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지오매스(AIgeoMath)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이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개발해서 무료로 보급하는 초·중·고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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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지오매스
시작하기

가. 이용환경 및 지원 브라우저 안내
알지오매스는 별도의 설치 없이 이용 가능한 웹기반 서비스입니다. 알지오매
스는 최신 웹 브라우저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크롬 브라우저 이용을
권장합니다.)

크롬 설치 및 알지오매스 실행 방법
① 크롬검색
① 포털사이트 검색창에‘크롬’검색

가. 알지오매스란?
알지오매스(AlgeoMath)는 대수(Algebra)부터 기하(Geometry)까지의 모든 수학
(Mathematics)을 다루는 소프트웨어라는 의미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이 교육부, 17개 시도
교육청과 함께 개발해서 무료로 보급하는 초·중·고 수학 실험탐구용 소프트웨어입니다.
② ‘CHROME(크롬) 다운로드’클릭

나. 개발 목적
실험·탐구가 가능한 도형 학습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수학 수업에서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재미있는 수학교육 실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 개발 방향
1. 초·중·고 학생 누구나 쉽게 사용
2. 우리나라 수학과 교육과정에 최적화
3. 소통과 사고력 기반 수학적 실험·탐구 지원
4. 개발소스를 오픈하여 지속적인 확장기반 마련
5. 클라우드 서버를 활용한 온라인 공유 플랫폼

③ ‘동의 및 설치’클릭

라. 웹페이지 주소(URL)
http://algeomath.kr (최신 웹브라우저 환경에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 7월 1일부터 중학교 수학과 교육과정 중심으로 공개 시범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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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자동설치 완료

나. 회원가입하기

➊ 알지오매스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이미 사용 중인 소셜 계정으로 간편하
게 회원가입 할 수 있습니다.(페이스
북, 구글플러스, 네이버, 카카오 지원)

⑤ 설치 완료 후 바탕화면에 크롬 아이콘 더블클릭

➋ 소셜 계정이 없다면 이메일만으로도
간단하게 회원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➌ 반드시 약관을 읽고, 동의해주세요.
➍ 이메일로 가입하실 경우 해당 이메
일 주소로 보내드린 인증메일을 확
인해야 가입이 완료됩니다.

⑥ 주소창에 algeomath.kr 입력 후 엔터

다. 로그인하기

⑦ 알지오매스를 즐겨보세요!

➊ 이미 사용 중인 소셜 계정으로 간편하
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페이스북,
구글플러스, 네이버, 카카오 지원)
➋ 회원가입 한 이메일주소와 비밀번호
로 로그인합니다.
➌ 비밀번호를 잊으셨나요? 가입하신
이메일로 새로운 비밀번호를 보내드
립니다.

※ 참고 : 크롬 다운로드 링크 https://www.google.co.kr/chrome/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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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지오매스는 알지오도형, 알지오문서,
알지오모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지오매스
기본 구성

가. 알지오도형
도형을 창의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공학 도구로 도형 작도, 대수 표현, 블록 코딩
이 가능한 학습용 프로그램입니다.

나. 알지오문서
알지오도형으로 만든 결과물이 포함된 교수·학습 콘텐츠로 수학적 실험 탐구가 가능한 활동
지를 만들 수 있는 문서 작성 도구입니다.

1) 도형 그리기 기능
- 점, 선, 원, 다각형 등 그리기 기능 제공
- 그리기 아이콘 설명과 예시 제공

2) 도형 편집 기능
- 도형 선택, 이동, 삭제
- 도형 스타일 설정 가능(크기, 색상, 종류)

1) 문서 작성 및 편집 기능
- 제목, 내용(텍스트, 수식) 등 작성 도구 제공
- 문서 형식 편집 기능 제공

2) 알지오도형 업로드 기능
- 알지오도형을 기존에 설정한 형태 그대로
업로드하고 활동지 내에서 조작 가능

3) 좌표 공간 설정 기능
- 좌표축 설정 기능(줌인/아웃, 그리드 설정)
- 공간 스타일 설정 기능

4) 대수와 도형 연동 기능
- 도형 생성 시 자동으로 대수식 생성
- 도형 이동, 변환 시 실시간 값의 변동

3) 동영상, 이미지 탑재 기능
- 활동지에서 바로 플레이 되는 학습 영상 및
교재 이미지 등 삽입 가능

4) 문제출제 기능(개발 예정)
- 객관식이나 주관식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제출된 답안에 대한 피드백 가능

5) 측정 도구 기능
- 도형에 대한 각도, 길이, 면적 측정 가능

6) 도형 꾸미기 기능
- 점선, 길이, 각 표시, 평행 표시 가능

[알지오도형 화면]
7

[알지오문서 화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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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지오매스
기본 구성

다. 알지오모둠
학생, 교사 누구나 개설할 수 있는 학습 커뮤니티로 알지오도형이나 알지오문서로 생성한
자료는 물론 관련된 학습 자료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4

알지오도형
주요 기능

[알지오 도형 구성]

가. 기하 도구
1) 선택도구 모음 : 도형 요소 객체를 선택하는 도구모음입니다. 사용자가 작도한 도형
의 부분요소, 전체요소 또는 텍스트 등의 객체를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➊ 선택 도구
선택

➋ 그룹선택 도구
그룹선택

평면상에 생성된 객체를 선택하는 기능입니다.
단축키 Esc를 입력하면 객체를 선택하는 상태로
변경되어 객체의 모양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Esc

단축키 G
평면상에 생성된 여러 객체를 드래그를 이용하여
선택하는 기능입니다. 객체를 선택하고 Del키를 이
용하여 삭제 할 수 있습니다.

G

[알지오모둠 화면]
➌ 텍스트 도구
텍스트

9

단축키 T
평면상에 텍스트를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텍스트
를 입력할 위치를 선택하세요.

T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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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지오도형
주요 기능

➍ 이름 보이기 도구(개발 중)
➎ 대상 숨기기 도구
대상 숨기기

➍ 중점 도구

단축키 M
중점

단축키 H
평면상에 생성된 대상을 숨기는 기능입니다.
대상 숨기기 버튼을 클릭 후 숨기고 싶은 대상을
클릭하면 해당 객체가 숨겨집니다.

H

평면상에 선분의 중점 또는 두 점 사이의 중점을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중점 기능을 선택 후 두 선분
이나 두 점을 선택하여 중점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M

[참고] 대수창에 CenterPoint(Point, Point) 명령을 입력하여 중점을 생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➎ 슬라이더 도구
➏ 삭제 도구
평면상에 생성된 객체를 삭제하는 기능입니다.
객체 삭제 시 삭제된 객체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객체는 함께 삭제됩니다.

삭제

2) 점 도구모음 : 점 객체를 생성하고 변경하기 위한 도구모음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점을
생성하고, 점에 대한 속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➊ 점 도구
점

대상 위의 점

선분

I

평면상에 선분을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두 점을 선택하세요.

S

[참고] 대수창에 segment(point, point) 명령을 입력하여 선분을 생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평면상에 두 객체의 교점을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교점을 생성할 두 대상을 선택하세요.

[참고] 대수창에 interpoint(Object, Object) 명령을 입력하여 교점을 생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➌ 대상 위의 점 도구

단축키 S

➋ 직선 도구

단축키 I
교점

3) 선 도구모음 : 다양한 유형의 선 객체를 생성하고 속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평면상에 점을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점을 생성할 위치를 선택하세요.

D

[참고] 대수창에 point(number, number) 명령을 입력하여 점을 생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➋ 교점 도구

[참고] 대수 창에 slider(number, number) 명령을 입력하여 슬라이더를 생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➊ 선분 도구

단축키 D

평면상에 슬라이더를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생성된 슬라이더는 대수창에도 표현되며 대수를
입력할 때 변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더

단축키 L
직선

평면상에 직선을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두 점을 선택하세요.

L

[참고] 대수창에 line(point, point) 명령을 입력하여 직선을 생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➌ 반직선 도구

단축키 O
평면상에 그려진 대상 위에서만 움직이는 점을 생
성하는 기능입니다. 대상 위에 점을 생성할 위치를
선택하세요.

O

[참고] 대수창에 PointOnObject(Object, number, number) 명령을 입력하여 객체위의 점을 생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1

평면상에 반직선을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시작점을 선택한 후 나머지 한 점을 선택하세요.

