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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최대최소문제들에 대한 컴퓨터대수체계(CAS)의 이용

김선홍†

How to Use CAS to Solve Certain Minmax Problems

Seon-Hong Kim†

Abstract

In this paper, we study how to use CAS to solve certain minmax problems. More specifically, we reduce some to the

problems about the packing of certain convex sets in the plane, and use Recognize algorithm to obtain good hypotheses

for results. This method can be widely used to solve same types of mathematical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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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826년에 Abel은 “5차 이상의 방정식은 일반적으로

대수적으로 풀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발표하였고, 이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다항식의 근을 찾기 위한 수치해석

적인 방법(Numerical method)을 찾는 연구들이 시작되

었다. 20세기에 들어서는 컴퓨터의 도입과 더불어 새

로운 많은 수치해석적인 방법들이 발견되었는데, 이와

더불어 1980년대 초부터는 컴퓨터가 소형화되고 수학

또는 수학교육에서 문제해결력이 강조되면서 컴퓨터를

이용한 수치계산, 시뮬레이션 등의 방법으로 컴퓨터를

문제해결에 활용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컴퓨터 대수 체계(CAS)란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학

에 관련된 문제를 기호로 처리하여 연산을 수학하는

시스템으로, 수치계산과 대수적 연산을 수행하고 필요

한 경우에 연산의 결과를 그래픽으로 처리하는 소프트

웨어를 통칭한다. CAS는 1960년경에 시작되어 현재는

수학을 비롯한 제반 과학과 공학의 연구에 널리 사용되

어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상업 프로그램은 Mathematica

와 Maple등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극값의 문제들

(extremal problems)과 관련된 어떤 수학문제의 풀이에

CAS가 도움을 주는 예들을 소개한다. 여기서 소개할

두 가지 방법은 이 논문에서 언급할 문제들뿐만이 아

니라 다양한 극값문제들에 유용하기에 그 중요성이 있

다. 논문에서 사용할 CAS는 Mathematica 5.1이며 기

본적인 명령어는 설명 없이 사용되어질 것이다. 현재

최신의 Mathematica는 Mathematica 8이며 적어도 버

전 5.1이상에서는 이 논문에서 사용될 명령어들이 동

일함을 밝혀둔다.

평면에서의 극값의 문제들은 역사적으로 많이 있어

왔다. 한 예로, 저자는 [3]에서 평면에서의 단위벡터들

에 대한 다음의 최대최소문제(minmax problem)를 해

결하였다.

정리 1 정수 N ≥ 2에 대하여

f (N):

라 하면, f (N)은 다음의 값을 갖는다.

(1) f (2) = 1

(2) f (2) = 0, N ≥ 4

(3) f (3)= = 0.769292..., 여기서 k는 방정식 1+

2+(1+x+x2+x3)=0의 유일한 실근이다. 

위 정리의 (1)과 (2)의 증명은 [3]에 상세히 설명되어져

있다. 는 일반성을 잃지 않고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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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3) = mina,brealmax{|1+eia+eib|,|1+ei3a+ei3b|}

먼저 f (3)은 |1+eia+eib|=|1+ei3a+ei3b|을 만족하는 실수 a,

b로부터 얻어짐을 추측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증명

은 어렵지 않다[3]. 그런데

s(a, b): =

s(a, b): =

t(a, b): =

t(a, b): =

이므로 f (3)가 구해지기 위해서는 

s(a, b) = t(a, b)

를 만족하는 a, b를 구해야한다. 따라서 f (3)를 구하는

문제는 곡선들

cos a + cos b + cos(a−b) = k

cos 3a + cos 3b + cos 3(a−b) = k

이 만나는 점 (a, b, k)를 찾는 문제로 바뀌어 질 수 있

다. 여기서 s(a,b) = t(a,b)≥0이기 때문에 t≥-1.5이다.

이 논문의 일차적인 목적은 [3]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위의 (a, b, k)를 찾기 위한 CAS(특히 Mathematica)의

활용이다. 이런 종류의 문제는 다양하며,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잘 다듬어진 가설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CAS의 도움을 받으면 CAS이 없던 과거와 비교해 훨

씬 쉽게 문제의 해결에 접근할 수 있다. 물론, 알맞은

가설이 정립된 후에는 엄밀한 수학적인 증명이 요구되

어진다. 이 논문의 2절에서는 먼저, 증명이 될 가설을

세우기 위해 Mathematica의 패키지 중의 하나인

Number Theory라는 디렉토리의 안에 있는 Recognize

의 활용을 볼 것이다. 그리고 3절에서는 라그랑지 승수

법(Lagrage multiplier method)과 Gröbner 기저를 이용

한 풀이로서의 Mathematica code를 제공할 것이다. 그

러나 라그랑지 승수법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풀이에

적합하나 다른 여러 유사한 문제들에는 적용하기 힘듦

을 상기시키며, 우리의 Recognize를 이용한, 가설을 세

우기 위한 절차가 중요한 의미를 가짐을 강조할 것이다.

