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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체 학습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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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회전체 학습 어플리케이션은 3D그래픽과 터치 기능을 이용하여 조작감과 실재감을 

높일 수 있으며 기존의 회전체 학습 콘텐츠가 가졌던 제약들을 극복할 수 있다.본 연구는 초·중등 수학교육의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회전 클래스’를 설계하고,설계한 클래스와 안드로이드 API,OpenGLES를 활용하여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 기기에서 구동되는 학습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회전체 학습 어플리케이션은 학습자의 스마트 기

기에서 구동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학습 환경에서 사용가능하며,학습자가 손쉽게 다양한 평면도형을 회전시켜 회전

체를 만들어 관찰할 수 있어 도형과 관련된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주제어 : 회전체,어플리케이션,학습 콘텐츠,실재감,활용도,스마트 기기

Abstract  The learning application of the rotating object utilizing smart devices, it is possible by using the 

touch functionality and 3D graphics to enhance the realism and operational feeling, an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learning content existing. In this study, I designed a "rotation class" based on the learning 

contents of elementary and middle mathematics education and developed the learning application which driven 

by smart Android-based device by using Andoroid API class and the OpenGL ES Because this application is 

driven by the smart devices,  learners easily can make the rotated objects and observe them. It can be utilized 

in various for elementary and middl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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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날의 등학교 수학교육은 Piaget의 조작 구성

주의이론에근거하여구체물을조작하는활동에기 하

여 수학 개념과 원리를 학습할 것을 요하게 생각하

고있다.이러한생각들은스마트폰과태블릿PC와같은

스마트 기기들의 보 과 함께 스마트 기기에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와 어 리 이션의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의 스마트 기기에는 CCD,터치 센서,가속도 센

서,GPS등의 각종 센서들뿐만 아니라 고해상도 3D

그래픽화면도고속처리가가능한 앙처리장치와그래

픽처리장치(GPU)가 장착되어 있다. 에는 고성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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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나 용 게임 기기에서만 즐길 수 있었던 3D게임도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실행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수학교육의 많은 역에서 교수자

학생들이활용할수있는스마트기기용콘텐츠와어

리 이션은매우부족한상황이다.이 까지개발되었

던 학습 어 리 이션들은 부분 PC를 기반으로 개발

되었기 때문에 스마트 기기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2013

년 7월 재 ··고등학생의 69.1%가 스마트폰을 보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스마트 기기들을 학습 상황

에 히활용하려면스마트기기용학습콘텐츠 어

리 이션의 개발이 무엇보다 먼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의 수업 장에서는 회 체를 학습하는 데 나무

젓가락과 같은 회 축에 다양한 평면도형 종이를 오려

붙여 손바닥 사이에 넣고 비벼 돌리기나 회 체와 련

된 동 상 콘텐츠 래시나 자바 애 릿을 활용한

CAI WBI 로그램등이활용되고있다.하지만나무

젓가락 비벼 돌리기는 학습 교구를 만드는데 많은 시간

이소요되며,회 잔상에의해보이는회 체가잘보이

지 않는다는 문제 이 있다.동 상 콘텐츠 래시나

자바애 릿을활용한학습콘텐츠들은직사각형과삼각

형,반원 등으로 만들어진 몇 개의 회 체만 체험할 수

있고, 찰자의 시 이 고정되어 있거나 제한되어 있어

자유롭게 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한 기존의 학습

로그램들은PC에서만구동되므로학습자모두가개별

으로 자유롭게 회 체를 탐색하려면 컴퓨터실을 사용

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어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의 스마트 기기를 활용

하여 간단한 손가락 조작만으로도 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회 체 학습 어 리 이션을 개발하고자 한다.

개발한 학습 어 리 이션은 학습자들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므로 교실 환경에서도 활용도가 높으며,학습자

는 자신이 원하는 모양의 다양한 회 체들을 자유롭게

만들어 보는 데에서 흥미를 느끼고 자기 주도 으로 회

체를학습할수있다. 한3D그래픽을활용하여실재

감을 높이고,터치기능을 활용하여 자유로운 조작

찰 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여 구체 조작물로서 수

업에 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본 연구와 련 있는 이론을 설

명하고,3장과4장에서는각각본연구의개발내용과수

업 장에서의활용에 해서설명하며,5장은본연구의

결론이다.

2. 이론적 배경

2.1 조작적 구성주의

구성주의이론에따르면지식은수동 으로받아들여

지는 것이 아닌 학습자에 의해 능동 으로 구성되는 것

이다.이러한 에서 보면 수학교육의 목 은 학습자

에게수학 지식을능동 으로구성할수있게하는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은 르네상스 정신과 함께 시작하여 20세

기 Dewey를 거쳐,오늘날까지 등학교 수학에 커다란

향을 미치고 있다.Dewey의 실용주의에 이어 지식을

형성하는 과정을 과학 으로 체계화한 Piaget의 조작

구성주의는 수학교육의 이론 토 가 되고 있

다.[1]

…

↓

Content
↓

Form1

↓

Reflechissante
Internalizing

↓
Thematization

↓

Reflection
Equilibration

(AssimilationorAccommodation)

↓

Content
↓

Form2

↓
…

[Fig. 1] A process of reflective abstraction

Piaget는사람의인지구조가감각운동 행동의단계

로부터 시작하여 구체 조작의 단계,가설 연역 조작

의단계까지발달한다고보고,동화-조 과함께반

추상화를 통하여 논리-수학 지식이 구성된다고 보았

다.[Fig.1]과 같이 반 추상화는 가장 처음 단계인

경험 추상화로부터발생하여정신활동을통한표상의

과정을거쳐마지막반성의단계로이루어진다고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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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반 추상화에따른수학-학습지도를홍진

