 능력, 그리고 사고
의 자유와 유연함, 인내, 흥미, 지적 호기심, 창의력 등을 고양하기 위한 다양한 교
수 및 학습 방법이 요구된다. 그러나 우리의 수학교육의 현실은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한 준비에 급급하여 단편적 지식의 습득과 단순한 문제 풀이를 위한 기능 숙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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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중하여 온 것이 사실이며, 또한 수업에 있어서도 다른 교과목과는 달리 학습효과
를 높이기 위한 수업방법의 개선을 위한 노력에 소홀히 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최
근 수학교육의 큰 방향을 제시해온 Curriculum and Evaluation Standards for
School Mathematics(1989)에서는 수학적 소양, 수학적 힘의 개발을 강조하면서 수
학교육의 일반적인 목표로 수학의 가치 이해, 수학을 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 수학적 문제해결, 수학적 의사소통, 수학적 추론을 들고 있으며, 이들 목표에
접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소집단 협동학습이 주목을 받고 있다. 즉, 흥미와
자신감을 유발하기 위한 수학과 교수 학습 방법의 하나로 소집단 협동학습이 중심
이 되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7차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을 통하여 실용성과 단계, 학습자의 활동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편

천

재 하였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수학교육의 실 목표를 다음과
다.
- 개인의 능력 수준과

같이 설정하고

있

진로를 고려한 수학교육

- 수학의 기본 지식을 중시하는 수학교육
- 수학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을

신장하는 수학교육

- 학습자의 활동을 중시하는 수학 교육

흥미와 자신감을 가지게 하는 수학교육
-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방법을 활용하는 수학교육
- 수학 학습에

또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 내용의 적정화와 수학적 사고력의 신장을 도
모하기 위해 수학과 교육목표에 명시적으로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을 추가하였다.
수학적 의사소통은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수학적 사고의
구성과 발달을 촉진함으로서 교수 학습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수학적 경험을 조직화
하고 체계화하도록 도와줌으로서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과 과학적인 사고능력 등
학습능력을 신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수학적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적
절한 교수 학습 전략을 토대로 의사소통을 증진하기 위한 효율적인 학습자료 개발
및 학습 방안과 수업 방법을 구안하고, 실제 수업의 진행에 따른 학생들의 수업태
도 변화와 수업효과 등을 체계적으로 관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7년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두드러지는 교수-학습 방법의 특징은 학습자의 심리, 인지 수준 및
학습 능력을 최대한 고려하여, 이를 학교 현장의 실제 수학 수업에 구현하려는 이
른바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의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준별 수업 운영과 발견학습, 탐구학습, 협동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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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식 교수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
러나 학습자 중심의 수준별 이동수업이나 소집단 협동학습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교과별 특성에 따라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철저한 계획 아래 세밀한 연구
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테면, 집단의 구성은 어떻게 해야 할 지, 수준별
이동수업이나 협동학습을 시행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어떠하고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지, 학습 효과 면에서 일괄수업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검토되어야 하고, 효
율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방안도 다양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개별학습,

1.2. 연구의 목적

∼

누
호
용을 통해 부여된 유용한 학습목표나 과제를 공동으로 달성하게 하는 학습방법으
로, 소집단 구성원 간의 토론, 정보교환, 역할분담 등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지적 발
달을 도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협동학습은 학습을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
여에 의해 의미가 구성되는 사회적 과정으로 보는 사회적 구성주의를 바탕으로 한
다. 사회적 구성주의에 따르면 학습은 학습자의 지적, 신체적 발달 수준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상황, 경험, 개인적 흥미, 관심 등의 영향을 받는다. 사회적 구성주의
는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교수-학습기자재를 직접 다루고, 상호간에 활발
하게 의견을 나누는 수업을 강조한다. 미국의 수학교사협의회(NCTM)는 수학적 소
양과 수학적 힘을 개발하기 위해 수학교육의 목표를 수학의 가치에 대한 폭넓은 이
해, 수학적 추론, 수학적 의사소통, 수학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수학적 문제해결능
력 신장에 두고, 이를 위한 방향 제시를 위해 1989년 학교수학의 교과과정과 평가
소집단 협동학습은 학생들을 4 6명의 작은 단위로 나 어 집단 구성원의 상 작

기준을 공표하였다(NCTM, 1989). 이 기준은 수학교육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고등

까

각 단계별 수학 교과과정에 대한 판정, 교과과정의 질 평가, 학생 성취
도 평가에 대한 기준을 담고 있으며, 수학과 교수-학습 방법으로 학생들의 실험, 자
료수집, 패턴 탐구, 추론 활동, 해를 구하는 과정을 통한 발견 활동 등에 적합한 학
생활동 중심의 소집단 협동학습을 권장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등수학 교과지도에 있어서 획일화된 교사 주도의 수업 방식
을 탈피하고 자율적인 소집단 협동학습활동을 구안함으로서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를 고취함은 물론, 능동적으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같은 또래의 지식 언어를 통한 교류를 통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
로서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단계적 학습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수학에
학교 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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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능동적인 학습 동기와 능률을 고취함으로서

역동적인 수학적

힘을 신장시키

궁극적인 목표와 기대효과로는 동료
장학, 탈 지식전달, 상위지식의 단계적 습득, 학력 신장 방법의 다양화, 실생활과 연
계한 수학의 힘 증대 등을 들 수 있다.
는 데 있다. 소집단 협동학습을 통해 지향하는

장

가. 동료 학
교사와 학생사이의 관계에서 교사 위주의 유의적

언어학습 또는 교사가 주도하는

형태의 수업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교사가 학생의 학습능력을
고려하지 않거나 학생의 관심도를 적절히 파악하지 못할 때에는 학생들은 수업에
흥미를 잃을 수 있고, 학생의 지적수준(지적인 나이)에 맞지 않는 용어를 사용하거
나 해설을 하면 학습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동
료장학이란 학생들 사이의 동질 언어와 이해 방법 등을 이용하여 먼저 이해한 학생
이 그 지식의 습득과정을 전파하고 또래의 언어로 쉽게 설명함으로써 지식의 습득
과정을 서로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

탈 지식 전달
교사로부터 내려 받는 하향식 위주의 교수학습법을 지양하고, 학생 사이의 활동
을 통한 상호 지식 전달 과정을 거쳐 스스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움으
로써 문제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기술을 취득하게 할 수 있다.
나.

다. 상위 지식의 단계적 습득

배양함으로서 상위 단계의 지식을 능동적으로 습
득하고 더 나아가 협동학습을 통해 자신의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고차원
적인 소통 기술을 체득하도록 할 수 있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신장 방법의 다양화
문제 풀이와 암기 위주의 전형적인 입시 위주의 암기식 수업방식을 벗어나 그룹
별로 시행하는 활동과 지식의 상호작용을 통한 학력의 신장과 그룹별로 이루어지는
경쟁을 통하여 학력이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라. 학력

마. 실생활과 연계한 수학의 힘 증대
전반적으로는 교육과정에 기초한 교과서를 기반으로 재편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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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학적 원리에 근거한 공식 및 내용의 유추를 통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나
아가 실생활과 연계한 탐구활동을 통해 수학적 역량을 증대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
다.
이와

된다.

같은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점층적으로 수학의 힘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집약
➜

동료장학

지식의 전달

➜

상위지식의 습득

➜

수학의 힘 증대

림 1] Goal of the small group collaborative learning

[그

본 연구는 수학의 학습동기와 능률을 고취하기 위한 학습자 중심의 수업활동 방
안의 하나로 소집단 협동학습을 통한 교수-학습 방안을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
다. 소집단 협동학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단계별 준비 과정과 교사와 학생

른 학업성취도를 비

의 역할, 수업자료의 준비 등을 논의하고, 수업 실행과 이에 따

교 평가함으로서 학생들의 협동적이고 자율적인 탐구활동 중심의 대체 수업방식에
대한 제안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고찰

론 배경

2.1. 연구의 이 적

(1) 활동 중심의 수업

『목적을 가지고 탐구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때의 ‘목
적’이란 수리적인 문제를 의식하는 것이고, ‘탐구 활동’은 수리적인 사고 활동을 하
는 것을 의미한다. NCTM(1989, 2000) 에서는 수학적 활동이 중시되는 교육과정
수학적 활동은

*

*

새 수학 운동과 그에 이은 기본으로 돌아가기 운동 이후 1980년대에 미국 수학교육계에서는 문제해
결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1980년에 미국 수학교사 협의회(NCTM)는 「1980년대의 학교수학을 위
한 권고」에서 문제해결이 1980년대 수학교육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문제해결에 대
한 지속적인 관심과 더불어, 1980년대 이후 수학교육과정과 평가에 관한 국가적인 표준을 설정하려
는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미국은 국가 수준에서 교육과정을 제정하여 공표하지 않고, 각 주별로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만든다. 미국 정부와 국민들은 각 주나 지역마다 가르치고 배우는 교과 내용
의 범위와 수준이 각양각색이라는 데에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국가적인 공통분모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 노력의 결과 NCTM에서 1989년에 「학교수학의 교육과정과 평가 기준」을
출발점으로 하여 일련의 규준집을 발행하게 되었다. 2000년에는 「학교수학의 원리와 기준」을 발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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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여야 하며, 정형적인 문제뿐만이 아

은 목표와 경험이 학생들의 일상사가 되도

니라 비정형적 문제의 해결 능력과 다양한 수학적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능력
인 수학적인 힘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교실은 중요한 수학적 아이디어를 사용하여
재미있는 문제를 일상적으로 탐구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사는 학생들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도
록 탐구하고, 추측하고, 추론하고, 시행착오를 경험할 수 있는 활동 자료를 개발하
여야 한다. 또, 수업 전략으로서의 수학적 활동은 문제 상황을 경험함으로써 발생하
기 때문에 문제 해결의 답을 찾는 탐구 과정이 능동적이고 구성적인 측면으로 이루
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수학 학습에 대한 동기 유발을 위해서도 실생활적인 면
과 학생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수학적 활동이 요구된다. 수학과 교수․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 수학적 활동 자료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흥미를 가지고 학습자 자신이 관심을 보이는 자료
․흔히 학습자가 생활 속에서 대할 수 있는, 쉽게 만날 수 있는 자료
․지금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자료
․창의적으로 학습자 자신의 표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료
․학습자가 역동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자료
․학습자가 교사의 지시가 아닌, 자발적으로 행할 수 있는 자료
(2) 소집단 협동학습

좀 더 원활하게 하도록 제시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소집단 협동학
습이다. 소집단 협동학습은 각 소집단별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수
립하고 해답을 찾기 위해 토론을 전개하여 각 소집단의 공동적인 사고과정에 의해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도록 하며, 전체 토론을 통해 각 소집단의 정리된 내용을 비
교․검토하는 단계를 거쳐 최선의 결론을 찾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수업의 한 형태
라고 볼 수 있다. 소집단 협동학습은 집단 활동을 통하여 자주적인 학습 활동과 그
태도를 형성시키고 수학적인 문제 해결을 적극적․의식적․생산적으로 체험시키기
위한 학습 형태이므로 수학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수학적인 힘을 기르는 데 적절
한 학습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소집단 협동학습의 장점을 Brown(2001)은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구성원들 간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 속에서 자연스럽고 생동감 있는 언어로 자
신의 의견을 발표할 기회가 제공된다.
․전체그룹 속의 한 개인의 경우보다 작은 그룹 안에서 학습자는 정서적으로 안정
수준별 수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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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을 느끼게 되어 학습활동에 좀 더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소그룹 과제는 학습자의 책임감과 주도성을 촉진시킨다.
․그룹은 개별화된 교육을 향한 첫 발걸음이다. 한 수업에 참가하는 학습자들의
다양한 수준과 성향을 고려하여 과제의 특성에 맞게 그룹화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쟁

Sutton(1992)는 소집단 학습이 개별이나 경 적인 학습보다 효과적이기 위한 조

건으로 다음과 같은 5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① 긍정적 상호 의존성 : 학생들은 공동의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집단 내의
동료에 서로 의지하고 상호 협조해야 한다.
② 고무적인 상호작용 : 조직원 서로의 성취력에 대한 보조, 지지, 격려를 포함
한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통해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
③ 개인적 책무성 : 교사는 개개 학생이 집단 내에서 개인적으로 분담된 과제를
완수하는지 점검하고, 다른 집단원의 학습을 도와주는지 확인하여 개개인의
책임감을 확고히 해주어야 한다.
④ 대인 관계와 소집단 기술 : 지도력, 의사 결정, 신뢰감 조성, 갈등 조정력 등
을 포함한 대인 관계와 소집단 기술을 지도하여 집단 활동에 필요한 사회적
기능을 인지시켜야 한다.
⑤ 집단 반성 과정 : 학생들에게 자신이 속한 집단의 운영 및 성과를 점검 분석
할 시간을 줌으로서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 및 행동 조정에 대한 반
성이 있어야 한다.

