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 산책
지오지브라를 활용한 복소함수(6)

최경식 (한국교원대학교 융합교육연구소)
1. 도메인 컬러링(Domain Coloring)
복소함수    →  를 시각화할 때 Phase
Portrait를 사용할 수 있다. 편각에 따라 복소수에
색상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림과 같이 양수는 빨간
색, 음수는 청록색으로 0이 아닌 허수부분에 대하
여 색상이 지정된다. 다음 그림의 경우에는
   의 경우를 보여준다.

모듈러스에 의한 Contour

향상된 Phase Portrait를 사용하면 복소함수
 의 근과 극을 모든 색상이 만나는 지점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의 경우

다음 두 그림은     에 대한 Phase Portrait
로서 contour를 사용한 것이다.
 

에 근이 있는 경우

 

에 극이 있는 경우

Phase에 의한 Cont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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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소함수

 
   

  

인 경우를 생각해보

   

자. 이 경우 근은 이며 극은 
,

   

의 2개이다.


다음 그림은 등위선이 나타난 Portrait이다. 근과
극 주변의 등위선의 나타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슬라이더 도구로 슬라이더 a를 만든다.
② 셋업 버튼에 다음 스크립트를 입력한다. 이때
# 이후 부분은 주석이다.


   

  

의 portrait

2. 도메인 컬러링을 위한 스크립트
이 절에서는 지오지브라 스크립트를 이용하여
도메인 컬러링을 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① 버튼 도구를 선택한다.

캡션에 “설정”이라고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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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V 색상 표현
H(x, y) = (π -atan2(y,-x)) / (2π)
S(x, y) = 1 / 3 (18(π - atan2(y,-x)) / (2π) floor(18(π - atan2(y,-x)) / (2π))) + 0.7
V(x, y) = log(1.5, sqrt(x^2 + y^2) 5) / 5 floor(log(1.5, sqrt(x^2 + y^2) 5)) / 5 + 0.8
#A의 초깃값 / n의 초깃값 / A1의 값
A = a + ί*(-2)
n = 200
A1 = 1

#A열에 1부터 n까지 나열함
Execute(Sequence("A"+i+" = A"+(i-1)+"+1", i, 2, n))
#B열에 점 A로부터 길이가 1만큼 y축에 평행하도록
점 n개를 나열함
Execute(Sequence("B"+i+" = x(A) + ί * (y(A) +
A"+i+" *4 / n)", i, 1,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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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열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음
#B열의 점 사이즈를 1로 함
#B열의 자취 보이기를 활성화함
Execute(Sequence("ShowLabel(B"+i+", false)", i, 1, n))
Execute(Sequence("SetPointSize(B"+i+", 1)", i, 1, n))
Execute(Sequence("SetTrace(B"+i+", true)", i, 1,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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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스프레드시트 창을 열고 B열을 선택하여 대상
속성을 연다. 고급 탭에서 HSV를 선택한다. 그림
과 같이 한다.

#복소함수 (z-1)(z^2+z+1)의 값을 대입함
Execute(Sequence("C"+i+" =
(B"+i+"-1)/(B"+i+"^2+B"+i+"+1)", i, 1, n))
Execute(Sequence("SetVisibleInView(C"+i+", 1,
false)", i, 1, n))
#D열은 H, E열은 S, F열은 V
Execute(Sequence("D"+i+" = H(x(C"+i+"),
y(C"+i+"))", i, 1, n))
Execute(Sequence("E"+i+" = S(x(C"+i+"),
y(C"+i+"))", i, 1, n))
Execute(Sequence("F"+i+" = V(x(C"+i+"),
y(C"+i+"))", i, 1, n))
#동적색상설정 명령으로 B열의 점의 색상을 설정함
Execute(Sequence("SetDynamicColor(B"+i+",
D"+i+", 1, E"+i+" F"+i+" )", i, 1, n))

④ 설정 버튼을 다시 클릭한다.
⑤ 슬라이더 a에 대하여 “애니메이션 실행”을 설정
하면 그림과 같이 도메인 컬러링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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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메인 컬러링 예제
다음 부분을 주어진 함수에 따라 수정할 것이다.

#복소함수 (z-1)(z^2+z+1)의 값을 대입함
Execute(Sequence("C"+i+" =
(B"+i+"-1)/(B"+i+"^2+B"+i+"+1)", i, 1, n))

 
③    
  


실행(수열("C"+i+" = (B" + i + " -1) / (B" + i +
"^2 + B" + i + "+ 1)", i, 1, n))

①    

실행(수열("C"+i+" = B"+i, i, 1, n))

6. 결론

②    

실행(수열("C"+i+" = 1 / B"+i, i, 1,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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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서는 지오지브라 스크립트를 이용하여
도메인 컬러링(Domain Coloring)을 시도하였다. 지
오지브라에서 도메인 컬러링을 아직 지원하지는
않아서 지오지브라 스크립트를 실행해야만 했다.
도메인 컬러링의 방법에 의하여 근이나 극을 쉽
게 시각적으로 판별할 수 있었다. 이번 호의 내용
은 조금 복잡하지만 앞으로 좀 더 간결한 방법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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