반직선

[참고] 대수창에 ray(point, point) 명령을 입력하여 반직선을 생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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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지오도형
주요 기능

➍ 평행선 도구
평면상에 평행선을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평행이
될 선을 선택 후 평행선이 그려질 위치를 클릭하여
평행선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평행선

[참고] 대수창에 parallel(point, linear) 명령을 입력하여 평행선을 생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4) 원 도구모음 : 다양한 방법으로 원을 작도할 수 있는 도구 모음입니다. 원 뿐만아니라
호, 부채꼴 등 원의 일부분만을 작도하는 도구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➊ 중심과 한 점 도구
중심과 한 점

➎ 수직선 도구
평면상에 수직선을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수직이 될
기준선을 선택 한 후 수직선이 그려질 위치를 클릭
하여 수직선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수직선

단축키 C
원의 중심과 원 위의 한 점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이 생성됩니다.

C

➋ 컴퍼스 도구
선택한 두 점 사이의 거리 또는 선분의 길이를 반
지름으로 하는 원이 생성됩니다.

[참고] 대수창에 perp(point, linear) 명령을 입력하여 수직선을 생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컴퍼스

➏ 수직이등분선 도구
수직이등분선

단축키 H
평면상에 수직이등분선을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수
직이등분이 될 선분을 선택하거나 두 점을 선택하여
수직이등분선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H

➌ 세 점 도구
원위의 세 점을 선택하면 원이 생성됩니다.
세점

[참고] 대수창에 perpbis(point, point) 명령을 입력하여 수직이등분선을 생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➐ 각의 이등분선 도구
평면상에 각의 이등분선을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세 점을 시계방향 순서대로 선택하여 각의 이등분
선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각의 이등분선

➍ 중심과 반지름 도구
원의 중심을 선택하고 반지름을 입력하면 원이
생성됩니다.

중심과 반지름

[참고] 대수창에 anglebis(point, point, point) 명령을 입력하여 각의 이등분선을 생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 반지름의 단위를 입력하면, 단위만큼 반지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➑ 접선 도구
평면상에 접선을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선이나 점
을 클릭 한 후 원을 클릭하면 원의 접선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접선

➎ 원호 도구
원의 중심과 두 점을 선택하여 호를 생성할 수 있
습니다.

원호

[참고] 대수창에 tng(point, circle) 또는 tangent(linear, circle) 명령을 입력하여 접선을 생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 중심점을 포함한 두 점을 선택하여 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➒ 벡터 도구
평면상에 벡터를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벡터
[참고] 대수창에 vector(point, point) 명령을 입력하여 벡터를 생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3

➏ 부채꼴 도구
원의 중심과 두 점을 선택하여 부채꼴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부채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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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지오도형
주요 기능

➍ 점대칭 도구
5) 다각형 도구모음 : 다양한 모양의 다각형을 작도하고 그 속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➊ 다각형 도구

점대칭

주어진 도형이 선택한 기준점을 중심으로 180도 대
칭 이동되어 생성됩니다. 관련된 대상을 삭제하면 대
칭된 도형도 같이 삭제됩니다.

선대칭

주어진 도형이 선택한 기준선을 중심으로 180도 대
칭 이동되어 생성됩니다. 관련된 대상을 삭제하면 대
칭된 도형도 같이 삭제됩니다.

단축키 P
다각형

평면상에 다각형을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다각형의
꼭짓점을 원하는 만큼 선택하고 마지막에 처음 꼭짓
점을 다시 선택하면 다각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P

➎ 선대칭 도구

[참고] 대수창에 polygon(point, point, …) 명령을 입력하여 다각형을 생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➋ 정다각형(한 변) 도구
평면상에 정다각형을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두 점으로 한 변이 될 선분을 지정한 후 꼭짓점의
개수를 입력하면 정다각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정다각형 : 한 변

➏ 회전 도구
회전 시킬 대상을 선택 하고 각도와 회전방향을 설정
하면 선택된 대상을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회전

➌ 정다각형(중심과 한 점) 도구
정다각형의 중심과 한 꼭짓점을 지정한 후 꼭짓점의
개수를 입력하여 정다각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정다각형 : 중심과 한 점

7) 꾸미기 도구모음 : 작도한 도형에 주석을 입력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임의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참고] 대수창에 regpoly(number, point, point) 명령을 입력하여 정다각형을 생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➊ 설명선 도구
6) 측정, 이동 도구모음 : 작도한 도형의 길이, 각도, 면적 등을 측정하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선택한 도형의 대칭 이동 기능을 제공합니다.
➊ 길이 도구

선분을 선택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드래그 하면 설명
선을 넣을 수 있습니다. 선모양 변경, 선 굵기, 투명도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꾸미기 : 설명선

➋ 길이 표시 도구
생성된 대상 두 점, 선분, 다각형, 원과 같은 도형의
길이를 측정합니다.

길이

➋ 각도 도구

선분에 동일길이표시를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선분
을 선택하면 생성됩니다.

꾸미기 : 길이

➌ 각도 표시 도구
각도

세 점을 선택하여 각도를 측정합니다. 첫 번째
기준점을 선택하고 나머지 두 개의 점으로 각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넓이

2차원 공간에서 다각형이나 원과 같은 도형의 넓이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면적을 구하고자 하는 도형의
내부를 선택하면 면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➌ 넓이 도구

도형에서의 세 점을 선택하여 각도를 표시해주는 기
능입니다. 기본값은 점 형태로 나타나게 되며, 설정옵
션에서 점이 아닌 선분으로도 표시가 가능합니다. 두
개의 선분이 90도를 이룰 때는 자동으로 직각으로 표
시됩니다.

꾸미기 : 각도

➍ 평행 표시 도구

15

선분에 평행을 표시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설정
옵션으로 방향을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꾸미기 : 평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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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지오도형
주요 기능

➎ 그리기 도구

1) 상수 입력 방법(키보드 활용)

단축키 B
그리기

펜을 통해 자유롭게 그릴 수 있는 기능입니다.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그릴 수 있습니다.

B

수학 기호는 대부분 Latex(‘레이텍’, 혹은 ‘라텍’으로 발음) 문법을 기준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이들 중 상수에 대한 입력 방법 입니다.

8) 기하도구 편집 : 사용자가 특정 기하 도구만을 활용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기능입니다.

특정 도구를 체크하면 그 도구만 활성화되고, 체크하
지 않은 도구는 비활성화 상태가 되어 조작이 불가능
하게 됩니다.
기하도구
편집

기호

수식창 입력 방법

₩

[pi] 입력후 [Space]

e

e

2) 분수 입력 방법(키보드 활용)
[분자] [/] [분모] 순서로 입력합니다.
[/]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분수 양식이 생성되고, 커서는 분모 입력을 받기 시작합니다.
[참고] 분수 표현 대신 나눗셈 기호를 사용하려면 [}div]를 입력해야 합니다.
[예]

를 입력하는 법 :

나. 대수 도구
수식 입력 방법은 키보드를 이용하여 직접 입력하는 방법과 수식입력기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① 입력창에 / 를 누른다.

② 분자에 x-3을 입력한다.

③ 분모에 2를 입력한다.

3) 제곱 입력 방법(키보드 활용)
[^] [지수] 순서로 입력합니다.
[^]를 입력할 때, 자동으로 거듭제곱 지수 같은 위 첨자로 커서가 바뀌게 됩니다.
[참고] 지수에 커서가 있을 때, 바로 다음 다항식을 입력하면 모두 지수 내에서 입력됩니다. 키보드의
오른쪽 화살표 키 [→]를 눌러, 지수 입력란을 빠져 나온 후, 다음 다항식을 입력하면 밑에 다항식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4) 제곱근 입력 방법(키보드 활용)
수식창에 제곱근을 입력하는 방법은 Sqrt( ) 함수를 입력하는 방법과
[sprt]+[Space] 를 이용하여 제곱근 기호를 표기하며 입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 잘못된 수식이나 Algeomath가 이해하지 못하는 형식의 수식이 입력될 경우, 그래프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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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지오도형
주요 기능

5) 로그 입력 방법(키보드 활용)

8) 역삼각함수 입력 방법(키보드 활용)

수식창에 로그를 입력하는 방법은
밑이 10인 경우, [log] [진수] 또는 [log] [진수] 순서로 입력합니다.
밑이 10이 아닌 경우, [log] [ _ ] [밑] [→] [진수] 또는 [log] [ _ ] [밑] [→] [진수]순서대로 입력합니다.