련

소집단 구성 방식과 관 하여, Slavin(1990)은 동질 능력 집단 학습에서는 능력이

낮은 집단이나 능력이 높은 집단의 어느 집단에서도 학업 성취의 효과가 없다고 하
였다. 수학 학습은 이질적인 소집단 구성에 의한 학습이 학업 성취의 효과가 있었
고 학생들의 정서면에서도

만족도가 높다고

남균(1998)

하였다. Wheelock(김

르

재인

용)의 능력별 집단화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 면 능력별 동질 집단 수업에서는

많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계속 같은 수준에 배치되었다고 한다.
학습 능력이 낮은 학생들이 낮은 능력 집단에 편성되었을 때 학업 성취가 이루어지
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특히, 능력이 낮은 집단의 학생들은 부정적인 자아 개념
과 학업 성취를 저해하는 정의적인 요인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은

- 86 -

윤석열, 김홍철 : 중등수학 교과지도에서 소집단 협동학습을 위한 교수 학습 방안과 실제

론

반 둔 탐구 지향 수업

(3) RME 이 에 기 을

론

디

RME(Realistic Mathematics Education) 이 의 교수학적 아이 어는

『점진적

내된 재발명』이며, 이 때 ‘수학화’란 비수학적 대상을 수학적 대
상으로, 또는 수학적으로 덜 발달된 대상을 보다 현저하게 수학적인 것으로 변환시
키는 과정을 의미한다(Freudenthal, 1991). Treffers(1991)는 점진적 수학화를 ‘수평
적 수학화’와 ‘수직적 수학화’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수평적 수학화란 실제적인
문제 상황에 내재한 수학적 관계를 추상화하여 유용한 수학적 도구와 연결함으로서
실제적인 문제 상황을 해결 가능한 문제로 변환하는 과정을 말하며, 이때 수평적
수학화를 경험적 세계에서 기호적 세계로의 전이라면, 수직적 수학화는 기호적 세
계에서 진행되는 수학적 수준의 비약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점진적 수학화는 구체
적인 상황 속에서의 풍부한 경험 활동을 통해 의미 있는 수학적 개념을 형성해 나
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이다. 즉, 의미 있는 수학 교수․학습이 되기
위해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 안 밖의 실제적인 문제 상황에 대한 경험적 탐구
활동을 통해 비형식적이고 구체적인 문제 해결 전략을 구성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RME 이론은 수학과 교과지도에서 학습자의 수학적 상식 수
준에서 출발하여 그보다 높은 단계의 수준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과
제 순서를 조직하고 배열하여 적절한 안내된 재발견의 과정을 거쳐 기호, 알고리즘,
그리고 정의에 대한 심화된 이해의 발달을 통해 수학이 형성되는 과정을 학생들이
가급적 직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다.
수학화를 통한 안

직관적 탐구

수학적 측면 인식

개념의 추출 및 반성

현실에의 응용

응용적 수학화

수평적 수학화

추상화 형식화

직

수 적 수학화

림 2] Freudenthal’s mathematizing process

[그

황현모 재인용)에 따르면 수학화가 되기 위해 학습자에게 노출
된 현실의 영역이 상황이며, ‘상황(context)'은 수학적 본질을 방해하는 소음이 아니
라 상황 자체가 수학적 메시지이며 수학은 이를 해독하는 수단이라고 보았다.
Freudenthal은 특히 학생들 스스로 수학적 본질이 담겨 있는 풍부한 상황 속에서
Freudenthal(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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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을 통하여 그 본질을 찾아나가는 수학화 활동(수직적 수학화)을
강조하였다. RME 접근 방식은 학습 과제 그 자체를 학생들이 이해하면서 수학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학생들의 참여를 기본 과정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RME 이론에 기반을 둔 탐구 지향 수업에서 학
생들에게 적절한 문제 상황을 주고 의사소통의 상호 작용에 기반을 둔 토론과 논쟁
의 과정은 필수적 요소이며 교사는 적절한 발문을 통하여 학생들이 문제를 이해하
탐구 활동과

고 분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선행연구 고찰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학교 수학의 문제점은 학생 개개인의 수학적 능력에 있어
서 개인차가 심하여 수학적 능력이 낮은 학생은 수학 수업을 이해하기 어렵고, 수
학적 능력이 높은 학생에게는 성취동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로 이루어진 학급에서 중간 수준의 학생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진행
되는 기존의 수업은 몇 가지 문제점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즉, 지적인
면에서 수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며, 학교의 수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고, 학습의 질이 점차 저하되고 있으며, 다음으로 정의적인 면에서는 학습자의 만
족도가 떨어지고, 자율성과 개성이 무시되며,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는 점 등을
들 수 있다(황혜정, 1998). 능력 수준이 몇 개 학년에 걸쳐 있고, 학습 선호도, 관심
면에 있어서도 천차만별인 학생들로 이루어진 일반 교실 상황에서 개개 학생 모두
의 성장 발전을 꾀하고자 할 때, 누구에게나 적합한 하나의 수업 모형이란 있을 수
없다. 모든 학생의 수월성을 추구하는 수준별 교육의 목적을 실현하려면 학생들의
다양한 개인차를 고려한 수준별 수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수준별 수업이
란 학생들의 다양한 개인차를 고려하여 수업의 다른 국면에서 그 처치 방법을 달리
하는 수업을 의미한다(이화진 외, 1998).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서
수준별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사례를 보면 ‘비슷한 수준의 학생을 한 학급에 모은
후, 그들의 수준에 맞도록 학습 내용만 약간 수정해서 일제 주입식 수업을 하면 되
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 것으로 나타났다(최
승현 외, 2004). 박소영(2001)은 중학교 수준별 수업 운영 실태에 관한 교사 인식 조
사에서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가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그저
그렇다’가 47.1%로 가장 많음을 밝힌 바 있다. 황현모(2000)는 수준별 이동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4개 학교를 대상으로 교사와 학생에게 설문을 실시한 결과, 교사와
학생 모두 수준별 이동 수업을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이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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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이유는 보충반이나 심화반 모두 똑같은 교과서를 가지고 교사 중심의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Slavin(1991)의 연구는 동질 능력
집단 학습에서 능력이 낮은 집단이나 능력이 높은 집단의 어느 집단에서도 학업 성
취의 효과는 없었으나, 수학 학습은 이질적인 소집단 구성에 의한 학습이 학업 성
취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
구를 위한 소집단 협동학습의 운영을 위해 문제 형식 위주의 접근을 탈피하여 보다
다양한 수준별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학생들의 개인차에 따라 다
양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며,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학습 자료를 발굴하여 수업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에 대한 주

3. 연구의 준비 및 실행
3.1. 연구의 준비

먼저, 소집단 협동학습을 위한 교수 및 학습 활동에 있어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
에 유의하도록 한다.
① 개인차에 따른 학습 능력을 고려하여 수준별로 분단이나 학급을 편성하고, 이
를 적절히 운영하도록 한다.
② 개인차에 따라 교수․학습을 개별화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
③ 소집단 협력 체제를 적절히 운영하여 서로 도우며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 첫째와 둘째 항목은 집단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첫째 항목이 학습 능력에
따른 동질 집단 구성방식(학급 내 수준별 집단, 이동식 수업)에 대한 언급이라면,
두 번째 항목은 수학과 소집단 협동수업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1) 학습자

편성

없을지라도, 학생들의 개인
차를 고려한 교육을 제공하는 데 의의를 두는 교육이다. 따라서 ‘협동학습’하면 가
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학습 집단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대체적으
로, 협동학습을 위한 학습 집단은 동질 집단과 다양한 집단 편성, 학급 간과 학급
내 분단 편성 등으로 각각 구분되어 논의되고 있다. 이에 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집단 협동학습은 일대일 개별화 교육에 비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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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질 집단 편성(수준별 이동수업) 대 다양한 집단 편성
흔히 취하는 방식이 능력 또는 성취 수준이 비슷한 학습자를 모아 지도하는 동질
집단 구성 방식이다. 동질 집단에서 학습하게 되면, 학생들은 자신의 수준에 적합한
수업을 받게 되어 학습 능률이 오르게 되고, 교사는 동시에 여러 수준의 학생들을
배려하는 수고를 덜게 되어 좀 더 내용 지도에 충실을 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실제로 동질 집단 학습에서 중상위권 학생들은 효과를 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데, 가장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하위 집단 학생의 열등의식, 소외감 그에 따른 학습 의욕 상실의 문제이다. 연구학
교 사례를 보면 학년이 높아질수록,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동질 집단 편성에 따른 부작용이 클 것으
로 예상되면, 즉 득보다 실이 더 많다면 굳이 동질 집단 편성을 고집할 필요가 없
다. 수준별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학생들의 개인차를 고려해 학습 효율을 높이고
자 하는 데 있는 것이니 만큼, 동질 집단 편성이 아니어도 학생들 개개인의 특성이
고려되는 교육이 가능하다면 동질 집단 편성을 지양하고 학습 집단 편성에 따른 부
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수준별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
할 필요가 있다.

② 학급 내 편성 방법
학급 내 집단 편성을 할 경우, 교과의 특성 및 학생의 수준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안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체적으로, 심화․보충의 집단 편성 시 유의할 점
은 심화 집단 학생 수에 비해 보충 집단 학생 수를 더 적게 편성함이 온당할 것이
다. 왜냐하면 심화 학생들의 경우,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뛰어나 스스로의 학습
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지만, 보충 대상 학생들은 교사의 각별한 개별 지
도를 요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집단을 편성할 때, 성적 등의 객
관적 기준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학생의 희망과 흥미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특정 학습 집단에 강제 배정이 아닌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
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학습자 분석
1) 1차 연구
1차 연구는 OO년도 2학기 여학교인 강원도 속초시 소재 OO중학교 3학년 학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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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수업의 방법은 전반부(중간고사 이전)와 후
반부(중간고사 이후)로 구분하여 전반부에는 Ausubel의 유의적 언어학습에 따른 일
반적인 수업으로 시행하고, 후반부에는 RME이론의 교수학적 아이디어를 통한 학습
자의 자발적 수업방식을 택하였다. 소집단은 각 반별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하
였고, 조장은 교사와 학생의 동의하에 6명으로 선발하였다. 그리고 각 조장은 학생
들과의 토의를 거쳐 구성원을 선발하도록 하였다. 학습자는 중학교 3학년으로 중학
교에 적응을 마치었고, 고등학교에 들어서기 바로 전 단계로 학생 상호간 대인관계
가 비교적 원만하고, 수업에 대한 태도 또한 가장 성숙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개

2) 2차 연구
2차 연구는 OO년도 1학기에 1차 연구와 동일한 OO중학교 2학년 4개
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수업의 방식은 지

반을 대상

난 학기와 동일하게 실시하였고, 조의 구

난 학기보다 자유롭게 구성하였다. 조별 학습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성적보다는 조별 구성원 간의 친밀도를 많이 배려하였고, 조의 편성에 어려움이 있
을 경우 교사가 개입을 하여 구성에 도움을 주었다. 1차 연구와 비교하면 학생들은
이제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에 새롭게 진입하여 교사와의 친밀도나 학생사이의 친밀
도가 1차 연구에 비해 다소 낮았다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또한 1차 연구는 이미
한 학기 이상 교사와 수업을 진행하여 교사의 수업에 익숙한 상태에서 학생들이 2
학기에 소집단 협동학습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수업을 시행하는 데 따른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2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한 2차 연구는 학습자가 아직 중학생다운
면모를 보이기에는 다소 어리고 교사 및 학생들 간의 관계가 소원한 1학기에 연구
가 진행되어 협동학습을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성은 지

3) 수준별 이동수업

편

소집단 협동학습을 위해 대상이 되는 학생들을 재 성하여 학습을

진행한 뒤 학

검증하기 위해 현행 OO중학교에서 수학교과목을 중심으
로 실시하고 있는 수준별 이동수업과 학생들의 실태를 간략히 소개한다. OO중학교
는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학교과목의 소집단 이동수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9개
반을 3개의 블록으로 묶어서 다시 그 블록을 상․중․하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집단 별로 보면 상급반의 전반적인 성적은 90점 이상이다. 선행 학습 정도에 따라
학생들의 수준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학교의 정규 교과수업에 있어서 수
업의 집중도도 좋고, 수학에 대한 흥미가 있어서 그 성과가 가장 많이 나타날 수
습효과 등에 대한 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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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반의 성적 분포대는 50점에서 90점 사이의 학생들로서 학생들
간 수준의 차이로 인해 수업의 수준을 맞추는데 가장 어려움을 겪는 집단이다. 교
사가 수업을 할 때에 기준을 설정하기 어렵고 계층차가 가장 심한 집단으로서 교사
의 역할이 가장 많이 요구된다. 하급반의 성적은 학교 시험기준 50점 이하의 학생
들이고 수학적인 능력이나 흥미도가 가장 낮은 집단이다. 기초가 부실하여 교과서
내용 위주의 수업과 단계별 복습을 통하여 수학의 기초 학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 집단의 특징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흥미로운 수업을 전개하였을 경우 가
장 성과가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집단이라는 것이다.
있는 집단이다. 중

