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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상황제시

수학은 인간의 정신에 의해 세워진 구조물이고,
그 구조물의 대상은 오로지
우리 육체 안에만 존재한다.
- 데이비드 힐버트 (David Hilbert, 1862-19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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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력과 호기심
- 함수라는 수학적 상상력이 숨겨진 신비한 그림들
- 마법진에 숨겨진 함수식을 찾아라!

2

응용력
- 우리가 배우는 함수식
- 수학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컴퓨터 프로그램

함수라는 수학적 상상력이 숨겨진
신비한 그림들
애니메이션·영화 속의 마법진은 어떤 모양일까?
애니메이션·영화 속에 주문을 외우는 마법사들 주변에 신비한 마법진이 펼쳐지는 것을
보았던 적이 있을까요? 마치 고대의 상형문자 같기도 하고 새로운 세계로 연결하는 비
밀의 문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미스터리 서클1)
크롭 서클 또는 미스터리
서클이라고도 불리며 곡식

<그랑죠>, 1989-1990

<닥터 스트레인지>, 2016

이 심어진 넓은 대지에 주
로 나타났으며, 일정하게
눕혀진 곡식들이 높은 하

미스터리 서클은 어떤가요? 사각형, 원, 삼각형 등 다양한 도형들의 조화로 이뤄진 문
양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마법진의 모양은 이러한 미스터리한 서클과 유사하여 더운 신
비한 느낌을 줍니다.

늘에서 보았을 때 기하학
적인 도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1946년

영국 남서부 지역 솔즈베
리의 페퍼 복스 힐에서 두
개의 원형 무늬가 처음 나
타났으며 30년 후 1972
년에

영국

워민스터에서

다시 발견되었다. 미스터리
서클에

대해

외계인의

UFO 착륙 흔적설, 정정기
설, 지자기설 등 다양한
주장들이 나타났지만, 아직
설득력 있는 연구 결과는

<허블 망원경이 촬영한 아름다운 우주 (출처 : NASA)>
마법진과 미스터리 서클은 유기적 모양보다는 기하학적인 도형들로 이뤄진 경우가 많
은데 이와 같은 도형은 감각적인 아름다움도 가지고 있지만, 수학적 원리를 가지고 있습
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비한 도형은 어떻게 수학적으로 표현될까요?

나오지 않고 있다. 이후
미스터리

서클은

사람이

의해 만들어진 것도 있어
미스터리 서클이 인위적으
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기도 하였다.

1) PMG 지식엔진연구소.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73036&cid=43667&categoryId=43667 (2020.12.1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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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진에 숨겨진 함수식을 찾아라!
함수란?
두 집합의 대응 관계로 정

다음 보이는 마법진에는 어떤 도형들이 숨겨져 있나요? 우리 함께 숨겨진 도형을 찾아

의역의 한 원소에 공역의 원

그래프를 그려보아요. 또한, 그래프의 함수식을 직접 작성하여 우리가 배운 함수식을 알

소가 단 하나로 대응된다.
함수라는 용어는 라이프니츠

아봅시다.

가 처음 사용하여, 19세기
말에 푸앵카레 등의 많은 학
자에 의해 보편화 되었다,

미술 작품에도 함수가 숨어
있어요!

<그래프>

<마법진의 도형들>

칸딘스키,
<원 속의 원>, 1923

▶ 마법진에 숨겨진 도형의 함수식을 써 보아요.

해당 도형
직선:       
원:         
부등식의 영역 :
     ≤  또는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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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어떤 함수인가요?

우리가 배우는 함수식
고등학교 수학에서 배우는 함수식
1) 일차함수, 이차함수
① 함수식 - 일차함수 :     (단,  는 상수,  ≠ )
- 이차함수 :        (단,   는 상수,  ≠ )

일차함수
일반적으로 함수
  에서

② 예시

    (단,  는 상수,
≠ )와 같이 가 의
일차식으로 나타낼 때, 이
함수를 에 대한
일차함수라고 한다.

   

       

이차함수
일반적으로 함수

2) 유리함수

  에서


① 함수식 :       ≠ 

 
② 예시

      (단,
  는 상수, ≠ )와
같이 가 의 이차식으로
나타낼 때, 이 함수를 에
대한 이차함수라고 한다.