역삼각함수의 이름을 입력한 후 바로 뒤 괄호 안에 수식을 입력하는 방법과 해당하는 삼각함수 기호
에 -1을 윗 첨자로 붙여 입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arcsin(x) 입력]
[arcsin],[(],[x],[)] 입력 후 [Enter]''

6)자연로그(ln) 입력 방법(키보드 활용)
[ln(진수)], 혹은 [(진수)] 를 입력합니다.

(아래 수직선은 x=e(e는 자연상수) 그래프로, 좌표(e,1)이 되는 지점에서 만남을 보입니다.)

[y=arccsc(x)] 입력

[참고] 알지오도형의 대수입력창에서 소문자 ‘e’는 자연상수로 인식하게 되어있습니다. 슬라이더
생성시에도 변수명이 e인 슬라이더는 생성하지 않고 바로 f로 넘어갑니다.

7) 삼각함수 입력 방법(키보드 활용)
입력을 원하는 삼각함수의 이름을 입력한 후 바로 뒤 괄호 안에 수식을 입력합니다.

[csc]+[^]+[-1]+[→]+[x]

[sin(x) 입력]
[sin],[(],[x],[)] 입력 후 [Enter]''

[참고] 삼각함수에서 입력 받는 수식의 값은 Radian 으로 간주하여 연산하고 있습니다. Degree단위로
입력하려면 변환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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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지오도형
주요 기능

9) 음함수 입력 방법(키보드 활용)

명령어 이름 및 포맷

기능

Arc(대상객체명 1 , 대상객체명 2, 대상객체명 3)

객체1을 중심으로, 객체1-객체2 간의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며, 객체2에서 시계 반대방향으로 출발하여 c가 있는
곳까지 향하는 원호를 생성합니다.

Fan(대상객체명 1 , 대상객체명 2, 대상객체명 3)

객체1을 중심으로, 객체1-객체2 간의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며, 객체2에서 시계 반대방향으로 출발하여 c가 있는
곳까지 향하는 부채꼴을 생성합니다.

Segment(대상객체명 1 , 대상객체명 2)

객체1-객체2 를 잇는 선분을 생성합니다.

Line(대상객체명 1 , 대상객체명 2)

객체1-객체2 를 지나는 직선을 생성합니다.

Ray(대상객체명 1 , 대상객체명 2)

객체1에서 시작하여, 객체2 를 지나는 반직선을 생성합니다.

Parallel(대상객체명 1 , 대상객체명 2)

객체1을 지나며 객체2와 평행한 평행선을 생성합니다.

Prep(대상객체명 1 , 대상객체명 2)

객체1을 지나며 객체2와 수직인 수직선을 생성합니다.

PerpBis(대상객체명 1)

대상객체에 대한 수직 이등분선을 생성합니다.

AngleBi
(대상객체명 1 , 대상객체명 2, 대상객체명 3)

객체1-객체2-객체3 을 지나는 각의 이등분선을 생성합니다.

Tng(대상객체명 1 , 대상객체명 2)

객체1을 지나고 객체2(원)와 접한 접선을 생성합니다.

Vector(대상객체명 1 , 대상객체명 2)

객체1에서 객체2로 향하는 벡터를 생성합니다.

Polygon
(대상객체명 1 , 대상객체명 2, … 대상객체명 n )

대상객체들을 입력한 순서대로 연결하는 다각형을
생성합니다.

RegPoly(대상객체명 1 , 대상객체명 2, 각의수)

한 변이 객체1,2를 지나가는 정(각의수)각형을 생성합니다.

Select(대상객체명 1 , 대상객체명 2, … 대상객체명 n)

입력 받은 모든 객체명에 해당하는 객체(들)을 선택상태로
바꿉니다.

Text( x좌표, y좌표, 텍스트 내용 )

주어진 좌표를 왼쪽 아래지점으로 삼은 텍스트 오브젝트를
생성합니다.

Hide(대상객체명 1 , 대상객체명 2, … 대상객체명 n)

입력 받은 모든 객체명에 해당하는 객체(들)을 숨깁니다.

Show(대상객체명 1 , 대상객체명 2, … 대상객체명 n)

입력 받은 모든 객체명에 해당하는 객체(들)을 숨김을
해제하고 보여줍니다.

Delete(대상객체명 1 , 대상객체명 2, … 대상객체명 n)

입력 받은 모든 객체명에 해당하는 객체(들)을 삭제합니다.

Length(대상객체명 1 , 대상객체명 2)

입력받은 두 객체 사이의 길이측정 오브젝트를 생성합니다.

Angle(대상객체명 1 , 대상객체명 2, 대상객체명 3)

객체1-객체2-객체3 을 지나는 각의 각도를 측정하는
오브젝트를 생성합니다.

Area(대상객체명 1)

대상 객체에 대해 면적을 측정하는 오브젝트를 생성합니다.

주어진 좌표에 점을 생성합니다.

PointReflect(대상객체명 1 , 대상객체명 2)

객체2의 객체1에 대한 점대칭을 생성합니다.

InterPoint( 대상객체명1, 대상객체명2)

주어진 객체간의 교점을 생성합니다.

LineReflect(대상객체명 1 , 대상객체명 2)

객체2의 객체1에 대한 선대칭을 생성합니다.

PointOnObject(대상객체명, x좌표, y좌표)

대상 객체 위에 주어진  좌표 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 위에
점을 생성합니다.

SegmentDeco(대상객체명, x좌표, y좌표)

주어진 객체를 대상으로 주어진 좌표가 조절점이 되는 곡선을
가진 설명선을 생성합니다.

CenterPoint(대상객체명 1 , 대상객체명 2)

두 객체 사이의 중점을 생성합니다.

IsoLengthDeco(대상객체명 )

주어진 객체에 같은 길이 표시를 생성합니다.

Circle(대상객체명 1 , 대상객체명 2)

객체1을 중심점으로, 객체2까지의 거리를 반지름으로 삼은
원을 생성합니다.

IsoAngleDeco
(대상객체명 1 , 대상객체명 2, 대상객체명 3)

객체1-객체2-객체3 을 지나는 각에 동일각도 표시를
생성합니다.

Circle(대상객체명 , 반지름)

객체를 중심점으로 입력한 반지름을 가진 원을 생성합니다.

ParallelDeco(대상객체명, x좌표, y좌표 )

Circl(대상객체명 1 , 대상객체명 2, 대상객체명 3)

세 개의 객체를 지나가는 원을 생성합니다.

주어진 객체 위에 주어진 좌표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에
평행선 표시를 생성합니다.

Compass
(대상객체명 1 , 대상객체명 2, 대상객체명 3)

객체1-객체2 간의 거리를 반지름으로 삼아 중심이 객체3인
원을 생성합니다.

한쪽 변에 x,y변수를 모두 입력합니다. 단, 반대쪽 변에는 변수가 없어야 합니다.
[x] [^] [2] [→] [+] [(] [y] [-] [5] [)] [^] [2] [→] [=] [2] [5]
순서대로 대수 입력란에 입력한 후 [Enter]를 누릅니다.

[(] [x] [^] [2] [→] [+] [y] [^] [2] [→] [-] [1] [)] [^] [3] [→] [-] [x] [^] [2] [→] [y] [^] [3] [=] [0]
순서대로 대수입력란에 입력한 후 [Enter]를 누릅니다.

[참고] 대수 입력란에 명령어를 입력하여 도형을 생성하는 방법
명령어 이름 및 포맷
Point( x좌표, y좌표 )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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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알지오매스로 그래프 그리기

알지오도형
주요 기능

경희여자고등학교
교사 홍창섭

가. 기하창에 두 점 P(1,-2)와 Q(-3,4) 표시하기
1) 왼쪽의

의 그래프 그리기

1) 대수창의 입력칸에 ‘y=x^2 -3x-4’를 입력하고 Enter를 누른다. 이때 ‘x^2’다음에 오른쪽 방향키
를 눌러서 커서를 밑으로 내린다.