2. Recognize 패키지를 이용한 방법

Mathematica에서 Recognize 패키지안에 있는 명령

어

Recognize[x, n, t]

는 실수 x를 근사근(an approximate zero)으로 갖는 차

수가 n이하인 t를 변수로 갖는 정수계수 다항식을 구

해준다. 따라서 이 패키지를 이용하면, 실수 x가 대수

적인 수(algebraic number)일 때 그것을 근으로 갖는

가장 작은 차수의 정수계수 다항식을 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위에서 sol = -1.37174...가 그 자체로 보았을 때 대수

적인 수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3x3-2t+5의

근 이었으므로 대수적인 수), Recognize 명령어는 그

수를 근사로 갖는 가장 작은 차수의 정수계수다항식을

찾아준다. 실제로 sol로부터 -5+2x-3x3을 찾아주었는데,

이 다항식은 처음에 NSolve명령어로 근사 근을 구했던

다항식과 부호만이 다를 뿐이다. 이 Recognize 명령어

는 많은 수학문제에서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위

한 도구로서 사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어떤 근사로

나타내어진 수가 대수적인 수임을 알고 있고 그 수를

정확히 표현할 필요가 있을 때, 이 명령어를 통하여 그

대수적인 수를 근으로 갖는 가장 작은 차수의 정수계

수 다항식을 구하여 그 수가 이 다항식의 근임을 보여

주면 된다. 

먼저

s(3π/10, π) = t(3π/10, π) = 1

이므로, 우리가 구해야 할 k는 k ≤ -1을 만족한다. 이

제,

F1(a,b) cos a + cos b+cos(a − b),

F2(a,b) cos 3a + cos 3b+cos 3(a − b), 

K1(a,b) = F1(a,b) − k, K2(a,b) = F2(a,b) − k

라 놓고 인 경우에 각각 Mathematica를 이용하여 곡

선 을 한 평면위에 동시에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K1(a,b) =0와 K2(a,b) =0
Fig. 1. K1(a,b) =0 and K2(a,b)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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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의 Mathematica code는 길어서 부록에서 소

개한다(위 왼쪽: k = -1.1, 위 오른쪽: k = -1.2, 아래 왼

쪽: k = -1.3, 아래 오른쪽: k = -1.4). 그림 1에서 가로의

축은 a축, 세로의 축은 b축이다. 그림 1의 곡선들은

b = a와 b = -a+2π에 대칭인 삼각형과 비슷한 모양을

한 닫힌 볼록 곡선(convex closed curve)들로 보이며,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의 그림을 비교해 보아,

-1.3 < k < -1.1인 어떤 에 대하여 두곡선 

K1(a,b) = 0, K2(a,b) = 0

이 접한다는 것(tangential intersection)을 짐작할 수 있

고, 그러한 k가 f (3)를 결정짓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한편 k가 -1에서 -3으로 감소할 때 그림 1의 볼록

곡선들은 줄어들다(shrink)가 마침내는 사라져버린다

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k=-1.2인 경우에 b = -a+2π,

2.5<a<3에서 두 곡선

F1(a,b) = k, F2(a,b) = k

이 접하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이러한 추측은 우리

가 여기서 다루는 함수들이 삼각함수들의 합이기 때

문에 개연성이 있다. 실제로 Mathematica를 이용하여

계산하여보면, 

이므로, 2.5 < a < 3이며

F1(a,−a+2π) = F2(a,−a+2π)

을 만족하는 근사 값 a는 2.6565...임을 알 수 있다. 이

a=2.6565...를 F1(a,−a+2π)에 대입한 값이 우리가 구해

야할 k인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a=2.6565...을 수학적

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한 방법이 위에

서 소개하였던 Recognoze명령어를 사용하여 2.6565...를

대수적인 수로 인식하고, 이 수를 근으로 갖는 가장

작은 차수의 정수계수 다항식을 찾아보는 것이다. 실

제로,

위의 계산으로부터 a=2.6565...일 때, F1(a,−a+2π)은

방정식 3+2x+2x2+2x3=0의 실근임을 추측할 수 있다.

이 방정식은 비교적 간단한 3차 방정식이지만, 아래의

가설 3과 모습을 맞추기 위해 cosa를 근으로 갖는 가

장 작은 차수의 정수계수 다항식을 Recognize명령어

를 통해 다시 찾으면 다음과 같다.

따라서 위의 모든 추측들을 종합하면 아래의 가설을

만들 수 있다.

가설 2 cos a0가 4x3-2x+1=0을 만족하는

a0=2.6565...에 대하여,

K1(a0,−a0+2π) = K2(a0,−a0+2π) = 0

K1(a0, 2a0) = K2(a0, 2a0) = 0

이다. 여기서, k = -1.2040...는 3+2x+2x2+2x3=0의 실근

이다.

위의 가설 2를 CAS의 도움 없이 만들기는 매우 힘

들다. 그러나 좋은 CAS가 보급된 현재에 적절한 CAS

의 이용은 위의 예에서 보듯이 문제해결을 더욱 쉽게

해준다. 한편 위의 가설2는 [3]에서 resultant를 이용하

여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증명되었다. 