유리함수
함수   에서
가 에 대한 유리식일


    



   


때, 이 함수를 유리함수라고
한다. 특히, 가 에
대한 다항식일 때, 이

3) 무리함수

함수를 다항함수라고 한다.

① 함수식 :   
        ≠  
② 예시
무리함수
함수   에서
가 에 대한 무리식일
때, 이 함수를 무리함수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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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함수

고등학교 수학Ⅰ에서 배우는 함수식

일반적으로 가 이 아닌
양수일 때, 실수 에 대하여
 의 값은 하나로 정해진다.
따라서 에  의 값을
대응시키면

1) 지수함수
① 함수식 :           ≠ 
② 예시

      ≠은
에 대한 함수이다. 이
함수를 을 밑으로 하는
지수함수라고 한다.
로그함수
지수함수    의 역함수
  log    ≠ ,
  을 을 밑으로 하는







로그함수라고 한다.
삼각함수
그림과 같이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인 원 O 위의 점
P  에 대하여 동경



 


 


１

2) 로그함수
① 함수식 :   log            ≠     
② 예시

OP 가 나타내는 일반이 중
하나의 크기를 라 하자.

이때 다음 비의 값  ,


,




 ≠ 



는 의 값과 관계없이 의

  log       

값에 따라 각각 하나씩
결정되므로, 실수 와 위의
비의 값 사이의 대응 관계 

→ ,



 →  , →   ≠ 






  log      

3) 삼각함수
① 함수식 :    sin      ,    cos      ,    tan      
② 예시

는 함수이다.










  sin     

이들 함수를 차례대로
의 사인함수, 코사인함수,


  cos     


탄젠트함수라 하며, 이것을
기호로 각각 sin, cos,
tan와 같이 나타낸다. 이때


sin    , cos    ,






  tan   



tan    ( ≠ )

이다. 이와 같은 함수들을
에 대한 삼각함수라고
한다.

Ÿ

우리가 배우는 함수식을 활용해 어떤 모양들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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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컴퓨터 프로그램
알지오매스(Algeomath)

알지오매스(algeomath)
기능
- 도형 만들기

알지오매스란 교육부에서 한국 과학창의재단, 17개 시·도교육
청과 함께 개발한 수학 프로그램으로 평면도형 입체도형을 시각
적으로 표현하여 이에 맞는 수학식을 보여주기도 하며, 반대로

기본 함수식을 바탕으로 평
면도형을 표현하는 알지오매
스의 기본 기능이다.

수학식을 입력하면 이에 맞는 도형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

- 입체도형 만들기

기도 합니다. 컴퍼스나 자를 사용하지 않고도 정확한 그래프 이

각 도형 원기둥, 구, 다면체

미지와 수식을 구할 수 있으며 무료 사용이 가능해 현재 수학
수업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어요.

등 다양한 입체도형을 만들
수 있으며, 방향 전환 및 확
대 축소, 색상변경을 쉽게
구현할 수 있다. 특히 전개
도를 직접 그리고 접어서 표
현할 수 있는 입체도형을 표
현할 수도 있다.
- 알지오 문서
알지오 도형으로 만든 결과
물을 다양한 활동지로 구성
할 수 있다. 기본 문서 작성
기능과 이미지 영상 등의 삽
입이 가능하다.
- 알지오 모둠

<알지오 도형 웹사이트>

수학 수업 및 학습 모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로
모둠원 간에 자료 공유가 가

사이트 접속(https://www.algeomath.kr) 을 통해 인터넷이 가능하다면 언제 어디서

능하다.

나 사용할 수 있어요.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면 진행했던 작업을 저장하고 불러올 수
있어 사용성이 매우 편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도형 만들기 인터페이스>

상황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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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P (The Geometer's Sketchpad)2)

GSP기능

GSP는 논증기하, 비유클리드기하, 대수, 삼각비, 함수, 미적분

- 다양한 도형 그리기

등 다양한 수학적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수학 프로그램입니다.

함수에 의한 기본 도형을 자

특히 움직일 수 있는 도형과 값을 바꾸는 매개변수를 활용해

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다각형을 한꺼번에 그릴 수

동적 기하, 동적 대수 등 움직임이 있는 수학을 나타낼 수 있

있고 각의 크기를 잴 수 있

어요. 세계적으로 보편화한 수학교육 프로그램이에요.