를 눌러 대수창을 나타낸다.
를 눌러 입력칸을 추가한다. ‘대수추가’를 누를 때마다

2)

나. 함수

2) 대수창에 함수식이 나타나고, 기하창에 입력한 함수의 그래프가 나타난다.

입력칸이 추가로 생긴다.
3) 입력칸에 점의 좌표를 다음과 같이 각각 입력하고 Enter를 누르면 기하창에 점이 생긴다.

4) 기하창의 점을 선택하여 나타난 팝업 메뉴에서
누른다.

를 누른다. A를 P, B를 Q로 수정한 후 Enter를

⇨
5) 기하창에서 두 점 P, Q를 확인한다.

※ 그래프를 숨기거나 보이게 할 때는 대수창의 입력칸 옆에 있는
하면 된다.

버튼 또는

버튼을 클릭

를 클릭한 후 마우스로 그래프를 클릭하여 드래그하면 그래프가 이
※ 기하 아이콘에서 선택 도구
동한다. 이때 그래프가 이동하면서 식이 변하는 모습을 대수창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 대수창의 입력칸에 식 입력하는 방법
1) 대수창의 입력칸에 식을 입력할 때 다음과 같은 기호를 사용한다.
표현

곱하기

분수, 나누기

지수

~보다
크거나 같다

~보다
작거나 같다.

기호

*

/

^

>=

<=

예2)

예1)
기하창에 표시된 점은 점을 클릭하여 나타난 팝업 메뉴를 통해 점을 설정할 수 있다.

‘y=(x-1)^2 +3’

‘y= 3/x’

이름을 바꾸는 것 이외에도 색상 변경, 점의 모양, 크기 변경, 점 안 보이기, 삭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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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지오도형
주요 기능

라. 함수의 범위 제한하기
1) 함수의 범위를 (

)으로 제한하고 싶을 때는 대수창에 입력한 함수식 아래에 나타난

3) 선택 도구
변한다.

를 선택하여 슬라이더를 드래그하면 슬라이더의 값이 변하면서 그래프의 모양이

범위 입력칸에 ‘(1<=x<=3)’을 입력하고 Enter를 누른다.

마. 슬라이더를 이용하여 함수의 그래프 그리기
1) 대수창의 입력칸에 ‘y=ax^2’을 입력하고 Enter를 누른다.

를 선택하고 기하창에서 슬라이더가 생길 위치를 클릭하면 기하
2) 기하 아이콘에서
창에 슬라이더와 그래프가 나타난다.
※ 슬라이더를 마우스로 클릭하여 나타난 팝업 메뉴에서 슬라이더의 간격을 설정하거나 단위를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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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블록코딩 도구

알지오도형
주요 기능

➋ 선분 만들기
선분을 만들려면 점이 2개 필요합니다. 점 만들기 블록을 2개 추가한 다음에 선분 만들기 블록을 추가합니다.

이 블록을 실행하면 좌표(1, 2)에 점 “A”, 좌표 (3, 4)에 점 “B”를 만들고 이 두 점을 연결하는 선분 “C”를
만듭니다.

➌ 직선 만들기
직선을 만들려면 점이 2개 필요합니다. 점 만들기 블록을 2개 추가한 다음에 직선 만들기 블록을 추가합니다.

블록코딩 편집 창에서 왼쪽 부분은 블록도구상자(Toolbox, 이하 툴박스)이며 오른쪽 부분은 작업공간
(Workspace)입니다. 툴박스의 분류(Category) 아이콘을 누르면 해당 분류에 포함되는 블록 목록이 표시되며
그 블록을 작업공간으로 끌어서 놓으면 블록이 추가됩니다.
작업공간에는 항상 깃발 블록이 있고 삭제할 수 없습니다. 실행 버튼을 누르면 깃발 블록에 붙어있는 블록들
만 실행됩니다.

1) 만들기 블록

이 블록을 실행하면 좌표(1, 2)에 점 “A”, 좌표 (3, 4)에 점 “B”를 만들고 이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 “C”를
만듭니다.

➍ 원 만들기
원을 만들려면 원의 중심이 필요합니다. 점 만들기 블록을 1개 추가한 다음에 원 만들기 블록을 추가합니다.

+

➊ 점 만들기
다음과 같이 툴박스에서 작업공간의 깃발 블록 아래에 점 만들기 블록을 옮겨놓습니다.

이 블록을 실행하면 좌표(1, 2)에 점 “O”를 만들고 점 O를 중심으로 반지름이 3인 원 “A”를 만듭니다.

이 블록을 실행하면 기하창과 대수창에 A(1,2) 가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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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지오도형
주요 기능

➎ 교점 만들기
다음과 같이 4개의 점 블록을 만들고, 이 점으로 2개의 직선 블록을 만들고, 두 직선의 교점 블록을 추가합
니다.

이렇게 블록을 만든 후에 실행하면 변수 x의 값은 1이고, 변수 y의 값은 2이므로
A(1,2)가 만들어집니다.
이외에도 만들기 분류 아래에 값, 참, 거짓, 문자열 블록도 있습니다. 값 블록은 여러 가지 자료의 값을 그
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문자열 블록은 문자열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이동 블록
이 블록을 실행하면 좌표(1,2)에 점 “P1”, 좌표(3,4)에 점 “P2”, 좌표(5,2)에 점 “P3”, 좌표(7,2)에 점 “P4”를
만들고 점 “P1”, “P2”를 연결하는 직선 “L1”, 점 “P2”, “P4”를 연결하는 직선 “L2”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두 직선 L1, L2의 교점 S를 만듭니다.

① 현재 기준으로 이동하기
아래와 같이 만들기 분류에서 거북이 블록을 추가하고 이동 분류(위에서 2번째)에서 이동하기 블록을 추가
합니다.

⑥ 거북이 만들기
다음과 같이 거북이 블록을 추가합니다.

위와 같은 블록을 실행하면 (1,2)에 거북이 T가 생성된 후 (2,4)의 위치로 최단거리로 이동합니다.
이 블록을 실행하면 좌표(1,2)에 거북이 “T”를 만듭니다. 거북이는 방향과 위치 두 가지 속성을 갖는 객체
입니다. 거북이를 처음 생성하면, x축 양의 방향을 기준으로 90도를 바라봅니다.
⑦ 변수 만들기
만들기 분류에서 변수 만들기 버튼을 눌러서 변수 x와 y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대입 연산자(위에서 4번째
분류) 블록을 추가한 다음에 만들기 분류에서 변수 블록을 가져와서 대입 연산자의 왼쪽에 추가하는 작업
을 두 번 합니다.
마지막으로 만들기 분류에서 점 만들기 블록을 추가한 후에 변수 x, 변수 y 블록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을 눌러서 복제한 다음에 점 만들기 블록에 추가합니다.

② 지정 좌표로 이동하기
아래와 같이 만들기 분류에서 거북이 블록을 추가하고 이동 분류(위에서 2번째)에서 지정 좌표로 이동하기
블록을 추가합니다.

이렇게 블록을 만들고 실행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스크립트가 실행되어 좌표(1, 2)의 거북이가 좌표
(3,4)로 최단거리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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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지오도형
주요 기능

③ 앞으로 이동하기
아래와 같이 만들기 분류에서 거북이 블록을 추가하고 이동 분류(위에서 2번째)에서 앞으로 이동하기
블록을 추가합니다.

이렇게 블록을 만들고 실행 버튼을 누르면 현재 방향 기준으로 45도 만큼 회전합니다. 이 블록은 왼쪽으로
45만큼 회전하기와 동일한 기능을 합니다. T를 -45만큼 회전하기 블록은 “오른쪽”으로 45만큼 회전하기
와 동일한 기능을 합니다.
이렇게 블록을 만들고 실행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스크립트가 실행되어 거북이가 현재 바라보는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합니다.
④ 뒤로 이동하기
아래와 같이 만들기 분류에서 거북이 블록을 추가하고 이동 분류(위에서 2번째)에서 뒤로 이동하기 블록을
추가합니다.

⑦ 지정 각도로 회전하기
아래와 같이 만들기 분류에서 거북이 블록을 추가하고 이동 분류(위에서 2번째)에서 회전하기 블록을 추가
합니다.