(3) 교사 준비

게 생소한 수업 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혼란과 학생들의 부적응을
해소하고 협동적 학습구조의 장점인 상호의존성과 사회적 기능에 의한 학습을 극대
화하기 위해 협동학습의 원리와 방법을 사전에 학생들에게 충분히 이해시키고 이에
필요한 사회적 기능을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소집단 협동학습이 지향하는 학
생들의 참여와 활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교사는 철저한 수업계획과 세부과제별 활동
자료의 준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에

1) 수업 준비

장려하기 위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학습소재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단계적으로 상위의 지식을 체득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앞에서
언급한 RME 방식에 입각하여 수학을 멀리하는 여학생들에게 친숙한 소재 등을 발
굴하여 수업에 접목을 시키도록 한다.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실생활과
연계한 예제 등을 택해 학생들의 집중도를 향상시키고, 그림이나 사진 등을 써서
예시함으로서 학생들이 친밀감을 가지고 학습소재를 탐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학생들의 자율적인 학습활동을

입

2) 수업 도

돕고 흥미를 증진시키기 위해 소집단 협동학습과 실생활 위주의
수업을 도입하였다. 수업의 도입은 역사발생학적 원리로 접근하여 학생들이 품고
있는 수학의 현실성에 관한 의구심을 풀어 나가기 위하여 가능하면 이 단원을 왜
배우는지, 이 단원이 발생하게 된 이유를 학생들에게 인식시킴으로써 학습 소재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 수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필요가 있다. 수업의 내용
은 쉬운 내용과 단원의 소개부터 시작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방식을
학생들의 이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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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하되 단계적으로 점진적 수학화가 이루어지도록 고려한다.
3) 본 수업
소집단 협동학습을 하는데 있어서 수업의

내용 설명은 도입단계에서는 단원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으로 한정하고, 그 밖의 내용들은 학생들의 활동을 통해 습득하도
록 한다. 또한 수업의 내용은 학생들의 활동을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학
습 자료는 계단형의 난이도를 주어 조별 토의 활동을 통해 학생 스스로 답을 찾아
나가도록 구성한다.
발

4) 평가에서의 동기유

절

벌

흥미를 유
발하도록 하는 것이 소집단 협동학습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방편이 될 수 있
다. 소집단의 성취도가 우수하거나 협력적인 상호작용이 활발한 팀에게 보너스 점
수 등을 부여함으로서 조장들에게 리더십 및 리더로서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거나,
수업의 참여도를 통한 수행평가 점수 반영 등으로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하고, 간단한 퀴즈를 통한 상품으로 학습자의 동기를 부여할 수도 있다. 그와 동시
에 자칫 산만해질 수 있는 수업 분위기를 감점 제도를 통하여 조절하고, 평가 시험
을 기준으로 벌칙 등을 부여함으로서 수업 분위기가 산만해지고 느슨해지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수업의 평가에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 적 한 상 을 통하여 학습자의

(4) 수업 시 유의점
1) 수업 환경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한
다. 첫째로 교사가 이끌어가는 수업이 아니므로, 자칫 친구들 사이의 잡담 시간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가급적 일상생활에서 접하
기 쉬운 학습 자료와 흥미로운 예시를 풍부하게 제시함으로서 학습자의 집중도를
높이도록 유의한다. 그리고 수업은 처음 시작할 때의 분위기가 중요하므로 단원과
관련된 에피소드의 소개를 통하여 주의를 집중시키고 수업을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또한 학생들이 마주보고 앉아 있기 때문에 자칫 수업보다는 잡담을 할
수 있다. 교사는 이를 지적할 수 있어야 하고 학생들이 조별 토론에 참여할 수 있
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수업의 효과와 수업 집중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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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집단 활동

종종 학생들 사이에 의견대립으로 충돌이 빚어
질 수 있다. 이 경우 조장을 중심으로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고 의견이 대립할 때
교사의 도움을 요청하도록 사전 교육을 통해 환기시키는 것이 좋은 대처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조원 사이의 관계도 중요하므로 간헐적으로 조원들이 친목을 다질
수 있는 간단한 레크리에이션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도 조별 수업을 활성화시키는
한 방편이 될 것이다.
소집단 협동학습을 시행하다보면

진행
학생들 스스로 내용을 습득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사의 개입은 최소
로 한다. 가급적 혼자의 힘이나 조별 활동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수업
을 진행한다. 그리고 수업의 성격상 수업 내내 산만해질 수 있으므로 진지한 수업
분위기가 유지되도록 항상 주위를 살펴야 하며, 수업이 느슨해졌을 때는 즉시 수업
을 바로잡도록 한다.
3) 교사의 수업

3.2. 연구의 실행
(1) 1차년도 실행

간 부터 기말고사 전까지 두 달 가량 중학교 3학년 3개
반을 대상으로 소집단 협동학습을 시행하고, 실행 전(2학기 중간고사)과 실행 후(2
학기 기말고사)의 성적과 학습 흥미도 등을 위주로 1차 조사를 하였다.
1차 연구는 2학기 중 고사

1) 집단의 구성

장
없는 한 중간고사 수학 성적 상위 6명으로 구성하였고, 조
장 상호간의 협의 하에 조원을 선발하였다. 몇몇 반은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여 조
를 자유롭게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조의 구성이 어려운 경우 교사와 학생들이 협의
하여 최대한 공정하게 조를 편성하도록 하였다. 조를 편성한 4개 반 모두 연구가
끝날 때까지 계속 조를 유지하며 학습활동을 진행하였다. 집단의 편성에서 어려움
을 느꼈던 경우는 소위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가 있을 경우이다. 또한 집단을 구성
하고도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들은 집단의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수업의
진행 도중 같은 조 사이의 학생들의 분쟁이 있을 경우 구성원들이 조의 재조정을
조 은 특별한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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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해 어

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있을 경우 수업의 의도 및

또한

장점

못하는 조가
경우도 발생할

수업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등을

설명하는데 시간이 소비되는

수 있다.
2) 수업

내용 제시

처음 시행하는 수업 방식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규칙 및 유의사항을 설명하는데
역점을 두었고, 수업 초반에는 교사가 최소한의 내용 설명을 통하여 공식의 설명이
나 필수 내용들을 이해시키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제시한 학습 자료를 통하여 스
스로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그 내용을 어렵게 구성하였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조별 활동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수업의 마무리를 교사
가 함으로써 조별 활동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각 단원의
기초학습은 단원이 발생하게 된 역사 발생학적인 방법과 현실적으로 쓰이는 방향,
그리고 내용과 관련된 다양한 에피소드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였다.
3) 수업활동

먼저 각 조별로 활동지를 제시하였다. 활동지 시작의 쉬운 단계로서 내용 제시
단계를 두어 교사 설명과 유사한 내용으로 접근하도록 하였으며, 점진적으로 난이
도를 올려 상호 지식을 교류하도록 유도하고 어려운 문제에 도전할 수 있도록 구성
하였다. 수업에 있어서는 교사의 개입을 최소로 하고, 조별 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조와 내용 접근이 힘든 조만 개입하여 조별 학습활동을 도와주었다. [그림 3]
은 1차 년도 시행했던 수업 방식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교사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학생들의 활동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고, 기초적인 수업의 내용을 전
반부에 넣어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준비와 새로운 단원에서 나오는 내용을 전달하
도록 하였다. 그 이후부터는 학생들 스스로 조별 활동을 통하여 학습지에 제시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 난관에 부딪혔을 경우 가급적 서로의 의견 교환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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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단계(교사)


수업활동 - 기초


수업활동 - 심화

발

수업 환기 및 집중을 위해 역사 생학적

내

원리를 통해 기초 용과 이해 방법 소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간단한 문제 제시
와 핵심적인 기초가 될 내용의 전개
려운 내용을 제시하고
을 통한 문제 풀이 시도
보다 어



조별활동

련된 내용을 통해 학습에 대
꾀하고 응용력 향상과 수학

실생활과 관

탐구활동 - 실생활

한 집중력을

의 활용성 증대


관찰지도(교사)

학생들의

절

풀이를

후

관찰하고 차

적 한 수업 방식 모색

지도에

림 3] Collaborative learning discipline

[그

삼각비 단원을 중심으로 실제 소집단 협동학습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모형을 구체
적 사례를 들어 단계별로 아래에 예시한다.
입

가. 도 단계(교사)

입

발생학적 원리와 기초 학습내용에 대해 충분
한 설명을 하여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다음은 도입단계에서의 삼각비에 대한 교사 활동지 예시 자료이다.
도 단계에서 교사는 학습 소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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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비의 역사발생학적 원리
삼각비를 이용하여 삼각형의 변의 길이, 각의 크기, 넓이 등을 구하는 삼각법은 천문학,
점성술, 토지 측량, 항해술과 같은 실생활에 널리 사용되어 그 역사가 대단히 오래되었
다. 고대 이집트, 바빌로니아, 중국 등에 각의 크기의 계산 또는 삼각법에 관한 여러 가
지 오래 된 기록이 있으나 삼각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가장 오래 된 학자는 그리스의
히파르코스라고 한다. 히파르코스는 천문학을 연구하면서 공의 표면과 같은 면, 즉 구면
위의 두 점 사이의 거리와 각의 크기를 잴 필요를 느껴서 삼각법을 연구하였고, 기원전
140년경에 천문학에 삼각법을 응용하여 하늘을 가로지르는 거리를 구했다고 한다. 그 후
프톨레마이오스는 저서 ‘알마게스트(Almagest)’에서 오늘날의 사인표에 해당하는 수표를
작성하였다. 삼각법은 15세기에 레기오몬타누스가 1464년경에 써서 1533년에 발간된 '모
든 종류의 삼각형'이란 저서에서 처음으로 천문학에서 분리되었고, sin, cos, tan 등과 같
은 기호는 오일러가 처음으로 그의 책에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삼각함수는 현대 수학
은 물론 현대 물리학,공학 등의 연구에 사용되는 응용범위가 넓은 학문으로 오일러, 푸리
에 등에 이르러 수학의 한 분야로서 다루어지게 되었다.
∘직각삼각형을 이용한 정의 도입

sin    ,



cos    ,



tan   


림 4] Introduction step-a sample of teacher’s teaching material

[그

나. 수업활동-기초(학생)

충분한 설명과 다양한 예시를 통해 학생들의 흥미를 유
발한 후에 조별로 기초학습과제를 수행하게 하며, 핵심적인 기초가 될 내용의 전개
를 조별 탐구 및 토론활동을 통해 이끌어 내도록 유도한다.
다음은 직각이등변 삼각형과 30-60 직각삼각형을 통해 기본각도에 대한 삼각비를
이끌어내기 위해 제시한 기초학습 활동자료지이다. 이 활동지를 통해 학생들에게
필수각도에 따른 삼각비의 값을 계측하고 이를 실제 문제의 해결에 활용할 수 있도
록 지도한다.
학습소재에 대한 교사의

림

[자료1] 다음 그 을 보고 이등변
에 대한

삼각비를 구하여라.

직각삼각형의 변의 비가


    
 임을 보이고, 

삼각형 ABC의 꼭지점 A로부터 변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D라 하면
∆ADB와 ∆ADC는 서로 합동이 된다. 이를 이용하여 30-60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비가   
   임을 보이고, 각각  와  에 대한 삼각비를 구하여라.

[자료2] 정





림 5] A sample of basic learning material

[그

- 97 -

자연과학(The Journal of Natural Science, GWNU) 제25권 제1호 (통권 제39호) 2019. 12.

다. 수업활동-심화(학생)

내용을 토대로 다양한 문제해결과정을 통해 보다 심화된 학습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복합적인 응용과제를 제시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조별 학습활동 사
항을 관찰 지도한다. 학습 자료에 따라 학생들의 호기심과 수업 태도 및 흥미가 달
라질 수 있으므로, 각 조별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에 의한 발견학습이 이루어지도
록 좋은 자료를 개발해서 활동과제로 제공하고 교사의 적절한 개입과 각 조별 탐
구활동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도록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와 경험의 폭
을 넓혀 주도록 한다.
다음은 삼각비에 대한 보각관계, 간단한 도형의 원리를 이용하여 특수 각에 대
한 삼각비를 유추하도록 제시한 심화학습 활동지 예시 자료이다.
기초학습

∠C=90°인 직각삼각형 ABC에서 tan   일 때, sin 의 값을 구하여라.

[자료2] sin       일 때, tan  의 값은 얼마인가?

