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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수학을 공부할 수 있는 지오지브라의 활용 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원 및 원기둥 등 도형

의 면적 계산 개념을 제안한 아르키메데스의 사고를 지오지브라를 활용하여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자

료를 통해 학생들은 도형의 면적을 구하는 공식을 암기하기 않고 스스로 이해하면서 아르키메데스가 제안한 불가불량의 개념을 

통해 다양한 도형의 면적과 체적을 구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 머릿속으로 사고

하기 어려운 내용을 컴퓨터라는 도구를 활용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키워드: GeoGebra, geometrical figure

I. 서론

수학에서 도형의 면적이나 부피를 다루는 개념은 중학교에 집중적

으로 제시된다. 교과서에서는 주로 구체물을 통한 실험이나 공식을 

암기하여 주어진 문제를 푸는 수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공식이 나왔는지 추론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입체 도형의 부피와 겉넓이를 최초로 

구한 학자는 고대 그리스의 아르키메데스이다. 그는 <구와 원기둥에 

대하여>, 그리고 <Method>라는 책을 통해 원뿔로부터 구의 부피와 

겉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의 이러한 사고는 지레의 

원리 등으로 확장되어 자연현상의 다양한 결과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학적 사고의 기틀을 제안하였다. 

II. 관련 연구

1. 현행 교과서에 제시된 방법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수학 교과서에서는 일반적으로 다면체의 

경우에는 각 면들이 모두 평면다각형이므로 평면 전개도를 가지고 

구한다. 원기둥이나 원뿔의 경우에는 옆면이 곡면이지만 평면전개도

가 존재하므로 평면도형의 넓이로 그 겉넓이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구의 경우에는 평면전개도로 구할 수 없다. 그래서 암기하거나 실험으

로 구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 그러다보니 구의 부피와 겉넓이를 구하는 

문제에 대하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8.7%만이 올바른 답을 

적었다.[1]
아르키메데스는 구의 겉넓이가 구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단면 넓이

의 4배라는 것, 구를 평면으로 잘라 얻은 임의의 조각의 겉넓이는 

그 조각의 꼭지점에서 그 조작의 밑면을 이루는 원의 가장자리까지 

이르는 선분을 그 반지름으로 하는 원의 넓이와 같다는 것, 그리고 

구의 대원을 밑면으로 하고 구의 지름을 높이로 하는 원기둥의 부피는 

그 구의 부피의 3/2배이고 겉넓이도 그 구의 겉넓이의 3/2배라는 

것 등을 깨달았다.[2] 그러나 이러한 깨달음을 학생들이 하기에는 

사고가 매우 복잡하다. 학생들의 사고의 확장을 위해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지오지브라를 활용하면 이러한 개념을 보다 쉽게 학생들이 

사고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지오지브라를 활용한 원의 면적 구하는 수업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주제선택 활동으로 사용가능한 

컴퓨터 활용 수학의 수업을 개발하였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지오지브

라를 경험함으로써 학생들은 수학적 사고의 확장을 경험할 수 있으며, 
보다 쉽게 수학의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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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수학을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도구의 활용이 

필요하며, 특히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다양한 수학적 도구의 

활용은 매우 필요하다. 학생들이 원뿔, 구의 부피 구하는 원리를 

지오지브라를 활용하여 터득한다면 학생들의 창의성과 문제해결력이 

신장될 것이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앞으로 지오지브라를 활용한 도형 수업이 

학생들의 사고력 향상에 어떤 도움을 주는 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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