이렇게 블록을 만들고 실행 버튼을 누르면 거북이가 x축 양의 방향을 기준으로 45도 방향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블록을 만들고 실행 버튼을 누르면 거북이가 현재 바라보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합니다.
단, 이때 거북이의 방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⑤ 현재 방향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회전하기
아래와 같이 만들기 분류에서 거북이 블록을 추가하고 이동 분류(위에서 2번째)에서 회전하기 블록을 추가
합니다.

이렇게 블록을 만들고 실행 버튼을 누르면 거북이가 왼쪽으로 90도 회전합니다.
선택 목록에서 왼쪽을 오른쪽으로 바꾸고 실행 버튼을 누르면 거북이가 오른쪽으로 90도 회전합니다.
⑥ 현재 방향을 기준으로 회전하기
아래와 같이 만들기 분류에서 거북이 블록을 추가하고 이동 분류(위에서 2번째)에서 회전하기 블록을 추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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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어 블록
① 여러 번 반복하기
제어하기 분류에서 여러 번 반복하기 블록을 추가하고 그 블록 안에 점 만들기 블록을 추가합니다.

이렇게 블록을 만들고 실행 버튼을 누르면 좌표(1,2)에 거북이“T”를 만들고 거북이“T”가 바라보는 방향으
로 1만큼 이동하는 것을 5번 반복합니다.
② 계속 반복하기
i라는 변수를 만들고 i의 값을 0으로 정합니다. 제어하기 분류에서 계속 반복하기 블록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블록을 만들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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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참인 동안 반복하기
참인 동안 반복하기 블록을 사용하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만 반복하여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작성해봅니다.

알지오도형
주요 기능

블록은 변수 i의 값을 1 증가시키는 블록입니다. 따라서 위 블록을 실행하면 i가
0부터 1씩 계속 증가하면서 (0,0), (1,0), (2,0), (3,0), … 에 ‘A’라는 이름의 점을 계속 만듭니다.
③ 반복 중단하기
반복 중단하기 블록을 이용하면 반복 실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위의 실행하면 변수i 의 값이 10보다 작을 때 까지만 점을 만드는 작업을 반복합니다. 즉, (1,0), (2,0), (3,0),
… , (9,0)의 위치에 총 9개의 점 A를 생성합니다.
⑥ 조건에 따라 실행하기
if 조건문 블록을 작업 영역에 가져다 놓은 후에 톱니바퀴 아이콘을 누르면 else if, else 문 블록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실행하면 i의 값이 10보다 커지면 반복 중단하기 블록이 실행되면서 반복실행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0,0), (1,0), … ,(10,0)의 위치에 총 11개의 점만 만들어집니다.
④ 초깃값, 증감, 조건을 지정하여 반복하기
for 반복문 블록을 사용하면 초깃값, 증감, 종료 조건을 지정하여 반복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블록을
만듭니다.
아래와 같이 블록을 만듭니다.

위와 같이 블록을 만들고 실행 버튼을 누르면 변수 i가 0부터 1씩 증가하면서 10보다 작을 동안 좌표(1,2)
에 점 “A”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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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산 블록

알지오도형
주요 기능

+-

×÷

① 대입하기
아래와 같이 블록을 만듭니다.

이렇게 블록을 만들고 실행 버튼을 누르면 변수 i에는 1이 저장됩니다.
② 산술 연산하기
아래와 같이 블록을 만듭니다.

위와 같이 실행하면, 우선 변수i에는 무작위로 0,1,2,3 중 한 가지 값이 저장됩니다. 이후 조건문에 의해서 i
의 값이 0이면 (1,1)에 점 A를 생성하고, i의 값이 1이면 (2,2)에 점 A를 생성하며, i의 값이 그 외의 값인 2
나 3인 경우에는 (3,3)에 점 A를 생성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는 i의 값이 1이면 참을, i의 값이 1이 아니면 거짓을 반환하는 비교연산
자입니다. 비교하기 블록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렇게 블록을 만들고 실행 버튼을 누르면 변수 i에는 1+1의 결과 값인 2가 저장됩니다.
아래와 같이 블록을 만듭니다.

⑦ 실행을 멈추고 기다리기
기다리기 블록을 사용하면 스크립트의 실행을 지정한 초만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블록을 만
듭니다.
이렇게 블록을 만들고 실행 버튼을 누르면 변수 i에는 1+1+1의 결과 값인 3이 저장됩니다.
③ 비교하기
아래와 같이 블록을 만듭니다.
⑧ 삭제하기
삭제하기 블록을 사용하면 만든 개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블록을 만듭니다.

위와 같이 블록을 만들고 실행 버튼을 누르면 만든 개체“A”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35

이렇게 블록을 만들고 실행 버튼을 누르면 변수 i는 1이 아니므로 if 문 안의 블록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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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로그와 지수
아래와 같이 블록을 만듭니다.

④ 논리 연산하기
아래와 같이 블록을 만듭니다.

이렇게 블록을 만들고 실행 버튼을 누르면 참 그리고 거짓은 거짓이므로 변수 i에는 false가 저장됩니다.
⑤ 논리 부정 연산하기
아래와 같이 블록을 만듭니다.

이렇게 블록을 만들고 실행 버튼을 누르면 변수 i에는 log28의 계산 결과가 저장됩니다.
앞의 블록에서 log를 pow로 바꾸고 실행 버튼을 누르면 변수 i에는 28의 계산 결과가 저장됩니다.
⑨ 반올림, 올림, 내림, 절대값, 제곱근
아래와 같이 블록을 만듭니다.

이렇게 블록을 만들고 실행 버튼을 누르면 변수 i에는 !true 즉 false가 저장됩니다.
이렇게 블록을 만들고 실행 버튼을 누르면 변수 i에는 2.5를 반올림한 3이 저장됩니다.
- 앞의 블록에서 선택 목록을 내림으로 변경하고 실행 버튼을 누르면 변수 i에는 2.5를 내림한 2가 저장됩니다.
- 앞의 블록에서 선택 목록을 절대값으로 변경하고 실행 버튼을 누르면 변수 i에는 2.5의 절대값 2.5가 저장
됩니다.
- 앞의 블록에서 선택 목록을 제곱근으로 변경하고 실행 버튼을 누르면 변수 i에는 2.5의 제곱근이 저장됩니다.

⑥ 무작위 실수
아래와 같이 블록을 만듭니다.

⑩ 삼각함수
아래와 같이 블록을 만듭니다.
이렇게 블록을 만들고 실행 버튼을 누르면 변수 i에는 0이상 1미만의 무작위 실수가 저장됩니다.
⑦ 무작위 정수
아래와 같이 블록을 만듭니다.
이렇게 블록을 만들고 실행 버튼을 누르면 변수 i에는 Sin45°가 저장됩니다.
앞의 블록에서 선택 목록을 cos 또는 tan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블록을 만들고 실행 버튼을 누르면 변수 i에는 0이상 10이하의 무작위 정수가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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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

5) 배열
④ 항목 삭제하기
아래와 같이 블록을 만듭니다.

① 배열의 생성과 항목
배열 분류에서 아래와 같이 블록을 만듭니다.

이렇게 블록을 만들고 실행 버튼을 누르면 변수 i는 0, 1, 2를 항목으로 하는 배열이 변수 j에는 1이 저장됩
니다.

이렇게 블록을 만들고 실행 버튼을 누르면 배열 i에는 0, 1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앞의 블록에서 선택 목록을 앞으로 바꾸고 실행 버튼을 누르면 배열 i에는 1, 2가 저장됩니다.
⑤ 시퀀스 배열 만들기
아래와 같이 블록을 만듭니다.

② 배열의 길이
아래와 같이 블록을 만듭니다.

이렇게 블록을 만들고 실행 버튼을 누르면 배열 i에는 3, 7, 11, 15, 19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블록을 만들고 실행 버튼을 누르면 변수 j에는 배열 i의 길이인 3이 저장됩니다.
③ 항목 추가하기
아래와 같이 블록을 만듭니다.

이렇게 블록을 만들고 실행 버튼을 누르면 i에는 0, 1, 2, 5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앞의 블록에서 선택 목록을 앞으로 바꾸고 실행 버튼을 누르면 배열 i에는 5, 0, 1, 2가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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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

6) 꾸미기 블록
① 펜색 지정하기
아래와 같이 블록을 만듭니다.

⑤ 연결 끝내기
아래와 같이 블록을 만듭니다.