[자료3] 다음 그림을 이용하여  와  에 대한 삼각비를 구하여라.
[자료1]







B

D

15°

30°

A

C

림 6] A sample for enrichment learning step

[그

뿐 가급적 문제 풀이에 관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조
별 활동을 지켜본다. 문제를 먼저 해결한 학생들은 같은 조의 학생들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러한 협동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은 서로 지식이 늘어나게
된다. 배우는 학생들은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고, 가르쳐주는
학생은 정확한 내용과 용어를 써서 지식을 전달해야 하므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의 체계와 정확성이 생겨난다. 또한 자신의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함으로서 수
학에 대한 자신감도 생겨나게 된다. 학생들은 이러한 지식의 상호 교류과정을 통해
구성원 사이의 단결심을 높일 수 있고, 내용에 더 깊은 흥미를 유발하여 더욱 발전
된 지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게 된다.
교사는 활동지를 제공할

라. 탐구활동-실생활(학생)
학습활동을 실생활의 필요성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다음 단계에서는 학
생들이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생활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토론과제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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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력 향상과 수학의 활용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리
고 교사는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관찰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그림 7]은 지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소재를 통하여 삼각비를 활용할 수
있는 한 예시 자료이다. 여학교의 특성상 학생들에게 큰 관심이 있는 지역의 이웃
한 고등학교와의 거리를 실제 지도의 축척을 통해 측정해보도록 함으로써 학습활
동을 통해 학습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수학의 유용성을 확인시킬 수 있다.
하여 학생들의

아래 지도에서와

같이 영랑호의

한

지점 A에서 속초고교와 속초여중을

바라보는 각도가 90° 이다.
A지점과 속초고교까지의 실측 거

A

리가 1km이고, 속초고교에서 A지점
과 속초여중을

바라보는 각도가 60°

라면, 속초고교와 속초여중 사이의

직선거리는 과연 얼마이겠는가?

림

–

[그 -7] Students’ inquiry learning material sample in real life 1

마. 관찰지도
교사는 각 조별 학습활동을 관찰한 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한다.
∙ 1단계 : 문제의 내용을 수학적인 내용으로 전환

단계별로 체계화

속초고(B)

6 0
1 k

A지점

속초여중(C)

∙ 2단계 : 학습한 내용과 비교․분석하여 계산하기
 지점  속초고
sin   
속초여중  속초고

속초여중과 속초고 사이의

거리를  라고 놓으면


sin     ⇒    


∙ 3단계 : 조원들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관찰한다.
∙ 4단계 : 다양한 문제를 제시하여 단원의 이해 및 사고력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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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접할 수 있는 소재를 통하여 삼각함수를 배울 수 있
는 좋은 예이다. 이웃해 있는 학교와의 거리를 실제 지도의 축척을 통해 알아보도
록 함으로써 수학의 유용성을 느낄 수 있고,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다음
은 삼각비의 값을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예시 자료이다.
위의 자료는 지역에서

탐구활동(은비의

호기심)

삼각비를 배운 후 학교의 높이를 재
고 싶어졌다. 은비의 키는 150cm이고 눈높
이는 키보다 10cm 정도 아래에 있다고 가정
하자. 학교 벽면으로부터 그녀까지의 직선거
리는 6m이고, 그녀의 초롱초롱한 눈으로 바
라본 학교의 각도가 63° 라면, 과연 학교의
높이는 얼마이겠는가?
은비는

림 8] Students’ inquiry learning material sample in real life-2

[그

삼각비가 측량술 등이 실생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이해하게 된다. 삼각비는 건설, 토목이나 항해 등 실생활의 많은 곳에서 유
용하게 쓰이지만 학생들은 삼각비와 삼각표에 대한 편리함이나 중요도는 많이 느끼
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실제로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높이를 측정해
보게 하여 삼각비에 대한 중요도를 느낄 수 있도록 수업을 준비함으로서 학생들의
호기심과 탐구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이 예시 자료를 통해 학생들은

4) 수업평가

앞서 수업의 과정도 평가의 한 부분임을 알려주고, 조별 토론 과정도 평
가하였다. 평가의 방법은 각 조의 토론 분위기에 따라 A, B, C 세 등급으로 구분하
여, 수행평가 점수를 부과하였다. 조별 평가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그룹에서
의 일괄평가와 개별평가 방안을 마련하였다. 각 수업별로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준
비하여 개인별로 점수를 부여하고, 또한 수업태도에 관한 점수를 개별 부과함으로
써 활동을 통한 평가에서 개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소단원의 마
지막에 간단한 시험을 통해 개인별 성취도를 점수로 반영하고, 총괄평가를 통해 수
업 과정 전체를 평가하였다. 큰 단원의 마지막에는 일괄시험을 통하여 성취도를 평
평가에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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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 년도 실행

슷
OO년도 1학기 중간고사부터 1학기 기말고사 전까지 두 달 가량 진행되었다. 2차
연구 역시 실행 전(OO년도 1학기 중간고사)과 실행 후(1학기 기말고사)의 성적과
학습 흥미도 등을 위주로 2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OO년도의 2학기와 비 한 방식으로 2차 연구는 1차 연구를 시행한 다음 학기인

1) 집단의 구성

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간고사 수학 성적 상위 6명으로
조장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각 조의 편성은 1차 년도와 다르게 학습자 스스로 조를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율성을 보장하였다. 조의 구성이 어려운 경우 교사와
학생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대한 공정하게 조를 편성하도록 조처하였다. 최대
한 자율성을 보장하여 조를 구성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구성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
았다. 또한 2차 시행에서는 1차와는 다르게 4개 반을 대상으로 실험 학습을 수행하
기 위해 편성한 조의 구성이 끝까지 가지 못하였다. 1차 년도는 3학년 2학기 학생
1차 년도와 유사하

들을 대상으로 구성하였고, 2차 년도는 2학년 1학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이

반응이 차이와 수업에 대한 적극성 결여 등 학생들의 적응
실패와 교사의 수업 진행의 미숙과 수업의 혼란 등으로 인해 4개 반 중 2개 반은
중간고사 이전의 전통적인 수업 방식으로 되돌아가야 했다. 집단의 편성에 있어서
는 자유로운 조의 구성으로 조원 간의 친분이 좋아 수업이 다소 소란스럽게 진행되
어 수업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각 조의 수업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조원간의 친분이 수업 활동에 있어서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수업의 분위기가 어지러워질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1차 조사
와 동일하게 소위 따돌리는 아이가 있을 경우 집단의 편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어서 학생들의 인지적

내용 제시
1차 년도와 마찬가지로 소집단 협동학습이라는 생소한 수업방식을 진행하기 위해
협동학습의 원리와 방법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키고 규칙 설명 및 주의할 점을 환기
시키는데 역점을 두었다. 교사의 경우 1차 년도의 시행 경험을 바탕으로 수업에 자
신감을 갖고 1차 시행 때 보다는 다소 여유롭게 수업 내용을 제시할 수 있었다. 그
예로는 보다 많은 자료 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의 수업 자료를 사용한 것을 들
2) 수업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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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업 방법

먼저 활동지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 점진적으로 어려운 내용과 실생활에 관련
된 내용을 제시하였다. 교사는 처음에 개념을 설명하는데 그치고 그 이후로는 학생
들의 자체 토론을 통해 문제에 접근하도록 하였다.
참고로 2차 년도에 실제 수업을 진행한 활동지 예시자료를 [그림 9]에 소개한다.
[기초학습]에서는 문자와 식의 대입 방법을 상기시키기 위해 기초내용을 제시하였
다. (1)번과 (2)의 정답은 동일하다. 그러나 (2)번 문제를 풀기위해  값을 대입할
때 괄호를 생략하면 답이 틀리게 나온다. 그 이유를 학생들이 명확히 알게 하고, 대
입할 때 괄호를 넣는 습관을 가지게 하는 것이 기본 목표이다. [심화학습과제]의
(3)번과 (4)번은 식에 숫자를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식에서 문자를 사용하는 방법
을 지도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대입을 할 때 괄호를 꼭 써야 하고 분배법칙을 사용
하여 동류항 별로 문자를 정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분배법칙의 의미와 동류항
의 의미를 깨닫도록 하였다.
진 식의 문자에 다른 식을 어떻게 대입하는가? - 내용 편

❑ 주어

[기초학습]

값은 얼마인가?
(2)      일 때    의 값은 얼마인가?
(1)    일 때    의

[심화학습]

(3)      ,      일 때,      를    를 사용하여 나

타내어라.

(4)      일 때, 다음 식을

각각

타내어라.

로 나
     

①
②
※ 주의: 대입 할 때는 항상 괄호를 사용한다.
    

그 이유는 ➪

[그

림 9] The 2

nd

year collaborative learning material-1

울
폭넓은 참여
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그림 10]은 여학생들이 특히 민감하게 여기는 비만
도에 대한 학습 자료이다. 각 조별 토론을 통해 탐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생들은
실생활에서 쓰이는 대입의 예를 이해함은 물론 교사와도 좀 더 친근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비만도가 궁금한 학생들은 스스로 자기의 키와 몸
무게를 대입해 봄으로써 다양한 대입의 예를 알 수 있고, 수학에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아 러, 학생들의 관심 소재를 학습 자료로 제시함으로서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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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식의 문자에 다른 식을 어떻게 대입하는가? - 실생활 편

❑ 주어

✪ 탐구활동

키가  cm , 몸무게가  kg 일 때,
세계 보건 기구가 정한 표준 비만도는

×  으로 나타낸다.

    ×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❶ 수학선생님의 키는 180cm이고
몸무게는 85kg이다.
수학선생님의 비만도를 구하여 보자.
❷ 수학선생님의 비만도는 어디에 속하는지
말하여 보자.
비만도(이상~미만)
~ 100 100 ~ 120
분류
체중미달 정상체중

림 10] The 2

[그
4) 수업

nd

~ 130
경도비만

120

130

~ 150

중등도

만

비

~
고도비만
150

year collaborative learning material-2

마인드맵

각 단원의 학습을 완료한 후에는 점검 차원에서 각 조별로 마인드맵을 제작하게
하여 단원에서 중요한 내용을 복습하게 함으로서 효과적으로 내용을 주지시키며,
아울러 이를 평가 자료로도 활용하였다. 아래는 수와 식의 단원에 대한 마인드맵의
예시 자료이다.

[그

림 11] Illustration of a mind map for instruction

5) 수업평가

게 각 조의 토론 분위기에 따라 세 등급으로 조별
점수를 부여하였다. 1차와 상이한 점은 수업의 마무리로 정리 단계를 두어 교사가
평가 방식은 1차 년도와 유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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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정리하고, 학생들은 미리 배부된 학습지에 이를 정리할 기회를 제공하
고 이를 개별 평가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 평가하
고 반성하는 기회를 주었다는 점이다. 2차 년도 그룹별 평가는 조별 토론 분위기와
총괄평가에서의 조별 성취도를 기준으로 단체 점수를 부여하고, 개별 평가는 학습
지의 정리, 개인별 수업 태도와 각 소단원에 대한 간단한 시험을 통한 성취도를 점
수로 반영하였다.
수업을

4. 실행결과 및 평가분석
4.1. 실행결과

물론 학생과 학생들 간의 협동적인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통해 수학적 사고의 구성과 발달을 촉진함으로서 교수 학습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수학적 경험을 조직화하고 체계화하도록 도와줌으로서 학생들의 문제 해
결능력과 과학적인 사고능력 등 학습능력을 신장하는 것을 근간으로 한다. 본 연구
는 OO년도 2학기 OO중학교 3학년 3개 반을 대상으로 소집단 편성을 통한 1차 연
구를 시행하였고, 2차 연구는 다음해 1학기 OO중학교 2학년 4개 반을 대상으로 이
루어졌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교사는 RME이론의 교수학적 아이디어를 통한
학습자의 자발적 수업방식을 택하고, 각 조별로 제시된 학습 소재에 대한 조별 토
의 및 구체적인 탐구활동을 통해 학습이 진행되도록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소집단 협동학습은 교사와 학생은

(1) 1차 년도
소집단별 협동학습을 시행한
업이었고, 학생들

첫 해에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처음 시도한 수

또한 수업에 생소해 했기 때문이다. 1차 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학생들이 자칫 지루해 할 수 있는 수학이라는 학문에 흥미를 느낄 수 있
게 되었다는 점이다. 학생들은 소집단별 협동학습을 함으로서 서로 동료장학을 하
게 되고, 이로 인해 조별로 서로 친숙해질 수 있는 계기로 진전하여 수업 활동에
있어서 매우 활기 있게 수업이 진행되었다. 또한 실생활에 대한 문제 제시 - 이 또
한 수업 내용에 학생들을 포함시키는 방법(사진이나 내용에 등장하게 함) - 을 통
하여 관심과 교재에 대한 친밀감을 유발할 수 있었다.
둘째, 조장들과 조를 이끌어 나가는 학생들이 책임감과 남을 이해시킬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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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터득함으로써

상위 단계의 지식을 능동적으로 습득하는 방법을 체득할 수

게 되었다.
셋째, 교사의 설명과 각

있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

간

발 토의와

조의 구성원 의 활 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다.