다. 또한, 도형 변형이 쉽다.
-그림 변화
삽입한 이미지를 대칭, 평행
이동, 닮은 변환, 회전변화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이미
지 역시 드래그하여 가져올
수도 있다.
- 가변 문자열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기능으
로 그린 도형을 클릭하면 글
상자를 넣을 수 있다.
-펜 도구
전자칠판 기능으로 손글씨를
쓸 수 있고, 각 기호, 평행선
표시, 선분 길이 같은 표시
등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함수 그래프
함수의 그래프 또는 자취를

GSP를 사용할 때는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한국어 버전을 따로 사용

변환할 수 있으며, 서로 교

할 수 있어요. 특히 직접 움직이는 도형을 탐구할 수 있어 더욱 흥미로운 수학 수업이

점을 작도할 수 있다. 또한,
매개변수에 따른 함수 모두

될 수 있습니다.

를 한꺼번에 그릴 수 있다.
특히 다양한 점 크기, 선 굵
기 조절이 가능하다.

<도형 탐구 과정: 인터페이스>
2) Key Curriculum Press. The Geometer's Sketchpad. https://sketchpad.keycurriculum.com/ (2020.12.16. 검색)

14 마법의 빛을 밝히는 미스터리 수학자

지오지브라(geogebra)

지오지브라란 지오지브라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누구
나 사용 가능한 오픈소스 수학 프로그램으로 함수식을 입력해

지오지브라(geogebra)
기능
- 평면도형 만들기

평면도형, 입체도형 등을 그릴 수 있는 ‘계산기’ 기능, 그린

함수식을 입력하거나 직접

도형을 공유할 수 있는 ‘자료’ 기능과 실시간 대화를 할 수 있

도형을 좌표평면에 그려 도

는 ‘클래스룸’ 기능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중 ‘계산기’

형을 나타낼 수 있다.

기능은 함수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보여주어 편리하기에 많이
사용됩니다.

- 입체도형 만들기
구, 기둥, 뿔 등 다양한 입체
도형이나 곡면을 나타낼 수
있으며, 원의 자취를 바탕으
로 구를 그려보는 기능 등
이해를 돕기 위한 기능도 탑
재되어 있다.
- 자료
지오지브라로 만든 자료를
공유하거나 저장하는 기능이
다. 다른 사람들이 공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학습할 수
있다.
- 클래스룸
클래스 코드를 입력하여 접
속하면 대화형 수학 도구를

<Ge0 Gebra 수학 웹사이트>

사용하여 실시간 대화를 할
수 있다.

사이트 접속(https://www.geogebra.org/?lang=ko)을 통해 다운로드 받거나 온라인
환경에서 사용 가능해요. 기하, 대수, 스프레드시트, 통계, 미적분, 그래프를 모두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 기능으로 그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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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창의적설계

왜 수는 아름다운가? 이것은 왜 베토벤 9번 교향곡이
아름다운지를 묻는 것과 같다. 당신이 이유를 알 수 없다면,
남들도 말해줄 수 없다. 나는 그저 수가 아름답다는 것을 안다.
그게 아름답지 않다면, 아름다운 것은 세상에 없다.
- 에르되시 팔 (Paul Erdös, 1913-1996) -

3 실험정신
- 알지오매스 활용 방법
- 나만의 마법진 디자인
- 마법진 디자인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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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지오매스 활용 방법
알지오매스 활용의 효과적 학습
알지오매스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학습하는 만큼 배움 나눔 친구를 정하여 모르는 것을

따라 하고 싶은
이미지가 있을 때

물어보고 알려줄 수 있도록 해요! 나의 배움 나눔 친구 이름을 적어주세요!
나의 배움 나눔 친구:

● 이미지 복사

알지오매스 로그인
1) 알지오매스 접속하기
알지오매스는 구글(google) 크롬 전용이므로 크롬에서 접속해요.