이렇게 블록을 만들고 실행 버튼을 누르면 펜색이 빨간색으로 지정됩니다.
② 펜 내리기
아래와 같이 블록을 만듭니다.
연결을 중지하는 블록입니다. 이후에는 거북이가 움직여도 점과 선분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⑥ 보이기
아래와 같이 블록을 만듭니다.

펜 내리기를 한 이후에는 거북이의 이동경로를 따라 자취가 그려집니다.
③ 펜 올리기
아래와 같이 블록을 만듭니다.
거북이의 모습이 기하창에 보이도록 하는 블록입니다.
⑦ 감추기
아래와 같이 블록을 만듭니다.

펜 올리기를 실행한 이후에는 거북이가 자취를 그리지 않고 이동합니다.
④ 연결 시작하기
아래와 같이 블록을 만듭니다.
거북이의 모습을 기하창에서 숨기는 블록입니다.

연결 시작하기 이후에는 거북이의 이동경로를 따라 점과 선분이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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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

7) 함수 블록

+

① 결과 값이 없는 함수
함수 목록에서 결과 값이 없는 함수 블록을 작업 영역으로 끌어다 놓고 함수의 이름을 moveSquare라고
한 후에 톱니바퀴 버튼을 눌러서 다음과 같이 인자 x를 추가합니다.

그 다음에 함수 블록 안에 블록을 추가합니다.

마지막으로 깃발 블록 아래에서 만든 함수 블록의 실행 블록을 가져다 놓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 블록 안에 블록을 추가합니다.

이렇게 블록을 만들고 실행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스크립트가 실행됩니다. sum 함수는 인자 x, y를
더한 값을 돌려줍니다. result 변수에는 7이 저장됩니다.

마지막으로 깃발 블록 아래에서 만든 함수 블록의 실행 블록을 가져다 놓습니다.

위와 같이 실행하면, 기하창에 정사각형이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결과 값이 있는 함수
함수 목록에서 결과 값이 있는 함수 블록을 작업 영역으로 끌어다 놓고 함수의 이름을 sum이라고 한 후에
톱니바퀴 버튼을 눌러서 다음과 같이 인자 x, 인자 y를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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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블록코딩을 활용한 교수학습 자료 만들기1 - 이차함수

의 그래프

알지오도형
주요 기능

한성과학고등학교
교사 최인용
교과서 함수 단원에서 항상 등장하는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도입하는 교수학습 콘텐츠를 블록코딩으

이제 함수 f와 반복문을 이용하여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차함수
만들어보자.
[자료] 메뉴를 선택한 후

로 제작해보자.

위의 점을 생성하는 블록을

를 클릭하여 간격에 대한 변수 d를 만들자.

먼저, 함수 블록을 이용하면 수학에서의 함수를 구현할 수 있다.
[함수] 메뉴를 선택하고
블록을 드래그하여 코딩 창으로 옮긴다. 이 블록은 함수를 정
의할 때 사용한다. 블록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톱니바퀴 모양의 작은 아이콘을 클릭하면 함수의 입력
인자를 설정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이 함수 f의 입력 인자 x를 추가해보자.

이제, 다음과 같이 코드를 작성해보자.

return을 통해 함수의 실행결과를 반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코딩을 하면 함수 f는 x의 값
위 코드는 i를 -3부터 3까지 d만큼 변화시키면서 (i, f(i))에 점을 생성하는 코드이다. 이를 실행하면 다

을 입력받아 x의 제곱을 반환하는 함수가 된다.

음과 같은 결과를 얻는다
   

와 동일한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함수 f를 정의하는
이 함수 f는 수학에서의 함수
과정을 살펴보았다. 정의한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함수를 호출하여야 한다.
[함수] 메뉴를 보면 함수 f를 호출할 때 사용하는  
  블록이 생겼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이 블록을 이용하면 우리가 정의해놓은 함수 f를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 코드를 실행하면

에 점 A가 생성된다.

코드

실행결과

간격 변수 d의 값을 변화시키면 다음과 같이 이차함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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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그래프를 탐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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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블록코딩을 활용한 교수학습 자료 만들기2 - 스트링 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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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지오도형
주요 기능

먼저 점 O를 만든 후에 점 O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10인 원 C를 만들자.
코드
실행결과

이제, 변수 n을 만든 후, 다음 코드를 추가해보자.

d=1

d=0.5

위 코드는 i를 0부터 1씩 증가시키면서 n-1까지 점
를 생성한다. 즉, 원의 둘레에
일정한 간격으로 n개의 점을 찍는다. 주의할 점은 알지오 블록의 삼각함수 블록은 각의 단위를 라디안
이 아닌 도( )로 입력받는다는 것이다.
또한

의 “i*(360/n)"에서 볼 수 있듯이,

트로 코딩할 수 있다. 이 블록은

블록에는 간단한 수식을 직접 텍스

과 동일하게 작동한다.

이제, n=36인 경우의 위 전체 코드를 실행해보면 다음과 같이 36개의 점이 일정한 간격으로 생성됨
을 확인할 수 있다.
   

d=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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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다음 코드를 통해 원의 둘레 있는 점들을 일정한 간격으로 연결하여 동일한 길이의 현을 여러 개
생성할 수 있다.

5

가. 중학교 1학년 좌표평면과 그래프

알지오매스로
수업하기

경희여자고등학교
교사 홍창섭

그래프 그리기
⦁ 다음 그래프를 알지오매스를 이용하여 그려 보시오.

최종코드와 실행결과는 다음과 같다.
코드

실행결과

<강옥기 외, 2015 개정 중학교 수학1, 동아출판, 123쪽>
1) 환경 설정 버튼
을 선택하여 나타난 환경설정 창에서 ‘X, Y축 범위 설정’을 ON으로 하고,
축과 축의 길이를 아래와 같이 설정한 후 확인을 선택한다.
코드를 수정하면 다양한 형태의 스트링 아트를 만들 수 있다.

2) 대수창의 입력칸에 다음과 같이 함수식과 범위를 입력하고 Enter를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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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학교 3학년 이차함수

알지오매스로
수업하기

- 이차함수를 평행이동하기
⦁ 이차함수
이차함수

의 그래프를 축의 방향으로 -2만큼, 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면
의 그래프가 됨을 알지오매스를 이용하여 관찰하여 보자.

1) 대수창의 입력칸에 ‘y=-2x^2’를 입력하고 Enter를 누른다.

나. 중학교 2학년 일차함수
-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래프로 가지는 일차함수의 식 구하기
⦁ 두 점 (-1, 1), (1, 2)를 지나는 직선을 그래프로 가지는 일차함수의 식을 알지오매스를 이용하여
구하시오.
1) 점 도구
를 선택하고 기하창의 (-1, 1), (1, 2)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각 클릭한다.
  (대수창 입력칸에 ‘(-1, 1)’, ‘(1, 2)’를 각각 입력해도 된다.
를 선택하고 기하창에 ①에서 나타난 두 점을 차례로 클릭하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2) 직선 도구
이 그려진다.
’임을 알 수 있다.
3) 대수창의 입력칸을 보면 구하는 함수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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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우스로 기하창의 이차함수
의 그래프를 클릭한 상태로 축의 방향으로 -2만큼,
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면 이차함수의 식이
로 바뀐 것을
대수창에서 확인할 수 있다.

52

Manual Book

5

삼정중학교
교사 권영기

알지오매스로
수업하기

가. 수업 개요

② 과제 만들기
AlgeoMath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 별도의 사용 설명을 하지 않고, 직접 소프트웨어를 다루면서
사용법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미션형 과제를 만들기로 계획하고, 4개의 미션 과제를 미리 만
들어 두었다.

