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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디 프레임을 활용한 델타다면체 탐구

이 성 현 (울산과학고등학교)

정 인 철 (고려대학교)

1. 들어가는 글

다면체란 여러 개의 면으로 이루어진 입체도형을 말한다. 그 중에서, 모든 면이 서로 합동인 정다

각형이고 각 꼭짓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모두 같은 다면체를 정다면체라고 한다. 실제로 정다면체는

정삼각형으로만 만들어지는 정사면체, 정팔면체, 정이십면체와 정사각형으로만 만들어지는 정육면체,

정오각형으로만 만들어지는 정십이면체의 다섯 종류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  인 모든  에

대하여 정  각형으로만 만들어지는 다면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정사각

형이나 정오각형으로 만들어지는 정다면체는 각각 정육면체와 정십이면체뿐이다. 하지만, 정삼각형으

로 만들어지는 정다면체는 한 꼭짓점에 3개의 정삼각형이 모여 만들어지는 정사면체, 한 꼭짓점에 4

개의 정삼각형이 모여 만들어지는 정팔면체 그리고 한 꼭짓점에 5개의 정삼각형이 모여 만들어지는

정이십면체의 정다면체가 있다.

여기서, 정다면체가 되기 위한 조건을 달리하여 모든 면이 서로 합동인 정삼각형이고 각 꼭짓점에

모인 면의 개수는 달라도 되는 볼록한 다면체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볼록다면체는 삼각형 모

양으로 생긴 문자  (delta)의 이름을 따서 델타다면체(Deltahedron)라고 한다.

포디 프레임이라는 교구로 델타다면체를 직접 만들어 보는 구체적 활동과 탐구활동을 해 봄으로

써 학생 스스로 델타다면체의 개념을 이해하고 수학적 지식을 구성해 가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

이다. 학생 스스로 활동의 결과를 확인하고 논리적 추론을 통해 수학적 사실을 정리, 추측, 발견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델타다면체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모둠별

학습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고 다른 모둠의 결과와 비교하는 과정에서 수학적으로 의사소통

하고 수학적으로 추론하는 능력을 키우는 활동이 될 것이다.

2. 포디 프레임을 활용한 델타다면체 탐구 수업

포디 프레임을 활용한 델타다면체 탐구 수업은 초등학교 6학년 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적용할 수

있으며 관련 정규교육 과정은 초등학교 6학년 2학기에 배우는 입체도형 단원과 중학교 1학년 2학기

에서 다루는 입체도형의 성질과 관련이 있다. 수업 소요시간은 90분 정도이며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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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는 있을 것이다. 3-4명의 학생들을 모둠으로 하는 모둠별 수업을 진행하면서 모둠원과의 의사소

통 능력이나 수학적 사실을 정리해 보면 보다 활기찬 수업 활동이 될 것이다. 교사는 다양한 방법으

로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 해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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