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지오매스� 기반� 탐구․협력형� 수학� 교수‧학습자료� 개발�

김� � � 준� � � 현

� � � � (동점초등학교)

1.� 연구목표� 및� 중점� 추진내용

� 가.� 알지오매스� 기반� 탐구․협력형� 수학� 교수‧학습자료� 개발� 연구� 배경

� � � □� 코로나19로� 온 - 오프라인� 수업� 병행되며� 비대면‧비접촉� 교육이� 실시되어� 학생의� 수학적� �

� � � � � � 사고력을� 길러줄� 탐구‧협력형� 수학활동� 운영이� 어려움

� � � □� 기존의� 수학적� 사고력을� 길러주던� 탐구·협력형� 수업은� 대면‧오프라인� 기반으로� 운영되어

� � � � � � 온라인수업� 기반� 탐구‧협력형� 수학수업� 사례가� 부족함

� 나.� 알지오매스� 기반� 탐구‧협력형� 수학� 교수‧학습자료� 개발� 연구� 방향� 및� 목적

� � � □� 온라인� 기반� 수학� 실험� 탐구용� 학습도구인� 알지오매스를� 사용하여� 비대면‧비접촉� 수업으로도�

� � � � � � 수학적� 사고력을� 길러줄� 수� 있는� 교수‧학습자료� 개발

� � � □� 온라인� 수업기반� 탐구‧협력형� 수학수업사례를� 제시하여�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력� 향상

� � � □� 학생의� 학습몰입시간과� 참여기회를� 높일� 수� 있는� 학생참여중심� 수학활동� 교수·학습자료� 개발

� � � □� 알지오매스로� 다양한� 주제의� 수학수업� 활동이� 가능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

2.� 개발� 연구자료� 개요

스토리텔링 자료 사고력 신장활동 알지오매스 활동 모둠 공유활동

·헨젤과 그레텔 
동화 도입
·정육면체 모양
의 무너진 집이 
전개도로 펼쳐짐
·전개도 완성 
방법을 질문

➭

·정육면체의 전
개도 이해와 조작
·전개도를 이하
기이 위한 향상을 
위한 조작활동과 
활동지 투입

➭

·입체도형 만들기 
활용 입체도형의 
전개도 만드는 방
법 학습
·알지오매스의 기
능을  활용하여 학
생의 탐구·협력 활
동을 통해 수학적 사고
력 신장

➭

·알지오매스 모

둠활동 으로 학생 

협력 촉진

·활동 결과 공유 

및 피드백 

1차시 1차시 2차시 3차시

<표1> 주제1의 교수학습 자료 제작의 실제

스토리텔링 자료 사고력 신장활동 알지오매스 활동 모둠 공유활동

·프렉탈 나라로
  동화 도입
·주제1의 스토리
  텔링을 배경으로 
  학습 문제 제시

➭

·길이, 각도, 도형의 
  형태 속에서 
  규칙성 찾기
·심화활동
 -프렉탈 체험하기

➭

·규칙성을 찾고 
알지오매스로 표현
하기
 -도형그리기, 블럭코딩
·알지오매스의 기
능을  활용하여 학
생의 탐구·협력 활
동을 통해 수학적 사고
력 신장

➭

·알지오매스 모

둠활동 으로 학생 

협력 촉진

·활동 결과 공유 

및 피드백 

1차시 1차시 2차시 3차시

<표1> 주제2의 교수학습 자료 제작의 실제



3.� 개발자료� 소개
� 가.� 교수학습지도안

스토리텔링을� 이용한� 수학과제제시
학습단계에� 따른� 코니터링� 장면과� 피드백�

예시� 제공

� 나.� 수업진행� 자료(차시별� 동영상� 삽입)

차시별� 학습활동� 알지오매스� 활용� 영상� 제공

� 다.� 수업진행� 자료

스토리텔링� 동기유발 학습활동(개인) 수학� 지식� 및� 개념� 적용
학습활동(탐구협력형)



3.� 알지오매스를� 도형영역� 수업� 실습�

크롬� 검색창에� 알지오매스� 입력

알지오매스� 클릭

입체도형� 만들기� 클릭



입체도형� 만들기� 초기� 화면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시점� 조절� 가능

좌측� 메뉴� -� 쌓기나무� 클릭

그리드(평면)위� 원하는� 장소에� 임의의� 정육면체� 그리기
(예제에서는� 가로×세로×높이� 2cm� /� 격자� 한칸의� 길이를� 1cm라� 가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용하여� 다양한� 시점에서� 정육면체� 관찰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시점(위에서� 내려다보기)
마우스휩� -� 회전� 그리드� 크기� 조정(한눈에� 관찰하기� 편한� 위치로� 변경)

환경설정� 메뉴� 클릭 보이기� � 축� 클릭



좌측메뉴� -� 다각형� 클릭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

정육면체의� 한면� 그리기

최초로� 생성된� 점� 마지막으로� 클릭

면이� 생성됨

정육면체의� 임의의� 전개도� 그리기(면과� 면은� 반드시� 연결할� 것)



좌측메뉴� -� 전개도

밑면� 선택후� 클릭� � 밑면으로� 선택된� 면은�

색상이� 변경됨

(밑면:� 바닥과� 붙어� 있는� 면)

밑면� 선택� 후� 전개도� 색상� 및� 기능� 변경

주황색� 면은� 조작이� 가능
전개도를� 입체도형으로� 접은� 후�

최초� 도형과� 비교



알지오매스를� 규칙성� 영역� 수업� 실습� 방법

알지오매스� 메인화면� � 도형만들기

규칙성� 관찰

규칙성� 관찰



규칙성� 발견(패턴인식)

거북이� 생성

▼

▼

▼

▼

▼

⦙
규칙성� 표현(알고리즘으로� 표현)

블록코딩으로� 규칙성� 표현하고�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