조별 탐구활동을 통해

마지막으로 교사주도하의 일방적인 수업방식에 의존하지 않고도 누구라도 서로
지식을 전달할 수 있고, 또한 여러 사람의 지식이 서로 통합 수렴되어 새로운 지식
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 2차 년도

측면에서 1차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도출되었고, 4개 반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던 중 2개 반
은 기존 수업방식으로 전향해야 했다. 2차 연구에 대한 시행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력 신장 면에서 1차 연구와는 다르게 성적의 향상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1차 년도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조가 성적이 향상된 것으로 조사된 반면, 2
차 년도에서는 성적이 향상된 조와 내려간 조의 비율이 비슷했다. 이는 1차 시행의
성공에 따른 교사의 자신감에 치우쳐 세밀히 수업을 관장하지 못한 부족함과 조의
구성, 저학년 학생들의 학습 능력 부족 및 미성숙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1차 년도는 3학년 2학기의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여 교사와 학생
과의 언어 소통 문제와 수업을 이끌어 나가는 수업방식 등에 큰 문제가 없었으나,
2차 년도에서는 갓 1학년을 벗어난 2학년 1학기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실시
하여 학생들이 생소한 수업 방식에 적지 않은 혼란을 겪었고, 또 수업에서 조별 협
동학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따라 2개 실험 학급은 기존 수
업방식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학생들이 수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수업이 소란
스러워지는 경우가 많았고, 상호간의 지식의 전달 또한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으
며, 교사가 1차 년도의 성공을 과신하여 학생들을 과대평가한 것도 그 원인이라고
소집단별 협동학습에 관한 2차 연구는 학습효과나 성취도

할 수 있다.

셋째, 교사와 학생 사이에 교감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1학기에 연구를 진행하
여 교사의 수업 통제가 어려웠던 것도 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은 소집단별
수업에 대한 경험이 없고 교사와의 관계보다 기존 친구들과의 관계를 우선시하여
조 편성에도 어려움을 겪었으며 아울러 학생들과의 소통도 원활하지 못했던 것이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지 못한 요인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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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평가분석
(1) 1차 년도 평가분석

례
거친 후, 평가 결과에 대한 평균을 구해 연
구수업 시행 전과 학력 신장 면에서 비교 평가해 보았다.
[표 1]은 1차 년도 연구 전과 후의 학력을 비교해 놓은 표이다. 연구수업 시행 전
3학년 전체 평균은 75.9이고, 연구를 대상으로 한 학생들의 평균은 76점이었다. 따
라서 협동학습을 시행하기 전 중간고사의 성적은 실험군과 비실험군의 성적이 거의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협동학습을 시행하고 6차 의 평가를

[표 1] Comparison of after the 1st year experiment

3학년 A반

3학년 B반

3학년 C반

시행 전 학력
시행 후 학력
변동
시행 전 학력
시행 후 학력

1조
81.0
82.7
+1.7
72.3
74.0

2조
77.4
91.6
+14.2
79.7
81.3

3조
86.5
83.5
-3.0
85.3
86.3

4조
84.5
87.2
+2.7
67.7
70.0

5조
85.4
87.4
+2.0
82.0
80.2

6조
76.2
80.7
+4.5
66.0
71.2

평균
81.83
85.52
+3.67
75.50
77.17

변동

+1.7

+1.6

+1.0

+2.3

-1.8

+4.6

+1.67

시행 전 학력
시행 후 학력

77.0
77.7

66.7
78.8

75.2
80.3

61.4
73.6

76.3
82.0

56.6
73.8

68.87
77.70

변동

+0.7

+12.1

+5.1

+12.2

+5.7

+17.2

+8.83

편 말
전체의 평균은 76.4가 나와 전반적으로 3학년의 성적이
향상된 것으로 보이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사이의 성적변화는 +1.5이다. 이를 실험
군과 비실험군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실험을 대상으로 한 학급의 수가 3개 학급, 전
체 학급의 수가 9개 학급이고, 실험을 대상으로 한 학급의 성적 변화가 +4.4이므로
실험을 실시하지 않은 학급의 성적은 -0.9정도의 성적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실험을 실시한 학급이 +5.3점 정도의 효과를 보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조별 협동학습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고 이는 1차 년도의 수업이 교
사의 치밀한 준비와 학생과 교사 사이의 관계가 원만한 상황에서 진행되었다는 데
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 , 기 고사의 3학년

(2) 2차 년도 평가분석

타난 성적변화를 나타낸다. 실험 전은 평상시와 같이 전
주도의 수업을 실시하고 시행한 1학기 중간고사 성적의 반

[표 2]는 2차 년도에서 나
통적인 방식으로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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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후는 중간고사 이후 기말고사 전까지 소집단 협동학습을 실시하
고 시행한 1학기 기말고사 때의 성적이다.
1차 년도의 성적 편차와는 달리 2차 년도는 기말고사 때의 학습 단원에 대한 난
이도가 실험 전인 중간고사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워 전반적으로 많은 성적의 하락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균적으로는 -19.49라는 성적 변화가 있었고, 실험을 실시한
학급은(4개 반 - A, B, C, D반) 평균적으로 -19.3점이 감소한 반면, 실험을 시행하
지 않은 학급은(5개 반 - E, F, G, H, I반) 평균적으로 -19.85점이 감소하였다. 실험
을 실시한 반에서도 A반과 D반의 경우는 수업의 진행이 어려워 중도에 전통적인
방식으로 수업을 전환하였다.
이렇게 제시된 편차를 보면 2차 년도에는 실험 전·후의 성적 변화가 그다지 크
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실험 대상의 학년 차에서 발
생하는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진지함과 토론 수업을 대하는 성숙함의 차이에서 비
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1차 년도 실험은 2학기에 실시함으로써 교사와 학생의 유대
감이 좋은 환경에서 연구가 진행된 반면, 2차 년도 실험은 교사와 학생 사이에 유
대감이 적은 1학기에 실시하여 수업의 진행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서
로 다른 단원의 실험으로 학습 소재에 대한 이해도의 차이도 평가에 영향을 준 것
으로 판단된다.
별 평 이고, 실험

[표 2] Comparison after the 2nd year experiment

반
반
학급
C반
D반
E반
F반
미실험
G반
학급
H반
I반
평균
실험

실험

전 학력

실험

후 학력

편차

A

78.53

56.60

-21.93

B

79.56

62.89

-16.67

77.31

58.06

-19.25

79.03

59.66

-19.37

78.69

60.67

-18.02

78.14

56.44

-21.7

81.12

60.80

-20.32

78.39

59.00

-19.39

78.86

59.89

-18.97

78.82

59.33

-19.49

- 107 -

비고
중도

전환

중도

전환

자연과학(The Journal of Natural Science, GWNU) 제25권 제1호 (통권 제39호) 2019. 12.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수학의 학습동기와 능률을 고취하기 위한 학습자 중심의 수업활동 방
안의 하나로 소집단 협동학습을 통한 교수 학습 방안을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을

두

고, 소집단 협동학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단계별 준비과정과 교사와 학생
의 역할, 수업자료의 준비와

수업 실행, 평가를 통한 학습효과의

검증 등을 통해

학생들의 협동적이고 자율적인 탐구활동 중심의 대체 수업방식에 대한 제안점을 모
색하고자 하였다.

같이 설
정하였다. 첫째, 동료장학을 통하여 수학에 대한 학생의 학습흥미를 고취하고 내용
의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교사로부터의 내려 받는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지식을 습득해 나아가는 새로운 방법의 지식 습득, 세째 지식을 습득
하고 다른 곳으로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을 통해 상위 지식의 단계적
습득, 네째 암기위주 입시위주의 수업방식이 아닌 학력신장 방법의 다양화 추구, 마
지막으로 실생활과 관련된 탐구활동을 통해 수학적 힘을 증대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RME 이론에 준거한 자율적인 탐구활동 중심의
소집단 협동학습을 구안하고, OO년도 하반기 강원도 속초시 소재 OO중학교 3학년
3개 반을 대상으로 각각 6명씩 조를 구성하여 1차 연구를 시행하였고, 다음 해 상
반기 같은 학교 2학년 4개 반을 대상으로 연구수업을 통한 2차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기간이 비교적 짧고, 그 횟수와 학년의 차이에 따른 단원의 특성이 각각 다르
므로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각각 연구 전·후
드러난 학습활동 및 학력을 비교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이 특이점으로 관찰되
본 연구를 통해 지향하는 소집단 협동학습의 목표와 기대효과를 다음과

었다.
2학기에 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한 1차 연구는 조별 학습활동이 협동학습의 목표

부응하는 방향으로 활발히 진행되었고 또한 부합하는 학력의 신장을 가져온 반
면, 1학기에 2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한 2차 연구는 연구 목적과 상관도가 다소 떨어
지고 학력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주된 이유로는 소집단 협동학
습이 학습자의 수업에 대한 이해도를 많이 요구하고 있지만 학습자의 성숙도에 따
라 수업에 대한 이해도에 차이가 있어서 서로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1차 연구와 2차 연구를 대상으로 한 두 학습 집단 사이에는 1년 6개월이라는
학년 차이가 있고, 청소년기에 이러한 정도의 학년 차이는 학습자들의 자아와 인지
적 성숙도에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학습 시기 또한 중요한 역할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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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정도의 신뢰가 쌓여 있어서
다양한 수업을 하여도 별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었지만, 1학기에 시행한 연구는
교사와의 교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에게 짧은 기간에 각기
다른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혼란을 주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주요 제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집단 협동학습은 학생들의 참여와 상호 교류 및 협조를 통해 공통의 학
습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매력적인 수업의 한 방법이다. 그러나 저학년(인지발달 단
계가 낮은 학년)에게는 다소 그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
우에는 수업을 진행하기 전 준비 단계로서 학생들에게 수업의 방식을 충분히 전달
하여 수업의 진행과 적응에 무리가 없도록 적절한 사전 조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저학년일수록 자의적인 생각보다는 교사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교사는 학습
자들에게 수업의 의도와 방법, 규칙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학생들이 수업에 익숙해
지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둘째, 학생들은 교사와의 친밀도에 의해 수업의 집중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교
사는 학생들과의 관계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수업 과정에
교사가 적절히 개입하여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서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내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새로운 방식의 수업에 학생들이 생소함과 혼란을 느껴 수업환경에 적응하
지 못하는 경우 교사가 즉시 이를 바로 잡아주는 조정자로서의 임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2차 연구의 아쉬운 결과는 새로운 방식을 접하는 학생들의 혼란을
교사가 바로 잡아주지 못하여 학생들이 새로운 수업 방식에 적응하지 못한데서 기
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넷째, 학생의 좌석 재배치에 따라 야기되는 소란스러움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협
동학습을 수행하기 위한 조별 좌석을 갖춘 실험실 등 교육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고, 학교 교육과정 진행에 교사가 능동적으로 협동학습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한다. 2학기에 실시한 연구는 학생과 교사 사이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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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Analyzing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 SAS, SPSS, Stata Soon-kwi Kim*
*

Dept. of Information Statistics,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Gangneung, 25457, Korea

Abstract: Principal component anaylsis is popular in a variety of fields so that

a number of statistical packages are supplied for the principal component
anaylsis. This paper briefly introduces the principal component anaylsis, and in
addition, the use and syntax of the three statistical packages(SAS, SPSS and
Stata) are investigated through examples.

요약: 다양한 분야에서 주성분분석법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를 분석하기 위한 통

패키지가 많이 보급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주성분분석법에 관하여 간략히 소개하
고, 예를 통하여 3종류의 통계패키지인 SAS, SPSS, Stata의 명령문을 비교하고 그
들의 사용에 관해 다룬다.
계

keywords : principal component anaylsis, scree plot, observation plot, variable
plot

1. 서론

진 전체 정보(변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변수들의 선형결합을 통하여
독립적인 새로운 인공변수들을 유도하여 해석하는 기법을 주성분분석법

변수들이 가
서로

* Corresponding Author, E-mail: skkim@gwnu.ac.kr, Tel:+82-33-640-2277
이 논문은 강릉원주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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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al component anaylsis)이라 한다. 여기에서

만들어진 인공변수는 변수들의

선형결합으로 표시되며, 이를 주성분(PC, principal component)이라 한다.
당

p개 변수들 사이에 상 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가정하자. 이때 p개 변수가 가

진 전체 정보의 대부분을 소수 k (k<p)개 주성분에 의하여 설명할 수 있다면, p차
원 자료보다는 k차원으로 자료를 축소하여 단순한 구조로 분석함이 이해하기 쉽다
(이학식(2006), 허명회(2000)).
주성분분석의 주요 목적
: 정보의
기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변수들의 공분산구조를 단순하게 하여 설명(이해)하

쉽게 한다.

종류의 통계

본고에서는 여러 변수가 있을 경우 주성분분석법을 수행하기 위한, 3

패키지의 명령문과 기능을 살펴보고 그 특성을 비교한다.
론

패키지에 연관시킨 패키지의 명령과 활용에 관한 비교
연구가 다수 있었다. 이에 관련된 논문으로 시계열 분석에 관한 패키지 비교 연구
(김수화, 김승희, 조신섭, 1994), 공정관리를 위한 통계패키지의 비교에 관한 연구(조
신섭, 신봉섭, 1997), 순서 로지스틱 모형의 분석을 위한 통계패키지의 비교(김순귀,
2014), 요인분석을 위한 통계패키지의 비교(김순귀와 이영훈, 2018) 등이 있다.
그동안 통계 이 을 통계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주성분분석법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3

절에서는 여러 패키지 중에서 SAS, SPSS, Stata를 중심으로 주성분분석법을 적용
할 수 있는 명령문과 그 특성에 대해 살펴본다.
2. 주성분분석법의 소개
p 개의 변수가 서로 상관이 있는 경우, 주성분분석의
(1) p개 변수의 자료를
(2) 서로

독립인

선형변환 한다.

k개의 가공변수(주성분)로

절차는 다음과 같다.