◦ 일시 : 2018.06.20.(수) 15:30~16:15(45분)
◦ 장소 : 삼정중학교 컴퓨터실
◦ 대상 : 삼정중학교 수학체험동아리 2학년 학생

나. 세부 수업 내용 (수업의 흐름)
◦ 활동1(10분) : 크롬브라우저 설치, AlgeoMath 사이트 접속, 회원 가입 및 모둠가입
◦ 활동2(10분) : 알지오도형 살펴보기
- 교사의 별도 설명 없이 자유롭게 소프트웨어 경험하기
- 점, 직선, 원, 다각형 도구 위주로 살펴보기
◦ 활동3(25분) : 알지오문서를 이용하여 도형 작도 미션 수행하기
- 미션1 : 선분, 원, 교점 도구만 이용하여 주어진 선분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 작도하기
- 미션2 : 직선, 원, 교점 도구만 이용하여 주어진 선분의 수직이등분선 작도하기 → 중점 찾기
- 미션3 : 선분, 수직이등분선, 교점 도구만 이용하여 직사각형 안에 내접하며 대각선을 공유하는 마
름모 작도하기
- 미션4 : 점, 선분, 수직이등분선, 교점 도구만 이용하여 원의 중심 찾기 → 찾은 중심 이용하여 원
에 내접하는 정사각형 작도하기

미션 과제를 만들기 위해 우선 상단의 「도형」버튼을 눌러 「문서」에서 사용할 도형 파일을 제작하였다.

다. 수업 준비하기
① 모둠 생성하기
알지오문서를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업을 하기 위
해 미리 모둠을 생성하고, 문서를 업로드 할 「과제게시판」을 생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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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 파일들을 저장하기 전에는 학생들에게 모든 기하 도구를 제공하지 않고, 필요한 최소한의 점, 교
점, 선분, 직선, 원(중심과 한 점) 도구만을 이용하여 주어진 선분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을 작도하
도록 하기 위해 「기하도구 설정」에서 해당 도구만을 체크한 후 파일을 저장하였다. 단, 미션3과 미션4
에서는 점, 교점, 선분, 직선, 원 도구 외에도 ‘수직이등분선’도구를 함께 설정하고 저장하였는데, 각 과
제에 따라 또는 대상 학생에 따라 필요한 기하 도구를 설정하여 저장하고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동적 기하 소프트웨어와 차별성을 갖는 AlgeoMath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라. 수업 진행하기
① 학생 회원가입 및 로그인
본격적인 수업을 하기 위해 학생들을 AlgeoMath 사이트에 접속시킨 후 회원가입을 하도록 했다. 회원
가입은 SNS 로그인이 가능한데,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페이스북, 구글, 네이버, 카카오톡의 계정을
이용하여 가입할 수 있었다. 단, 만 14세 미만인 학생들 중에 SNS를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사이트의
계정이 없는 학생들은 회원가입에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었다. 따라서 수업 전에 이메일 계정을 집에
서 만들어 오거나 미리 암호를 알아오도록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제작해 둔 도형 파일들을 이용하여 실제 과제로 제시할 문서 파일들을 제작하였다. 각 문서는
과제에 대한 설명, 교과서에서 캡쳐한 개념 설명, 미리 제작해 둔 도형파일 등을 삽입하여 제작하였다.
문서에서 도형 파일을 불러왔을 때엔 도형 파일을 저장할 때 설정한 기하도구만 사용할 수 있게 불러
와졌고, 「설정」도구는 사라진 상태라 학생들이 과제를 해결할 때, 주어진 도구만을 이용하여 과제를 해
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② AlgeoMath 탐색하기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후 약 10분간 「도형」모드에서 스스로 소프트웨어를 다루어 보도록 하고 그 모습
을 관찰하였다. 학생들은 여러 가지 기하 도구 아이콘을 클릭해보며 점찍기, 선그리기, 원 그리기, 다각
형 그리기 등을 해보기도 하고, 대수창을 열어 살펴보기도 하고, 블록코딩에 관심을 가지기도 하였다.
전체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소프트웨어의 사용 방법을 익히는 것처럼 보였다.

③ AlgeoMath로 과제 해결하기
학생들을 미리 만들어 둔 모둠에 가입시켰다. 과제가 있는 게시판에서 미션1~4를 차례대로 해결하도
록 하였는데, 각 문서에서 주어진 미션들을 미리 저장해둔 도구들만을 이용하여 해결하였다. 수학체험
동아리 학생들이라 수학에 관심이 있기는 하지만, 동적 기하 소프트웨어를 처음 다루어보는 것이고, 1
년 전에 자와 컴퍼스로 간단한 작도 몇 가지를 해본 것이 전부인 학생들이라 실제 AlgeoMath를 이용
해서 어떻게 작도를 할까 유심히 관찰했는데, 생각보다 수월하게 각 미션들을 완료하였다. 실제 자와
컴퍼스로 하는 작도는 점을 찍거나 선이나 원을 그린 후, 하려던 방법이 틀린 것을 알았을 때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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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도형 중 일부를 지우거나 전 단계로 되돌아갈 때 불편할 수 있는데, 동적 기하 소프트웨어는 그
런 면에서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어 다양한 시도를 해보며 탐구하는 모습이 좋아 보였다. 실제로 자와
컴퍼스는 ‘이렇게 그리면 될까?’라는 물음이 생각보다 커서 자신이 생각한 것을 그대로 그려내기 어려
운 측면이 있지만, 소프트웨어는 그렸다가도 아니다 싶을 때 클릭 몇 번만으로 지울 수 있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쉽게 시도해 보며 도형을 만들 수 있었다는 학생들의 이야기도 있었다.  

6

알지오매스
추천 콘텐츠

(교사연구단 추천 콘텐츠, 2018년 7월 1일 버전)

- 알지오매스 사이트(algeomath.kr) 검색창에서 콘텐츠 명을 검색해 보시면 해당 콘텐츠를 찾아볼 수 있
으며, 수업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번
1
2
3
4
5

<미션 1 완료 화면>

<미션2 완료 화면>

6
7
8

성취기준

콘텐츠 명
(도형) 수직선 위에 무리수 표현하기

[9수01-08] 무리수의 개념을 이해한다.
[9수01-08] 무리수의 개념을 이해한다.

평면에 정사각형을 그려 봐요!

[9수02-12]다항식의 곱셈과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

순서쌍과 좌표

[9수03-01]순서쌍과 좌표를 이해한다
[9수03-01]순서쌍과 좌표를 이해한다

제몇사분면의 점일까?

[9수03-02]다양한 상황을 그래프로 나타내고,
주어진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다.

11
12

[9수 03-03]정비례, 반비례 관계를 이해하고,  
그 관계를 표, 식,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

y=a/x에서 a값에 따른 그래프변화
y=ax의 그래프 그리기
y=a/x의 그래프 그리기
그래프 위의 한 점을 지나는 직사각형
일차함수와 그 그래프

15

일차함수 그래프 그리기

18

평행이동과 일차함수의 그래프

[9수03-05]일차함수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일차함수의 그래프의 성질1
일차함수의 그래프의 성질2

19

일차함수의 그래프 그리기

20

일차함수의 그래프 그리기

21

일차함수의 활용1

22
23
24

[9수03-06]일차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일차함수의 활용2
사라진 사각형
직선으로 그리는 곡선

25

일차함수 그래프 그리기

26

연립방정식의 해의갯수에 대한 탐구

27

57

충분하지 않은 자료의 그래프

14

17

<미션 4 완료 화면>

함수의 그래프

13

16

<미션 3 완료 화면>

함수의 뜻

y=ax에서 a값에 따른 그래프 변화

9
10

도형으로 보는 곱셈공식

[9수03-07]일차함수와 미지수가 2개인
일차방정식의 관계를 이해한다.

미지수가 두개인 방정식이 직선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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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62
63
28
29

중3. 이차함수 (y=ax^2)

[9수03-09] 이차함수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64

이차함수 (y=a(x-p)^2 +q)

65

(도형) 이차함수 그래프

66

직선이 만드는 예술

68

32

[기본개념] 동위각과 엇각

69

33

[기본개념] 평행선과 동위각, 엇각

30
31

34
35

[9수03-10]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을
이해한다.
[9수04-01]점, 선, 면, 각을 이해하고, 점, 직선,
평면의 위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9수04-02] 평행선에서 동위각과 엇각의 성질을
이해한다.

평행선을 이용한 착시 효과 탐구
보조선을 활용하여 각의 크기 구하기

36

평행선의 성질

37

(도형) 정육각형의 작도

38

길이가 같은 선분의 작도

39
40

크기가 같은 각의 작도

[9수04-03]삼각형을 작도할 수 있다.