검색 → 마우스 우클릭
-→ 이미지 주소 복사

● 이미지 붙여넣기

도형만 들기 → 도구바:

2) 알지오매스 로그인
로그인하지 않아도 ‘도형 만들기’가 가능하나 사이트 로그인 후 사용해야 진행한

점도구

→ 그림넣기

작업을 저장할 수 있다.

그래프에 사진 넣고 싶은
부분 클릭 → URL입력
선택 → URL 주소
붙여넣기

3) 도형 만들기
로그인하지 않아도 ‘도형 만들기’가 가능하나 사이트 로그인 후 사용해야 진행한

● 그림 위치 이동

작업을 저장할 수 있다.

마우스 도구 선택 후 이동

창의적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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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 만들기
1) 원 만들기
수식 입력 방법

①정의역 미설정: 원 만들기 도구 → 그래프에 원의 중심과 원의 반지름이 되는 부분

① 그래프 왼쪽 하단에

클릭

키보드 도구 사용

② 단축키
제곱: shift+키보드 “^”
→ 숫자“2”누르기
루트: shift+키보드 “^”
→ “분자숫자”+“/ ”
+“분모숫자”
곱하기: shift+키보드 “*”
나누기: /

②정의역 설정: 식 기입란에 직접 함수식 입력

접선 만들기
>

수선 만들기
>

2) 직선 만들기
①정의역 설정 필수: 식 기입란에 직접 함수식 입력
선의 시작과 끝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영역 설정 필수

*그 외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등은 함수식
입력을 통해 표현 가능

나의 배움 나눔 친구 칭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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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마법진 디자인

함수식이 있는 나만의 마법진 디자인 계획
우리가 배운 다양한 함수식을 활용해 나만의 새로운 마법진을 디자인해 보아요. 아래
제시된 디자인 조건과 표현 방법에 맞춰 독특한 모양을 가진 마법진을 표현해 볼 수 있
어요.

1) 디자인 조건
ü 다양한 함수식 10개 이상을 활용한 그래프를 그린다.
ü 함수식을 구할 때 ‘알지오매스’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ü 함수식 이외에 선과 점을 추가하거나 삭제하여 조형적으로 더욱 아름다운
마법진을 구성한다.

2) 표현 과정

조명 제작을 위한 마법진 디자인
섬네일(thumbnail)

① 작품계획서에 함수식과 조형적으로 아름다움을 더할
선과 점을 구상하여 섬네일 스케치를 하고

스케치
엄지손톱만 한 크기의 스케
치라는 의미로 다양한 아이
디어를 얻기 위해 작은 크기
로 가볍게 대충 그린 스케치

② 함수식으로 계획할 부분을 알지오매스를 활용해 정확한
함수식을 구한다.

이다. 모양 정도만 파악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이 특
징이다.

③ 작품계획서의 ‘함수식 그래프’란에 함수식과 조형적으로
추가 삭제한 부분을 표현해 마법진 디자인을 완성한다.
(구체적인 표현 방법은 작품계획서 참고)

④ 작품계획서에 작품 설명을 작성한다.

⑤ 기름종이에 완성된 마법진 디자인을 네임펜으로 따라
그린다.

Ÿ

마법진 디자인에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이미지를 찾아볼까요?

창의적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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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기하학무늬! 다양한 도형 응용!
우리나라의 전통춤의3)

1) 디자인과 기하학
디자인에서 다양하게 사용하는 수많은 무늬와 디자인 스타일 중 단연 한 가지를 뽑으라
고 하면 기하학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하학(geometry)은 무엇일까요? 기하학은 이미
고대 문명에서 시작되어 토지측량을 위해 도형을 연구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어요. 토지를
측량하면서 선과 면 도형 등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와 같은 기하학적 대상의 모양과 크
기, 상대적인 위치, 공간의 성질을 연구하면서 기하학은 수학의 한 갈래가 되었지요. 이

우리나라의 전통 무늬에서
도 다양한 기하학적 무늬를

와 같은 기하학 속에서 황금 비례, 루트비례와 같은 도형의 아름다운 조형적 수가 나타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창호

나게 되었고, 선, 원, 사각, 삼각 등은 디자인을 이루는 기본 요소와 역할을 하게 되었어

와 단청에서 발견할 수 있으

요. 특히 현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단순하고 깔끔한 선과 도형은 인테리어와 건축에 활용

며, 대표적으로 원문, 뇌문,

되면서 삶의 편리성을 가져다주었고, 제품 디자인에도 대량생산을 위한 규격화된 형태,

삼각형문, 만자문이 있다. 우
리나라의 전통 무늬에는 조

기하학적 반복된 무늬를 통해 구조적·조형적 쓰임새를 갖게 하였어요.