만든다.
렬 또는

모집단인 경우 주성분의 분석대상은 모 분산-공분산행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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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분산-공분산행렬

균벡터와 분산-공분산행렬(   )가 다음과 같다. 이때 제1주성분  은,
    를 최대로 하는  ×  벡터          을 구하는 것이다. 또한 제2



주성분  는, 제1주성분  과 독립이면서      를 최대로 하는  ×  벡터 


       and         을 구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제p주성분  까

지 구할 수 있다. 만약 변수의 개수와 주성분의 개수가 같으면. 이때 정보의 손실은
없다.
p개 변수의 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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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정리를 통하여, p개 변수  의 제1주성분, 제2주성분과 그들의 분산을
유도할 수 있다.

2.2 상관계수행렬
×

며

벡터인 변수  를 표준화하면,

된 변수  의 분산-공분산행렬은 상관계수행렬이 된다.

이 , 이때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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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정리를 통하여, 표준화
산을

각각 유도할 수 있다.

된 p개 변수

 의 제1주성분, 제2주성분과 그들의 분


3. 예를 통한 통계 패키지의 명령문

앞 절에서는 주성분분석법에 관한 기본 이론을 정리하였다. 이 절에서는 통계 패키
지 SAS 9.4, SPSS 25, Stata 12를 중심으로, 자료를 이용하여 주성분분석법을 사용

패키지의 명령문을 제시한다.

하기 위한 통계

국 23개 도시의 도시별 5개 품목 물가자료에 대하여, 주성분분석법을 적용하
기 위하여 Stata, SAS와 SPSS를 각각 사용하여 분석하여 보자.
1. 자료 이름 : 5개 품목 물가자료
2. 크기 : n=23 observations, 5 variables
3. 출처 : 허명회(2000), p23
4. 변수 코드
미

변수 이름

변수 의미

변수값 범위

bread

빵

20.3~30.8

burger

버거

77.7~110.7

milk

우유

51.5~80.2

orange

오렌지

74.6~133.2

tomato

토마토

35.4~62.6

품목 물가자료
물가자료를 3.1절의 SAS 명령과 결과에 제시하였다.
5.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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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분산-공분산행렬
분산-공분산행렬을 사용하여 주성분분석을 하는,

부

일 는 다음과

같다.

각 패키지의 명령과

그 결과의

(1) Stata 명령과 결과

. pca bread burger milk orange tomato, cov
: 5개의 변수 bread burger milk orange tomato를 이용하여 주성분분석을 하라는

령이다.

명령인데, 이때 분산-공분산행렬을 사용하라는 명
Principal components/covariance
Rotation: (unrotated = principal)

Number of obs
=
23
Number of comp. =
5
Trace
= 372.2243
Rho
=
1.0000

-------------------------------------------------------------------------Component | Eigenvalue Difference
Proportion Cumulative
-------------+-----------------------------------------------------------Comp1 |
218.999
127.276
0.5884
0.5884
Comp2 |
91.7232
54.0605
0.2464
0.8348
Comp3 |
37.6627
16.8521
0.1012
0.9360
Comp4 |
20.8105
17.7813
0.0559
0.9919
Comp5 |
3.02923
.
0.0081
1.0000
-------------------------------------------------------------------------Principal components (eigenvectors)
-----------------------------------------------------------------------------Variable |
Comp1
Comp2
Comp3
Comp4
Comp5 | Unexplained
-------------+--------------------------------------------------+------------bread | 0.0285
0.1653 -0.0214
0.1897
0.9672 |
0
burger | 0.2001
0.6322 -0.2542
0.6586 -0.2488 |
0
milk | 0.0417
0.4422
0.8887 -0.1077 -0.0361 |
0
orange | 0.9389 -0.3144
0.1214
0.0690
0.0152 |
0
tomato | 0.2756
0.5279 -0.3610 -0.7168
0.0343 |
0
------------------------------------------------------------------------------

. greigen

령

: scree-plot을 작성하라는 명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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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replot

: 개체

플롯을 작성하라는 명령이다.

70

Scores for component 2
80
90
100

110

Score variables (pca)

100

120

140
Scores for component 1

160

180

. loadingplot

: 변수

플롯을 작성하라는 명령이다.

.6

Component loadings
burger
tomato

Component 2
0
.2

.4

milk

-.2

bread

-.4

orange

0

.2

.4
.6
Component 1

.8

1

(2) SAS 명령과 결과

Data price ;
Input bread burger milk orange tomato; Cards;
24.5 94.5 73.9 80.1 41.6
26.5 91
67.5 74.6 53.3
29.7 100.8 61.4 104
59.6
22.8 86.6 65.3 118.4 51.2
26.7 86.7 62.7 105.9 51.2
25.3 102.5 63.3 99.3 45.6
22.8 88.8 52.4 110.9 46.8
23.3 85.5 62.5 117.9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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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29.3
22.3
26.1
26.9
20.3
24.6
30.8
24.5
26.2
26.5
25.5
26.3
22.5
24.2
Run;

93.7
105.9
83.6
88.9
89.3
89.6
92.2
110.7
92.3
95.4
92.4
83.7
87.1
77.7
93.8

51.5
80.2
67.8
65.4
56.2
53.8
51.9
66
66.7
60.2
60.8
57
58.3
62
66

109.7
133.2
108.6
100.9
82.7
111.8
106
107.3
98
117.1
115.1
92.8
101.8
91.1
81.6

52.4
61.7
42.4
43.2
38.4
53.9
50.7
62.6
61.7
49.3
46.2
35.4
41.5
44.9
46.2

Proc Princomp Cov Out=covprice;
Var bread burger milk orange tomato; Run;
: 5개의 변수 bread burger milk orange tomato를 이용하여 주성분분석을 하라는
명령인데, 이때 분산-공분산행렬을 사용하라고

선택하였다.

Proc Print data=covprice; run;
: 자료화일인 covprice 에는 제 1 주성분 ~ 제 5 주성분의

령

값이 산출되어, 추가된다.

(3) SPSS 명 과 결과

ⅰ

( ) SPSS
을

ⅱ

메뉴상자에서

분석

선택한다.

> 차원축소 > 요인분석

림

( ) 다음 그 의 [요인분석] 상자에서

선택(변수 bread burger milk orange tomato)
를 각각 넣은 후,
요인추출 tab
을 선택한 후 [요인분석:요인추출] 상자에서
변수

방법은 주성분
공분산행

렬

값 기준
을 선택한 후, 계속을 누르고 실행하면 된다.
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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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분석] 상자

추출] 상자

[요인분석: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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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상관계수행렬
상관계수행렬을 사용하여 주성분분석을 하는

절 형식이 유사하여 생략하였다.

각 패키지의 명령은 다음과 같고,

그

결과는 3.1 과

(1) Stata 명령과 결과

. pca bread burger milk orange tomato
: 5개의 변수 bread burger milk orange tomato를 이용하여 주성분분석을 하라는
명령인데, 이때 상관계수행렬을 사용하라고

. greigen

선택하였다.

령

: scree-plot을 작성하라는 명 이다.
. scoreplot

: 개체

플롯을 작성하라는 명령이다.

. loadingplot

: 변수

플롯을 작성하라는 명령이다.

(2) SAS 명령과 결과

Data price ;
Input bread burger milk orange tomato; Cards;
24.5 94.5 73.9 80.1 41.6
26.5 91
67.5 74.6 53.3
29.7 100.8 61.4 104
59.6
22.8 86.6 65.3 118.4 51.2
26.7 86.7 62.7 105.9 51.2
25.3 102.5 63.3 99.3 45.6
22.8 88.8 52.4 110.9 46.8
23.3 85.5 62.5 117.9 41.8
24.1 93.7 51.5 109.7 52.4
29.3 105.9 80.2 133.2 61.7
22.3 83.6 67.8 108.6 42.4
26.1 88.9 65.4 100.9 43.2
26.9 89.3 56.2 82.7 38.4
20.3 89.6 53.8 111.8 53.9
24.6 92.2 51.9 106
50.7
30.8 110.7 66
107.3 62.6
24.5 92.3 66.7 98
61.7
26.2 95.4 60.2 117.1 49.3
26.5 92.4 60.8 115.1 46.2
25.5 83.7 57
92.8 35.4
26.3 87.1 58.3 101.8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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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24.2
Run;

77.7
93.8

62
66

91.1
81.6

44.9
46.2

Proc Princomp Out=covprice;
Var bread burger milk orange tomato; Run;
: 5개의 변수 bread burger milk orange tomato를 이용하여 주성분분석을 하라는
명령인데, 이때 상관계수행렬을 사용하라고

선택하였다.

Proc Print data=covprice; run;
: 자료화일인 covprice 에는, 상관계수행렬을 이용한 제 1 주성분 ~ 제 5 주성분의

값이 산출되어, 추가된다.

령

(3) SPSS 명 과 결과

ⅰ

( ) SPSS
을

ⅱ

메뉴상자에서

분석

선택한다.

> 차원축소 > 요인분석

림

( ) 다음 그 의 [요인분석] 상자에서

선택(변수 bread burger milk orange tomato)
를 각각 넣은 후,
요인추출 tab
을 선택한 후 [요인분석:요인추출] 상자에서
변수

방법은 주성분

렬
고유값 기준
을 선택한 후, 계속을 누르고 실행하면 된다.
상관행

4. 결론

앞에서 살펴본 세 통계패키지 모두 주성분분석법을 수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입력 옵션과 통계량의 출력결과를 제공하
였고, SPSS는 완전 메뉴 방식을 채택하여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추었다.
Stata 역시 메뉴 방식 뿐 아니라 다양한 명령문을 통하여 통계량을 제공하였다.
주성분분석법 수행 시, SAS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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렬또
렬
종류의
패키지 모두 동일한 고유값을 산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고유벡터의 계
산에서, SAS 와 Stata는 동일한 결과를 산출하였으나, SPSS 만이 다른 결과를 보
였다. 고유벡터와 관련된 SPSS의 성분행렬은, SAS 와 Stata에서 산출한 고유벡터
의 상수배 
  여기에서  는 분산-공분산행렬 또는 상관계수행렬의 고유값)이기 때
주성분분석법 중 분산-공분산행 ( 는 상관계수 행 )을 이용한 경우, 3

문이다.

간
느 한 패키지의 기능을 다른 패키지에서 마련하는 모습을 보
이지만, 각 패키지마다 고유의 기능이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한 패키지에 의존하지
말고, 둘 이상의 패키지를 사용하여 패키지들의 사용법과 결과를 비교하면서 사용
하기를 권장한다.
시 이 지나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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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선거 표 계산식

훈

이영

1)*

순귀

⦁김

1)

1)

강릉원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정보통계학과

Converting the Number of Votes Obtained in the
Election of a University President
Young Hoon Lee1) and Soon-kwi Kim1)
*

1)

Dept. of Information Statistics,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Gangneung, 25457, Korea

Abstract : Methods for converting the number of votes obtained in the election
of a university president are examined. And the choice of the best method is
discussed.

총장 선거에서 직원들도 투표하게 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논
의된 ‘후보들의 득표수 계산 방법’들을 살펴보고, “어느 계산식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가?”에 대해 자세히 논의한다.
요약 : 강릉원주대학교

1. 서론

총장 선거가 교수들, 직원들이 투표하는 직선제로
치러졌다. 그 후 2011년 제2대 총장 선거도 2007년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015년 제3대 총장 선거는 간접 선거제로 치러졌다. 2019년 제4대 총장 선거에서
직선제가 부활했는데, 이번에는 교수들, 직원들 이외에 조교들, 학생들에게도 투표
권이 주어졌다.
강릉대학교가 원주전문대학과 통합하기 전의 강릉대학교 총장 선거에서 교수들
만 투표할 때에는 각 후보들의 득표수 계산이 간단했는데, 직원들도 투표하게 된
2007년 강릉원주대학교 초대

* Corresponding Author. E-mail: yhlee@gwnu.ac.kr, Tel: +82-33-640-2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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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는 “직원 표의 가중값을 얼마로 할 것이냐?”, “가중값에 의한 직원 표 환산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했다. 2019년 제4대 총장 선거에서는 조교
표, 학생 표의 가중값, 표 환산 문제가 추가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강릉원주대학교 총장 선거에서 직원들도 투표하게 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논의된 ‘후보들의 득표수 계산 방법’들을 살펴보고, “어느 계산식이 유권자
들의 표심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가?”에 대해 자세히 논의하려고 한다.
후보들 간에 표 차이가 적으면 계산식이 바뀔 때 득표 순위가 바뀔 수 있다.
2. 직원 표 환산 방법들
교수들,

직원들이 투표할 때의 ‘직원 표 환산식’들을 먼저 논의하겠다.