삼각형의 작도1

41

삼각형의 작도2

42

삼각형의 작도3

43

(도형) 삼각형의 합동

44

SSS 합동 조건

[9수04-06]부채꼴의 중심각과 호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부채꼴의 넓이와 호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부채꼴의 중심각과 넓이의 관계
부채꼴의 중심각과 현의 길이의 관계
각뿔대

[9수04-07]다면체의 성질을 이해한다.

정다면체
회전체

[9수04-08]회전체의 성질을 이해한다.

만화경

67

70

부채꼴의 중심각과 호의 길이의 관계

이등변삼각형의 작도
[9수04-10]이등변삼각형의 성질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도형) 이등변삼각형성질1
이등변삼각형의 성질2
(도형) 수평계4

71

피라미드 속의 이등변삼각형

72

세 점에 이르는 최단거리

73

뒤집어진 삼각형 맞추기

74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

75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을 활용한 외심

76
77
78

삼각형의 종류에 따른 외심의 위치
[9수04-11] 삼각형의 외심과 내심의 성질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외심 작도 설명과 성질
삼각형의 외심을 이용한 외접원 작도

79

내심의 성질

80

삼각형 ABC의 내접원 작도

81

삼각형의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82

삼거리에서 교통신호동 설치

83

삼각형의 내심과 넓이

SAS 합동 조건

84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

ASA 합동 조건

85

여러 가지 사각형 사이의 관계 1

48

SSS합동 작도

86

49

삼각형의 합동 이용한 문제

87

50

다각형의 외각의 크기의 합

88

51

별_내각의 합

89

평행선과 도형의 넓이 사이의 관계

52

삼각형의 내각과 외각

90

평행선과 도형의 넓이사이의 관계

53

정다각형

91

삼각형의 무게중심

54

정다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92

평행선 사이에 있는 선분의 길이비

다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93

56

다각형의 외각의 크기의 합

94

57

삼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

95

58

다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

96

삼각형에서 평행선과 선분의 길이

59

삼각형의 내각과 외각의 성질

97

삼각형의 중점 연결정리

45
46
47

55

[9수04-04]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두 삼각형이 합동인지 판별할 수
있다.

[9수04-05]다각형의 성질을 이해한다.

59

합동인 삼각형을 찾아라!

[9수04-12]사각형의 성질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9수04-15]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를
구할 수 있다.

60

여러 가지 사각형 사이의 관계 2
평행사변형 관련 문제
평행선과 넓이

삼각형의 무게중심 작도 및 성질 탐구
삼각형의 무게중심 작도 및 성질 탐구
평행선 사이의 길이의 비 탐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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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자문위원
이지윤 박사
98

(도형) 피타고라스의 정리

99

피타고라스정리(가필드의 증명)

100

피타고라스 정리(넓이 비교하기)

101

피타고라스의 정리

102

피타고라스의 정리(도형의 닮음비
활용하기)

103

[9수04-16]피타고라스 정리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와 원의 반지름

105

연동장치와 피타고라스의 정리(1)

106

연동장치와 피타고라스의 정리(2)

107

연동장치와 피타고라스의 정리(3)

108

Haberdasher puzzle

110
111
112
113

[9수04-17]삼각비의 뜻을 알고, 간단한 삼각비의
값을 구할 수 있다.
[9수04-18]삼각비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특수각의 삼각비 알아보기
임의의 예각의 삼각비 구하기
삼각비를 이용하여 문제 해결하기
삼각형과 사각형의 넓이
나폴레옹의 삼각형

115

현을 이용한 드림캐쳐 디자인

116

(도형)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118

[9수04-19]원의 현에 관한 성질과 접선에 관한
성질을 이해한다.

원의 중심과 현(1)
원의 중심과 현(2)

119

원의 중심과 현의 길이(1)

120

원의 중심과 현의 길이(2)

121

원의 접선

122

골인하기 좋은 위치는?

123
124

- 알지오매스 메인 화면에서 다른 사람이 만든 도형 자료 중 마음에 드는 것을 클릭합니다.

닮은 직각삼각형 변의 길이의 비 탐구

114

117

[1단계] 다른 사람이 만든 문서 파일 선택하기

히포크라테스의 초승달

104

109

[1단계] 다른 사람이 만든 문서 파일 선택하기
[2단계] 내가 원하는 대로 문서를 수정하여 나의 학습자료 만들기

네 점이 한원 위에 있을 조건

[9수04-20] 원주각의 성질을 이해한다.

원주각과 호

125

원주각의 성질

※ 콘텐츠는 활동지 형태인 알지오문서로 개발되었으나, 일부는 알지오도형인 경우도 있음.
알지오도형으로 만들어진 콘텐츠는 콘텐츠 명 앞에 (도형)로 구분하여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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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내가 원하는 대로 문서를 수정하여 나의 학습자료 만들기
- 도형 화면을 클릭하면 문서를 편집할 수 있는 창이 다음과 같이 열립니다.
   우측 편집 버튼을 눌러 나의 학습 의도에 맞게 문서를 편집합니다.

7

자주하는
질문
가. 제 컴퓨터만 그런 것 같은데 일부 기능에 문제가 생겨요
현재 시범 서비스 초기 단계이다 보니 종종 오류가 발견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패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크롬 등 브라우저에서 실행코드를 과거 버전을 캐쉬로 갖고 있는 경우에
최신코드가 실행되지 않아서 버그가 계속 발생하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사이트 반응이 자연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반드시 캐쉬 초기화를 한번 해 보실 것을 권해드리며,
지속적인 기능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크롬의 경우 캐쉬 초기화 단축키 Ctrl + F5 )

나. 오프라인에서 사용가능한가요?
준비중에 있습니다. 시범 운영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 상단에 텍스트, 사진넣기, 동영상 넣기, 도형 불러오기 등의 기능을 사용하여 나의 학습 의
도에 맞게 문서를 편집합니다.
- 좌측 메뉴를 열어 공개여부, 태그 등을 입력합니다.
- 우측 저장버튼을 클릭한 후, 저장 위치를 지정하여 저장합니다.(저장기능은 로그인 후 지원
됩니다.)

다. 만든 파일의 저장은 어디에 되나요?
저장 기능은 로그인 후 사용할 수 있으며, 로그인 후 내문서(메인페이지 오른쪽 상단)에서 저장하신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수식에 대한 스타일을 변경하고 싶어요.
준비중에 있습니다.

8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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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오매스 홈페이지 → 개선요청 게시판은 자유롭게 알지오매스에 대한 개선 의견을
올릴 수 있는 오픈게시판입니다. 알지오매스에 대한 현장의 좋은 의견 주시면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 단순 버그신고는 알지오매스 공식 이메일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알지오매스 공식 이메일 : algeomath@kofa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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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함께하신
분들

교육부
융합교육팀 팀장 안웅환
사무관
                     김  진
연구사
                      백재흠
한국과학창의재단 창의융합교육단
                 
과학수학교육개발실

단장
실장
연구원

이정규
이환철
정나리, 진소현, 강웅

개발업체 ㈜셈웨어, ㈜엑스오소프트
기획자문위원
소속
상명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고려대 영재교육원
한성과학고등학교
경희여자고등학교
삼정중학교

직위
교수
겸임교수
연구원
교사
교사
교사

성명
김화경
임완철
이지윤
최인용
홍창섭
권영기

직위
교사
교사
교사
교사
교사
교사
교사
교사
교사
교사
교사
교사
교사
교사
교사
교사
교사
교사
교사
교사
교사
교사
장학사
교사
교사
교사
교사
교사

성명
김유정
오세준
조성윤
김무진
원태경
곽정아
정중기
전효진
강희경
조은지
김권영
전태환
홍종윤
홍지연
이정환
정미영
이미경
남궁연
정경욱
석은미
문준희
이국희
김소희
김승수
김희범
박철휘
정승원
허   선

교사연구단
소속
창덕여자중학교
이화금란고등학교
경기여자고등학교
부산사대부고등학교
동래고등학교
경북고등학교
대구고등학교
가림고등학교
인천예일고등학교
신가중학교
서대전고등학교
대전동신과학고등학교
문현고등학교
울산여자고등학교
한국교원대학교(파견중)
두루고등학교
버들중학교
속초여자고등학교
삼성중학교
봉명고등학교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
온양한올고등학교
정읍교육지원청
전주신흥고등학교
보성복내중학교
구례고등학교
창원중앙고등학교
오름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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