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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소개

⚫ 연구주제

수학적문제해결중심의
탐구 ∙ 협력형교수학습자료개발

⚫ 회원구성 중학교수학교사5명

“수학적 문제해결(mathematical problem solving)”이란
-제시된문제를수학적사고와수학적활동을통하여해결하는과정



내용자료개발 내용

* 1학년자유학년수업자료 개발
-학생참여수업을위한체험형자료개발

-개발된주제로수업적용방법에주안점

- 실제수업적용후회원간피드백, 학생산출물중점

* 3학년탐구활동자료개발
-수학적지식과사고력을통합한탐구활동중심자료

-자기주도적으로활동하여문제를해결하는데주안점

-실제수업적용후회원간피드백, 학생산출물중점



내용활동 목적

▪ 수학실험을통하여상호지지구조를이해하기

▪ 지오밴드를이용하여상호지지구조물다빈치구만들기

▪ 상호지지구조의수학적원리설명하기

☞ 다빈치의상호지지구조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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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 실험
세 개의 종이컵 가운데에 종이컵 한 개를 띄울 수 있을까?

- 막대는 3개 사용 가능
- 종이컵 간의 거리는 막대 1개보다 멀어야함



3개이상의부재를서로순환구조로연결하여서로지지하도록조립하여

기둥없이자체지지되는입체구조 (다리, 지붕, 돔)

상호지지구조란?

▲인디언천막 ▲상호지지구조 지붕 ▲지오데식 돔 건축물▲다빈치 다리



상호지지구조

부재가서로지지하며효과적으로힘을분산하여

무거운무게도효과적으로튼튼하게견뎌낼수있음



상호지지구조

✓ 상호지지구조는부재와접합 방식의변수에따라다양한형태가있음
• 부재변수: 부재의개수, 부재의두께, 부재의길이등

• 접합변수: 회전방향, 접합각도, 접합위치등



상호지지구조패턴



상호지지구조패턴



상호지지구조패턴

삼각패턴 사각패턴 오각패턴



친구와함께만들어보는상호지지구조



상호지지구조패턴

삼각패턴으로복합패턴만들기



레오나르도 다 빈치
상호지지구조 중 하나인 다빈치 다리 속에 담긴 이야기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천재적 미술가·과학자·기술자·사상가

조각·건축·토목·수학·과학·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 함

<최후의 만찬>, <모나리자>, <동굴의 성모> 같은
불후의 명작을 남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상호지지구조 형태의 창의적이고

독특한공법의다리를고안하였다. 그가고안한공법은시

대를 300년이나 앞선 것으로 다리 건설을 후원해줄 후원

자를 찾던 다빈치는 창조적인 건축물에 관심이 많은 것으

로 알려진 오트만제국의 술탄 바예지트2세를 설득하려

하였다. 그러나 술탄은 다빈치의 디자인을 보고 황당하다

며 거절했고 다빈치가 술탄에게 보낸 편지와 설계도만 남

았습니다.



⚫ 다빈치의노트에는그가상호지지구조를연구했던흔적이남아있음



높이와상관없이모든배가지나갈수
있도록회전이되게설계한흔들다리

전쟁중다리가없는강을건널때 , 일정한길이
와막대만으로쉽게만들수있는다리
다리를만들어모두건넌후다리를무너뜨려
다른군대가강을건널수없게도할수있었음





다빈치다리상호지지구조



⚫상호지지구조물 _ 다빈치돔

☞ 천재적인예술가이자발명가인레오나르도다빈치(Leonardo da Vinci디자인한‘돔’

☞ 똑같이생긴나무막대만엮어서만들수있는돔을스케치한것



⚫다빈치돔의조립규칙 ☞ 위–아래 –아래-위

❶ ❷ ❸ ❹ ❶

❹

1. 모든막대는다른막대4개와연결해야된다

2. 바깥쪽연결지점 (1번째, 4번째)은다른막대의 안쪽연결지점(2번째, 3번째)과연결

3. 두막대가만나면바깥쪽연결지점 (1번째, 4번째) 이항상위로간다.



⚫다빈치돔의패턴

1. 모든막대는다른막대4개와연결해야된다

2. 바깥쪽연결지점 (1번째, 4번째)은다른막대의 안쪽연결지점(2번째, 3번째)과연결

3. 두막대가만나면바깥쪽연결지점 (1번째, 4번째) 이항상위로간다.



⚫상호지지구조물 _ 다빈치구

다빈치구 (2단계) 지오밴드로만든
3단계다빈치구

나무밴드로만든
2단계다빈치구



⚫ 1단계다빈치구



⚫ 2단계다빈치구

2단계다빈치 구
(지오밴드 120개, 연결버튼 240개)



⚫ 3단계다빈치구

지오밴드로만든
3단계다빈치구



⚫ 4단계다빈치구



지오밴드

지오밴드를 이용한 1단계 다빈치 구 만들기



⚫1단계다빈치구의입체

정이십면체 십이이십면체



⚫다빈치구의입체탐구

✓ 십이이십면체의 면, 꼭지점, 모서리의 개수 구하기



지오밴드를이용한 1단계다빈치구만들기순서



지오밴드로 다빈치 구 만들기영상



즐거움이 있어야, 진정한 수학이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