권자 총 숫자
 : 직원 유권자 총 숫자
 : 교수 투표자 총 숫자
 : 직원 투표자 총 숫자
 : 총장 선거 후보자 수
 : 교수 투표 무효표 수
 : 직원 투표 무효표 수
 :  번째 후보의 교수 득표수 (       ⋯   )
 :  번째 후보의 직원 득표수 (      ⋯   )
 : 교수 유








      …    

 :

직원 표 가중값 (     )
호

        …    

이라 하자. 이 기 들을 사용하여

‘후보들의 득표수 계산 방법’들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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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식 1]

총장 선거에서 채택했던 환산식이다.  번째 후보의 총 득표수를

2007년, 2011년






          






권 총 숫자  에 직원 표 가중값  를 곱한   를 직원 표 총
숫자로 환산하고, 이 만큼을 각 후보가 직원 득표수에 비례해서 나눠 갖는다. 이 방
법은 아래의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다.
로 계산한다. 교수 유 자

않고  로 하므로 직원들의 기권 비율이 반영되지 않고
직원 투표율이 항상 100%로 처리된다.

(2).    이면 직원 표의 가중값이  보다 커진다. (이 경우의 확률은 거의 100%)


  이면 직원 표의 가중값이  보다 작아진다. (이 경우의 확률은 거의 0%)



(3).    이면 직원 표의 가중값이 1보다 커진다. 직원 투표자 총 숫자  가

상당히 적으면 충분히 발생 가능하고, 이 경우 직원 1표가 교수 1표보다 더 큰
가중값을 갖는다.
(4). 위 (3)의 경우에서 더 극단적으로 직원 1명만 대표로  번째 후보에게
투표하면,      이고 나머지  들은 0이 되어 직원 표 총 숫자로 환산된  
를  번째 후보 1명이 모두 갖는다. 직원 1표가   표로 환산되는 것이다.
(5). 위 (3), (4)를 종합하면 직원 투표율이 작아도 직원 몫의 표가 항상   로
고정되어 보장된다.

(6).    이면 모든  들이 0이고  (不定)이므로 값을 정할 수 없다.

(1). 분모를  로 하지







[환산식 2]

직원들의 기권
즉,  번째 후보의 총 득표수를
[환산식 1]에서

비율을

반영하기






          




각

신

위해 분모를  대



로 계산한다. 이 방법도 아래의 심 한 문제점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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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표의 가중값이  보다 커진다. (이 경우의 확률은 거의 100%)

  이면 직원 표의 가중값이  보다 작아진다. (이 경우의 확률은 거의 0%)



(2).    이면 직원 표의 가중값이 1보다 커진다. 직원 유권자 총 숫자  가

상당히 적은 학교이면 충분히 발생 가능하고, 이 경우 직원 1표가 교수 1표보다
더 큰 가중값을 갖는다.

(1).    이면


[환산식 3]
[환산식 1]에서 교수
보의

총 득표수를

투표율도 100%로 처리되도록  에








         

 




로 계산한다. 이 방법에서

괄호 안의 계산식



를



곱해서  번째 후





 




순천대학교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법인데 조교 표, 학생 표 계산식이 같은 방식
으로 뒤에 추가되어 있다. 陽數로 나누거나 陽數를 곱해도 부등호의 방향이 변하지
않으므로
은








          




바꾼 것이다. 이 계산식에 조교 표,
학생 표 계산식을 같은 방식으로 뒤에 추가한 것이 2019년 강릉원주대학교 제4대
총장 선거에서 채택되었다. 이 방법도 아래의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다.
로 계산할 수도 있다. [환산식 1]에서  를  로

직원 표의 가중값이  보다 커진다. (이 경우의 확률은 거의 100%)
   이면 직원 표의 가중값이  보다 작아진다. (이 경우의 확률은 거의 0%)

(2).    이면 직원 표의 가중값이 1보다 커진다. 직원 투표자 총 숫자  가

상당히 적으면 충분히 발생 가능하고, 이 경우 직원 1표가 교수 1표보다 더 큰
가중값을 갖는다.
(3). 위 (2)의 경우에서 더 극단적으로 직원 1명만 대표로  번째 후보에게
투표하면,      이고 나머지  들은 0이 되어 직원 표 총 숫자로 환산된 
를  번째 후보 1명이 모두 갖는다. 직원 1표가  표로 환산되는 것이다.
(1).    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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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면 직원 투표율이 작아도 직원 몫의 표가 항상  로
고정되어 보장된다.

(5).    이면 모든  들이 0이고, 따라서  (不定)이므로 값을 정할 수 없다.

(6).    이면 모든  들이 0이고,    이어도 모든 후보의 총 득표수가 0으로
계산된다.
(4). 위 (2), (3)을





[환산식 4]

값 1을 곱하고, 직원 표에는 가중값

교수 표에는 가중

번째 후보의 총 득표수를

를

곱해서 더한다. 즉,



    

장 정확하게 유권자들의 표심을 반영하는 계산식이다. 교
수 기권표, 직원 기권표도 그대로 반영된다. 환산된 총 투표 수    를 후보들이
 
  
나눠 갖는다. 투표율 계산을  가 아니고  로 해야 한다.

  
로 계산한다. 이 방법이 가

조교들, 학생들도

투표하는 경우

번째 후보의 조교 득표수 (  ⋯)
 :  번째 후보의 학생 득표수 (       ⋯   )
 : 조교 표 가중값 (      )
 : 학생 표 가중값 (      )
 : 


일 때, 

번째 후보의 총 득표수를
          

로 계산한다.

3. 2007년 강릉원주대학교 초대 총장 선거에 적용

설명한 네 가지 환산식들을 2007년 강릉원주대학교 초대 총장 선거에 적용
해서 환산식이 바뀔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살펴 보겠다.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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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서 ‘교수 유권자 총 숫자’는    , ‘직원 유권자 총 숫자’는
   이었다. ‘직원 표 가중값’은    이었다. 1차 투표 결과가 아래에 있다.
2007년

기호
1
2
3
4
5

1차

이름
최 효
임승달
박찬억
김명호
한 송
무효
총 합계

교수 득표
13
93
62
35
137
4
344

직원 득표
4
54
33
27
73
0
191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1위 한 송, 2위 임승달 후보에 대해 결선

투표를 했고 그 결과가 아래에 있다.
기호
2
5

이름
임승달
한 송
무효
총 합계

교수 득표
170
168
4
342

직원 득표
80
105
1
186

승달 후보가 이겼는데, 직원 득표에서는 한 송 후보가 이겼다.
누구를 당선자로 결정해야 하는가? 직원 표에 네 가지 환산식들을 적용해 보자.
교수 득표에서는 임

[환산식 1]

  
승달 :    ×  × 


임


한 송 :    ×  ×   


한 송

후보가 3.22 표 차이로 이겼다.

[환산식 2]

  
승달 :    ×  × 


임


한 송 :    ×  ×   


한 송

후보가 2.85375 표 차이로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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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식 3]

  
승달 :    ×  × 


임


한 송 :    ×  ×   


한 송

후보가 3.057 표 차이로 이겼다.

[환산식 4]

승달 :    × 

임

  

한 송 :    ×   
한 송

후보가 0.75 표 차이로 이겼다.

선 투표의 개표 당시에, 도장이 경계 부분에 찍혀 있으면서 한 송 후보 쪽에
치우친 교수 표 1장을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무효 처리하지 않고 한 송 표로 계
산하는 것에 대해 임승달 후보 쪽 개표 참관인이 이의를 제기해서 시끄러웠다. 강
릉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표를 결국 한 송 표로 계산했다. 그 표가 무효 처리되었
으면 한 송 후보의 득표 환산이 178.55로 줄고 임승달 후보가 0.25 표 이겨서 당선
자가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나중에 그 개표 참관인에게 물어 보니, 경계에 걸쳐 있을 때 무효 처리하기로
한 것을 강릉원주대학교에서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얘기하지 않았고, 선거관리
위원회는 경계에 걸쳐 있을 때 어느 쪽에 치우쳤나 따져서 유효 표로 처리한다고
결

한다.

4. 결론

총장 선거에서 직원들도 투표하게 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논의된
‘후보들의 득표수 계산 방법’들을 살펴보고, “어느 계산식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정확
하게 반영할 수 있는가?”에 대해 자세히 논의했다. 논의한 내용을 2007년 강릉원주
대학교 초대 총장 선거에 적용해 봤고, 후보들 간에 표 차이가 적으면 계산식이 바
뀔 때 득표 순위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강릉원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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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天動說)과 태양중심설(heliocentric theory, 地動說)
을 투표로 결정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총장 선거에서도 “교수 아닌 다른 표들
의 환산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투표로 결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
다. 투표할 필요 없이 당연히 [환산식 4]를 사용해야 한다. [환산식 4]가 가장 정확
하게 유권자들의 표심을 반영하는 계산식이다. 기권표들도 그대로 반영된다. [환산
식 4]를 사용하면서 “직원 표, 조교 표, 학생 표의 가중값을 얼마로 하느냐?”만 회
의에서 결정하면 된다.
강릉원주대학교 총장 선거에서 직원들도 투표하게 되었을 때, 직원 표 환산에
대한 논의 초기 단계부터 통계학자가 관여했으면 [환산식 4]를 사용해서 선거를 진
행했을 것이다. 그런데 당시의 교수회장, 직원 대표 모두 숫자 다루는 일에 안목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그런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회의하다 보니 첫단추를 잘못 끼워
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왜곡하는 환산식들이 지금까지 사용되었다.
4년 뒤인 2023년에 차기 총장 선거를 하게 되는데, 출마자들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인 2020년에 미리 2023년 차기 총장 선거의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 교수
아닌 다른 표들에 대해 [환산식 4]를 사용해서 계산하도록 미리 명문화해야 한다.
한 가지 더 언급하면, 학생들은 후보자들에 대해 잘 모른다. 모든 학생들에게 투
표권을 주자고 하는 것은 ‘취지’만 좋고 ‘이상’만 앞서고 ‘현실’을 모르는 얘기이다.
학교 사정을 잘 아는 총학생회 임원진에게만 투표권을 주는 것이 ‘현실’에 맞다.
지구중심 (geocentric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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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안내 (Author Guides):
논문투고규정, 원고 작성 기준, 원고 표준 양식
[1] 자연과학논문집의 투고규정
1. 투고자격:
1) 본 연구소 연구원이 주-저자 또는 공동 저자인 경우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초청 논문의 경우 또는 기타 필요에 따라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투고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2) 본 연구소의 각 연구원은 자신이 주-저자인 논문은 각 호당 1편까지만 투고할 수 있으
며, 공동 저자로 참여하는 논문을 1편까지만 더 (공동저자로만 참여하는 경우에는 2편
까지) 투고할 수 있다.

즉 각 호당 총 2편까지 투고 가능하다.

3) 본 연구소 연구원이 저자로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본 연구소 연구원 2인 이상이 본
논문집의 성격에 부합하는 논문이라고 추천하는 경우에는 투고할 수 있다.
2.