형적 특징 이외에 각 형에
의미를 부여하였는데, 원문에
는 태양의 상징을, 뇌문에는
번개로 만들을 길러주는 상
징을, 삼각형문은 매미를 형
상화하여 영혼 불멸의 의미
를, 만자문은 길상을 의미한
다.

<원문>

르꼬르뷔지에, <빌라사부아>, 1928-1931,

<기하학적 패턴 디자인>

기하학적 형을 통해 실용성을 높인 건축
<뇌문>

<만자문>

다양한 무늬와 기하학적 패턴을 활용해 디자인하고 싶은 마법진을

완성할 구체적 디자인을

낙서하듯 섬네일 스케치로 그려봅시다.

스케치해 봅시다.

3) 강민기 외 (2006), 한국미술 문화의 이해, 예경, p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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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진 디자인 계획안
학년

반

번호

이름:

세부 내용

조건

- 구상한 마법진의 모양에 따라 함수식으로 표현할 부분과 조형적으로 추가 삭제할 부분을 구분하여 디자인
작품
계획서

을 계획한다.
- 알지오매스를 활용해 함수식의 모양을 정확하게 계획한다.

표현

①함수식은 검은색 펜, 조형적으로 추가한 선과 점은 빨간색 펜으로 구분하여 함수 그래프에 마법진 디자인

과정

완성한다. (함수식 삭제는 하나의 식 전체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지운 것으로 한다.)
②함수식의 특성과 조형적 특성을 살려 작품을 설명하고 ③디자인 과정에서 궁금하거나 어려운 부분을 작성한다.
함수식 작성

6

(해당 그래프에 번호를 매겨 수식을 작성하세요.)
5

1.

4

①
함수식

-6

-5

-4

-3

-2

3

2.

2

3.

1

4.

-1

1

2

그래프

3

4

5

6

5.

-1

6.
-2

7.
-3

-4

8.

-5

9.

-6

10.

*함수식의 특성<함수 관련 용어 5개 이상 활용>

*조형 특성<조형 요소와 원리 용어 5개 이상 활용>

ex) 각 함수의 명칭, 접선, 정의역 부분에서 연속, 상수 등

ex) 점, 선, 면, 형, 통일, 변화, 균형, 조화, 리듬, 비례 등

②
작품
설명

③
디자인
중
궁금하고
어려운점

창의적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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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차시

감성적체험

디자인이란?
단순히 그것을 어떻게 보이고, 느껴지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기능하느냐이다.
- 스티브 잡스 (Steve Jobs, 1955-2011) -

4

아이디어에 대한 인내심
- 신비한 조명 속 마법진의 비밀
- 마법진 조명 만들기

5

태도 함양
- 나의 신비한 마법진 조명 소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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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한 조명 속 마법진의 비밀
마법진 표현: 아크릴 조명
마법진 조명은 아크릴판에 LED 조명을 투과시켜 빛을 발하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
어요. 아크릴은 투명한 합성수지로 날카로운 재료를 활용해 무늬를 내거나 자를 수 있
습니다. 투명한 아크릴판에 날카로운 재료로 긁어 무늬를 표현하면 밝은 곳에서는 무늬
모양의 자세히 보이지 않지만, 어두운 곳에서 아크릴판의 모서리에 빛을 비추면 스크래

아크릴 조명 빛의 효과
LED 조명 빛은 아크릴판의
투명한 부분은 투과가 되고
스크레치를 낸 곳만 빛이 모
이게 된다. 투명한 아크릴판

치를 낸 무늬에 빛이 모여 무늬의 자세한 모양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마치 어둠 속 공중

에 무늬나 문구를 넣거나 다

에 떠 있는 마법진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지요!