또한, 그림 1에서 k = -1.2인 경우에, 곡선들의 접점

들 중의 다른 두개는 각각, 어떤 상수 τ, σ에 대하여

b = τ, b = a + σ위에 놓여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

한 추측을 바탕으로 가설 2를 만들 때와 같은 아이디

어를 사용하여 아래의 가설 3를 만들어 보겠다.

참고로 위의 계산에서 σ(0.970123...)를 표현할 때, σ
의 다항식표현은 아래의

−12−49x+112x2−...+73x14+109x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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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부정확하다. 그러나 cosσ인 경우에는 3차인

다항식 

1−2x2−2x3

으로 간단히 표현되므로 σ대신에 cosσ를 사용한다.

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한 곡선 K1(a,b), K2(a,b)의 내부(interior)는 K1(a,b)

<0, K2(a,b)<0을 만족하는 점 (a,b)들의 집합임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설 3 cosσ와 cosτ가 2x3+2x2−1=0을 만족하는

σ = 0.9701..., τ = 5.3130...에 대하여, 직선 b=τ, b=a+σ

위에 있는 모든 점 (a,b)에서는

K1(a,b)≥0, K2(a,b)≥0

이다. 여기서, k = -1.2040...는 3+2x+2x2+2x3=0의 실근

이다. 

가설 3도 참으로서 [3]에서 중명되어졌다. 위의 두

(증명 되어진) 가설을 이용하여 아래의 정리 4를 증명

할 수 있다[3]. 따라서 

을 얻는다. 

정리 4 만일 k = -1.204094...는 방정식

3+2x+2x2+2x3=0

의 실근이라면, 두 집합

{(a,b)∈[0,2π]2: cos a+cos b+cos(a−b)≤k}

{(a,b)∈[0,2π]2: cos 3a+cos 3b+cos 3(a−b)≤k}

은 법 2π에 대하여 기껏해야 유한개의 점들, 집합에서

등호가 성립하는 점들, (a,b)에서 만난다. 

 3. 라그랑지 승수법을 이용한 방법

이 절에서는 두 곡선이 접하는 점을 알기 위해 라그

랑지 승수법(Lagrage multiplier method)을 이용하기로

한다. 우리가 원하는 두 곡선이 접할 때 구해지기 때문

에 라그랑지 관계

를 고려하며, 아래의 Mathematica code 

에서처럼, 삼각함수를 간단한 모양(예를 들어 cosa를

ca로)으로 바꿔 쓰고, ca
2+sa

2=1등과 같은 잘 알려진 대

수적인 관계를 보강한다. 그 다음에, k만을 제외한 모

든 변수들을 소거하기 위해 Gröbner 기저를 이용한다.

아래 Mathematica code의 이론적 배경은[1] 또는 [2]에

서 찾아질 수 있다. 

값 -1, 1, 3은 문제에서의 극값을 갖는 k가 아님을 쉽

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방정식

3+2k+2k2+2k3=0

의 실근 k = -1.204094...가 f (3)를 결정짓는 상수가 된

다. 따라서 이다.

4. 결 론

2절과 3절에서 다루어진 문제는 평면위의 곡선 

cos a + cos b+cos(a − b) = k

cos 3a + cos 3b+cos 3(a − b) = k

들이 만나는 점 (a, b, k)를 찾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

f 3( ) 2k 3+ 0.769292…=

∇F1 a b,( ) λ∇F2 a b,( )=

f 3( ) 2k 3+ 0.769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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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2절에서는 CAS인 Mathematica를 이용하여 결과를

위한 가설을 세웠고, 3절에서는 라그랑지 승수법과

Gröbner 기저를 이용한 풀이를 제공하였다. 한편 2절

에서 사용한 방법은 다른 문제인 단위원위의 세 벡터

들의 거리들의 곱에 대한 최대최소문제

,

의 풀이에 그대로 적용 된다 (과정 생략). 실제로 이

문제는 서론에서 f (3)를 구하기 위해 행했던 과정을

따르면, 평면위의 곡선들

−sin a + sin b+sin(a − b) = k

−sin 3a + sin 3b+sin 3(a − b) = k

이 만나는 점 (a, b, k)를 찾는 것으로 귀결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문제는 2절에서 소개된 방법을 순서대로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으나 3절에서 소개된 방법의

적용은 매우 어렵다. 여기에 2절에서 소개하였던 방법

의 중요성이 있다. 계산능력이 강한 개인용 컴퓨터와

강한 기호계산(symbolic computation)이 가능한 CAS

가 보급된 오늘날 이들의 수학문제 풀이에 있어 적절

한 활용은 문제해결을 한결 쉽게 해 준다. 실제로 2절

에서 만들어 내었던 가설들은 CAS의 도움 없이 만들

어지기 힘들다. 이 논문에서는 극값의 문제들과 관련

된 f (3), g(3)와 같은 종류에 문제의 풀이에 CAS를 이

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방법은 이

들과 유사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에 그 중요

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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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다음은 <그림 1> 의 Mathematica cod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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