논문원고:

다른

학술잡지에

발표되지

않는

연구논문(article),

총설(review),

속보

(Communication)와 단문(note)을 포함한다.
3. 논문제출 및 접수일: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기일까지 논문원고를 전자우편으로 편집위원장
에게 제출한다. 논문이 도착된 날짜를 접수일로 한다.
4. 논문양식
1) 원고의 작성은 컴퓨터를 이용한 워드프로세서(HWP와 MS-WORD)를 이용하여 한글 또
는 영문으로 작성하며,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표준 형식(Template)을 사용하여야 하며,
논문집이 인쇄되었을 때의 형태 그대로 원고를 작성하여 투고하여야 한다. 즉 모든 표
와 그림은 투고한 내용 그대로 직접 출판할 수 있도록 원고의 본문 안에 배치하며 표와
그림의 설명문(Caption)도 적합한 위치에 포함시켜야 원고를 작성하여야 한다.
2) 논문형식에서 한글(영문)제목, 한글(영문) 저자명과 소속, 한글(영문) 요약문(Abstract),
Keywords,

본문(서론,

본론,

결론,

등),

사사(Ackwnoledgement),

참고문헌

(References) 등의 순서와 세부 양식은 편집위원회에서 통일시킨 양식‘논문작성기준’
및 ‘표준형식(Template)’을 따른다.
3) 논문은 흑백 인쇄를 원칙으로 하며, 원색판(Color) 사용 시에는 추가되는 비용은 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5. 심사:
1) 투고자는 적합한 심사자를 1인 또는 2인까지 추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심사자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사람을 명시할 수 있다. 그러나 심사자의 최종 선택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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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고된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는 과정에 따라 2인 이상의 심사를 거친다.
3) 심사자는 심사의뢰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심사할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심사기간
은 2주일을 원칙으로 한다. 심사기간이 더 필요한 경우에 그 사유를 편집위원장에게 미
리 통보하면 1주일 더 연장할 수 있다.
4) 심사자에 의한 교정/정정/개정 요구가 있는 경우, 주-저자는 이를 통보받은 후 1주 안
에 이에 대하여 답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간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편집위원장
의 승인을 받아 1주일 더 연장할 수 있다. 심사자에 의한 교정/정정/개정 요구에 대한
저자의 적합한 대응이 없으면 논문 게재가 거부될 수 있다.
5) 게재 원고는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6) 심사 과정을 거쳐 채택된 후, 교정쇄(Galley Proof)의 교정은 인쇄상의 오류에 대한 것
만 인정되며, 그 이상의 교정은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교정쇄를 전달받은
저자는 이를 4일 안에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없는 경우 교정 내용이 없는 것으로 처
리한다.
6. 게재순서는 총설(Review)들을 앞에, 일반연구논문(Article)들을 뒤에 배치하되, 각 종류 안
에서는 투고된 논문이 접수된 날짜순으로 한다.
7. 별쇄본: 별쇄본은 제공하지 않으며, 최종 pdf 파일을 제공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8. 기타 :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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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과학논문집의 원고 작성 기준
1. 규격 및 순서
1) 원고는 한글2007 이상 또는 MS word를 사용하여 국문(국한문혼용)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
며 논문 투고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한다. 원고는 A4용지(21×30㎝) 규격에서 위쪽은 35
mm(여백 25와 머리말 15), 아래쪽은 30 mm(여백 15와 꼬리말 15)씩, 제본 여백은 0
mm, 좌우 여백은 30 mm로 하여 작성한다. 글자모양은 함초롱바탕, 줄 간격은 180%, 글
자크기는 다음 수치로 표시된 폰트로 한다. (논문제목-16, 저자명-13, 소속학과명-11,

서

론, 본론, 결과 및 토의 등 주 절의 제목은 13포인트 굵은 글씨체, 그리고 나머지 모든 글
씨들은 11포인트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본문이 한글인 경우 한글제목, 한글 저자명과 소속, 영문제목, 영문 저자명과 소속, 영문요
약문(Abstract),

한글요약문,

Keywords,

본문(서론,

본론,

결론,

등),

사사표시

(Acknowledgement), 참고문헌(References)의 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문이 영문인
경우에는 영문제목, 영문 저자명과 소속, 한글제목, 한글 저자명과 소속, 한글요약문, 영문
요약문(Abstract),

Keywords,

본문(서론,

본론,

결론,

등),

Acknowledgement,

References의 순으로 한다. 저자의 소속기관(주소포함)은 저자명 밑에 표기한다. 공동저자
의 소속기관이 다를 때는 해당 저자명 오른편에

1)

,

2)

를 하고 따로 따로 표기하며 저자명

은 full name으로 하되 family name을 뒤로 한다.
3) 주-저자(Corresponding Author)의 이름에 위첨자로 *표시를 하고, E-mail 주소와 전화
번호는 제1면의 하단에 줄을 긋고 표기한다. 표준양식(Template) 참조.
4) ABSTRACT는 300단어 이내의 분량으로 하며, 논문을 대표하는 주요단어(Keyword) 5개
이내를 (영문 또는 국문으로) ABSTRACT 하단에 (본문 시작 앞에) 표기한다.
5) 본문의 내용을 구분할 때에는 소제목을 부여하며 1., (1), 1), ①, ...... 순으로 표기함을 원
칙으로 한다. (표준 양식(Template)를 참고.)

2. 표·그림·사진
1) 표, 그림 및 사진의 제목(Caption)과 설명은 영문으로 기술하되, 본문을 참조하지 않아도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명확하면서도 간결하게 작성한다. 순서 번호는 1, 2, 3의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표, 그림 및 사진은 위의 ‘규격 및 순서’의 1)항에서 설명한 규격 안에서 가로로 표시되도
록 크기를 조정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투고한 내용 그대로 직접 출판할 수 있도록 원고의
본문 안에 배치하여야 한다.
3) 표의 제목은 상단에 표기하고, 그림 및 사진의 제목은 하단에 표기하며, 제목의 첫머리 글
자는 대문자로 하고 끝에는 마침표(.)를 찍는다.

3. 참고문헌
1) 참고문헌을 본문에서 표시할 때는 괄호 안에 제1-저자의 성(Family Name)과 연도를 적어
표시한다. 예: (Shon et al. 2010)
2) 본문 뒤(사사 표시 뒤)에 인용문헌들을 모아서 표기하는 부분에는 저자명을 알파벳순으로
열거하며 잡지는 저자명, 연도, 제목, 학술지명, 권(호) 및 쪽수로, 단행본은 저자명(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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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명), 연도, 저서명, 출판서명, 출판처, 면수로 한다. 단일 단어로 된 잡지명을 제외하고
는 약어로 표기한다. 학술지명과 저서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① 잡지에 실린 논문의 경우: Author AB, Author CD (2005) Title of article. Plant

Mol Biol 50:100-110.
② 책에 실린 논문의 경우
Author AB, Author CD (2005) Title of article. In:Author EF, Author GH,
(eds),

Title of Books, Ed2, Vol3, Publisher, City, pp 15-30.
③ 학위논문 또는 단행본 전체를 이용할 경우
Author AB, Author CD (2005) Title of thesis. University, City
2) 동일저자의 문헌이 2번 이상 반복될 때는 연차순으로 표기하며 동일저자의 동년 발행논문
은 연도 다음에 a, b, c로 표시하여 구분한다.
3) 본문중의 문헌인용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①1인 저자의 경우 : Cho(1990) 또는 (Cho, 1990)
②2인 저자의 경우 : Park ＆ Lee(1991) 또는 (Park ＆ Lee, 1991)
③3인 이상 저자의 경우 : Kim et al. (1995) 또는 (Kim et al., 1995)
※ 기타 위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 발간된 본 논문집의 영문 및 국문논
문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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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 표준 양식(Template)

논문집 '자연과학'에 투고할 원고의 표준 양식
김OP1)*⦁이ST1)⦁박XY2)
1)

강릉원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2)

한국 대학교 자연과학과

Template of Manuscripts for the Journal of Natural
Science, GWNU
Ooo-Ppp Kim1), , Sss-Ttt Lee1) and Xxx-Yyy Park2)
*

1)

Dept. of Physics,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Gangneung,
210-702, Korea
2)
Dept. of Natural Science, Hankuk University, Seoul, 100-100, Korea

Abstract: It is the template of manuscripts for ‘The Journal of Natural
Science, GWNU.’ This template is a version determined at the end of 2012.

요약: 이것은 자연과학연구소에서 이번 2012년 후반기에 복간하게 되는 논문집인 ‘자
연과학’에 투고되는 원고들에 대한 표준양식이다. 이 표준 양식은 2012년 말에 정해
진 것이다.

Keywords: 자연과학, GWNU, 표준양식, Template,

1. 서론
2002년부터 국내의 7개 지역대학들이 연합하여 발간해 오던 ‘자연자원연구논문집
(Journal of Basic and Life Resources Science)’이 2010년 12월의 마지막 발간을
끝으로 폐간된 후, 우리 연구소 자체의 논문집을 발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지난
* Corresponding Author.

E-mail: opkim@gwnu.ac.kr, Tel: +82-33-640-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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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지속되어 왔다(Kim & Park, 2011). 자체 논문집 발간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회의가 적지 않으며, 그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였다. 적극 추진하는 의견
이 그다지 강한 것은 아니지만, 자체 논문집 발간을 희망하는 분위기가 전혀 없는 것
은 아니며, 또한 연구소 존립의 명분에 관련된 사항이라는 의견도 있다. 지난 2012년
9월에 개최된 3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일단 논문집 발간을 추진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Choi et al., 2012).

2. 이론 배경과 연구 방법
(1) 경과보고
강릉원주대학교의 자연과학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는 1985년 3월 설립되었고
1990년 3월 법정연구소로 전환되었다(Lee & Jeung, 1990; Kwon et al., 2001). 본
연구소에서는 1985년부터 2001년까지 자연과학 분야 학술논문지로서“自然科學”지를
매년 2회씩 발간해왔다. 그러나 2002년부터 전국 7개 국공립대학이 연합하여 공동학
술지인“자연&자원연구”지를 발간함에 따라 본 연구소에서 발행해오던“自然科學”지는
2001년 6월에 17권 1호(통권 31호)로 종간하고 자연과학 연구소의 편집위원회는 해
산되었다(Yoon, 2002; Author-1, 2004).
(2) 재 발간 계획
자연자원연구논문집이 2010년 12월 발간을 끝으로 종간함에 따라, 그에 따른 후
속 조치에 대하여 2011년 여름부터 여러 방향으로 논의를 계속하였다. 그 결과,
2001년 6월에 제17권 제1호(통권 제31호)를 끝으로 종간하였던 논문집 “自然科學”을
복간하는 개념으로 2012년 후반기에 제18권 제1호(통권 제32호)부터 재발행을 시작
하기로 결정하였다(Baeck, 2012).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년 2호씩 발행함을 원칙
으로 하지만, 전반기에 접수된 원고의 편수가 기준 편수에 미달한 경우, 발행을 생략
하고 다음 후반기에 합하여 발행할 계획이다. 기준 편수는 운영위원회(편집위원회)에
서 따로 정한다. 그러나 편수에 무관하게 1년에 최소 한번은 발행할 예정이다.

3. 실험 결과 및 토의
(1) 투고자격
본 연구소 연구원이 주-저자 또는 공동 저자인 경우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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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초청 논문의 경우 또는 기타 필요에 따라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을 부
여할 수 있다. 본 연구소의 각 연구원은 자신이 주-저자인 논문은 각 호당 1편까지만
투고할 수 있으며, 공동 저자로 참여하는 논문을 1편까지만 더 투고할 수 있다. 즉
각 호당 총 2편까지 투고 가능하다. 또한 외부 연구자의 투고 가능성을 열어주기 위
하여, 본 연구소 연구원이 저자로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본 연구소 연구원 2인 이
상이 본 논문집의 성격에 부합하는 논문이라고 추천하는 경우에는 투고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2) 원고의 종류와 접수 및 양식
다른 학술잡지에 발표되지 않는 연구논문(Article)과 총설(Review)로 제한하고, 속
보(Communication)와 단문(Note)은 접수하지 않는다.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기일까
지 논문원고를 전자우편으로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며, 논문이 도착된 날짜를 접수일
로 한다. 원고의 작성은 컴퓨터를 이용한 워드프로세서(HWP와 MS-WORD)를 이용하
여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한다.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표준 형식(Template)를 사용
하여야 하며,) 논문집이 인쇄되었을 때의 형태 그대로 원고를 작성하여야 하며, 세부
사항은 별도의 ‘원고 작성 기준’(Baeck et al., 2012)과 이 ‘표준양식(Template)’을
참고한다.

(3) 심사 과정 및 기타 사항들
1) 투고된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는 과정에 따라 2인 이상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수정지시와 채택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Author-3, 2007).
2) 투고자는 적합한 심사자를 2인 이내로 추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심사자에
서 배제하여야 하는 사람을 명시할 수 있다. 그러나 심사자의 최종 선택은 편집
위원회에서 정한다.
3) 심사자에 의한 교정/정정/개정 요구가 있는 경우, 주-저자는 이를 통보받은 후
1주일 안에 이에 대하여 답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논문 게재가 거
부될 수 있다.
4) 게재 원고는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5) 별쇄본은 제공하지 않으며, pdf 파일로 대신한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고 작성 기준’(Baeck et al., 2012)에서 설명한다.

4. 요약 및 결론
본 논문집의 발간이 연구소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의 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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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복간은 비교적 늦게 2012년 9월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접수된 원고의 수가
많지 않으며, 본 연구소의 운영위원들이 주로 참여하였다는 아쉬움이 있다.

감사의 글
이 표준양식에 관하여 여러 의견을 표시해준 교수님들과 운영위원님들에게 감사드
린다. 또한 본 연구소 운영비용에 지원하여 준 강릉원주대학교 교무처와 산학협력단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

5.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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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3 EF, Author-4 GH (2007) Title of article. In:Author EF, Author GH, (eds),

Title of Books, Ed2, Vol3, Publisher, City, pp 15-30. (책에 실린 논문의 경우.)
Baeck KK, (2012) 제4차 운영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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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논문집 원고작성기준. 강릉원주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 강릉시.
Choi SJ, Ahn DW, Jeung DB, Kim BK and Baeck KK (2012) Title of thesis.
University, City. (학위논문 또는 단행본 전체를 이용할 경우.)
Kim JH and Park JK (2011) 논문의 제목. 학술지 이름 권-번호:시작페이지-끝페이지.
Kwon AH, Baeck KK and Kim BM (2001) Studies on the Asian eupatoris I.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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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 BJ (2001) Anomalous Properties of Water as the Result of Quantum Effects J.

Chem. Phys. 271:4231-4241.
--------------------------------(표준양식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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