른 칼라의 인쇄본을 붙이고
색을 칠하면 그 부분에만 빛
이 발산하게 되는 것이다.
LED컬러에 따라서도 빛의 색
을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다.
따라서 마법사의 마법진이
공중에서 빛을 발산하는 효
과와 같이 신비감을 나타낼
수 있다.

재료 소개

아크릴판

LED무드등 받침대(USB 5핀 전원 공급)

스크래치 재료: 송곳, 아크릴 칼, 전동 조각판, 커터칼

투명 테이프

감성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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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진 조명 만들기
스크래치 재료의 활용성

마법진 조명 제작 방법

송곳: 둥근 기둥 형태로 하
단으로 갈수록 뾰족한 구조
를 갖고 있다. 특정한 방향
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어느

작품계획서에서 디자인한 마법진의 모양에 맞춰 실제 사용 가능한 아크릴 조명등을
만들어 보아요.

방향으로 긁어도 사용이 용
이하며, 종이나 플라스틱 구
멍을 뚫을 수 있다.

1

아크릴판의 한 면만 투명 보호지를 떼어낸다.
* 아크릴판의 반대편 투명 보호지는 작품이 완성될 때
까지 떼어내지 않는다.

아크릴 칼: 아크릴 전용 재
단 칼로 커터칼과 같이 넓은
면의 사선형 날을 가지고 있
다. 커터칼보다 두꺼워 아크
릴판을 자를 때 용이하다.

2

작품계획서를 대고 따라 그린 기름종이를 투
명 보호지는 떼어낸 아크릴판 면에 붙여준다.

전동 조각판: 송곳, 아크릴
칼, 커터칼은 손에 상당한
힘을 주고 스크래치를 내야
하지만 전동 조각 펜을 강한

3

진동을 주어 쉽게 스크래치

송곳, 아크릴 칼, 전동조각 펜, 커터칼 등을
활용해 무늬에 맞춰 스크래치를 내준다.

를 낼 수 있다. 하지만 펜이
두껍고, 진동의 흔들림 때문

* 아크릴판에까지 스크래치가 나타날 수 있도록 깊게 무

에 학습용 전동 조각 펜은

늬를 내주는 것이 중요하다.

깨끗한 선을 내는 데 어려움
이 있다.

4
커터칼: 얇고 가는 직선의

기름종이를 떼어낸 후 아크릴판의 무늬가
더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스크래치를 강

스크래치 선을 낼 때 용이하

하게 내준다.

며 강한 힘을 주면 칼날이 불
러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
다.

5
● 제작 팁

조명을 조립하여 완성한다.

원형이 아닌 직선일 경우
송곳과 망치를 이용해
직선의 시작과 끝에 점을
찍어주면 기름종이를
떼어내어 보다 깔끔한
스크래치 선을 표현할 수
있다.

Ÿ

마법진 조명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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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신비한 마법진 조명 소개하기
마법진 디자인이 적용된 아크릴 조명을 친구들 앞에서 소개해 봅시다. 어떤 함수식
을 사용하여 조형적으로 아름다운 마법진을 표현하였나요? 자신의 디자인의 특징, 학
습 과정에서 배우고 느낀 점 등을 분리해서 작성하면 효과적이고 논리적인 발표가 될
수 있어요.
1) 발표 내용
마법진 디자인
특징
(작품계획서 활용)

배우고 느낀 점
활동 시
어려웠던 점과
극복 방법
활동 이후
달라진 점

2) 자신이 생각하는 마법진 조명 표현의 목표달성 여부를 생각해 보고 목표에 따른
부족한 부분, 우수한 부분을 정리해 봅시다.

평가 요소
①

부족한 부분

목표달성 여부

우수한 점

수학, 수학Ⅰ의 함
수를 활용하여 알
지오매스로 표현하
였는가?

함수식을 활용해
② 아름다운 마법진을
디자인하였는가?
조명

제작과정의

도구 사용 및 표현
③
이 아름답게 표현

④

되었는가?
학습 과정에서 주
어진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노력하
였는가?

감성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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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신이 생각하는 평가 요소에 맞춰 체크 한 후 다른 친구들의 완성된 마법진 조명을
평가하도록 합니다.
발표한

평가

친구

요소

부족

목표
달성

우수

종합 평가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Ÿ

나의 작품을 논리적이고 효과적으로 발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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