곤은단순히행동 조작으로만수업이그치는것이아

닌 행동,조작을 학습자에게 내면화 하여 반성에 이르도

록하는수업방식으로,반성된새로운개념은이 의개

념을 포함하면서 더 발 된 형식으로 구성이 되도록 유

도하는 것이라고 말한다.[2]

2.2 기존의 회전체 학습 프로그램 분석

2.2.1 기존의 회전체 교구

2007 등학교 교육과정 6-나 수학 교과서에는 다양

한 평면도형 종이를 오려서 나무젓가락 끝에 붙여 손바

닥 사이에 넣고 비벼 돌리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

다.[3,4,5]실제로 이 방법을 수업 시간에 활용하면 상당

한시간을교구를만드는데할애하게될뿐만아니라손

바닥으로 비벼 돌려야 하므로 일정한 모양의 회 체로

보이지 않는다.

시 에는 와 같은 평면도형을 붙인 나무젓가락을

일정하게 회 시키기 한 교구도 개발되어 있다.회

체 탐구 놀이 세트라는 이름으로 매되고 있지만 조립

하는데추가 인시간이필요하며구입비용도소요된다.

2.2.2 기존의 회전체 학습 프로그램의 한계

회 체학습과 련된기존의 로그램들을살펴보면

그래픽 동 상 콘텐츠, 래시나 자바 애 릿을 활용한

CAI WBI 로그램 등이 있다.[6,7,8]기존의 회 체

학습 로그램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Table1]과 같다.

3DMax나 Sketch-up등을 이용하여 만든 동 상 콘

텐츠는평면도형이1바퀴회 할때그리는자취가회

체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지만 시 이 고정되어 있고,직

사각형과 삼각형,반원 등으로 만들어진 몇 개의 회 체

만 체험할 수 있다.

래시와자바애 릿으로만들어진학습 로그램들

은 부분 PC에서는 구동되지만 스마트 기기에서 제

로 작동되지 않았다. 래시로 만든 학습 로그램은 회

체를바라보는사용자의시 을바꾸는기능이부분

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자바 애 릿으로 만든 학습 로

그램은 사용자의 시 이 고정되어 있다.

자바애 릿으로만든학습 로그램에는학습자가자

유롭게 그린 평면도형을 회 시켜 만들어지는 회 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포함되어 있지만 다각형에 한해서

가능할 뿐 원이나 타원 같이 곡선을 포함한 평면도형은

불가능하 다.

<Table 1> Comparison of the features of the 

existing learning programs

Features
Movie

clip

Flash

animation

Java

applet

using3Dgraphic ○ ○ ○

Runningoncomputers ○ ○ ○

Runningonsmartphones ○ × ×

Changingviewpoint × △ ×

Drawingvariousshapes × × △

(○:available,△:partlyavailable,×:unavailable)

2.2.3 개선 방향

등학교에서 학습에 사용되는 어 리 이션은 과학

속도계산 학습[9]과 식물의 한 살이 학습[10]등이 있고

많이 사용되고 있다.이들의 공동 인 특징은 자기주도

으로학습할수있게한것이다.본연구의학습소재

인동 상이나 래시로제작한회 체학습 로그램은

학습자가 자유롭게 조작하면서 탐색하기보다는 미리 만

들어진무비를보는데그치는수 이므로학습자의자기

주도 인 학습이 어렵다. 한 기존의 래시나 자바 애

릿으로만들어진회 체들은 부분정해진한시 에

서만 찰이가능하거나마우스클릭을통해부분 으로

만바꿀수있어사용자의자유로운조작이허용되지않

아 불편하 으며 입체감도 떨어져 실재감이 덜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개발된 자료들의 분석을 통해 얻

어진 와 같은 문제 들을 보완하고 스마트 기기에서

구동하기에 합한회 체학습 로그램을개발하여활

용하고자 한다.

3. 회전체 학습 어플리케이션 개발

3.1 개발 방향과 절차

3.1.1 개발 방향

첫째,안드로이든 기반의 스마트 기기에서 사용 가능

하도록 한다.

둘째,3차원 공간에 입체도형으로 나타내어 실재감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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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pe Contents

The

rotating

object

∘understandingtherotatingobject

∘makingaspherebyrotatingahalfcircle

∘knowingandunderstandingasphere's

components

∘checkingforcutsectioninvariousdirections

ofcylindricalthings

∘checkingfortherotatingobjectbyrotating

variousplanefigures

셋째,기존학습 로그램에비해보다유연하고편리

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자유로운 시 에서 찰가능

하게하고학습자의흥미를유발하여학습효과를높인다.

넷째,사용자가 자유롭게 그린 평면도형에 한 회

체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3.1.2 개발 절차

에서제시한개발방향에맞춰서객체지향 로그래

의원리에따라회 체클래스와안드로이드용학습어

리 이션을 설계하기 때문에 구 API[11]을 이용한다.

첫째,2007개정[3] 2009개정 ·등수학과교육

과정과 교과서[4,5]를 분석하여 회 체와 련된 구체

인 학습 요소를 추출한다.

둘째,추출한회 체요소와학습요소를바탕으로회

체 객체의 속성과 메서드를 정의한다.

셋째,정의한 속성과 메서드와 련하여 안드로이드

API에서 제공하는클래스들을활용하여 ‘회 체 클래스’

를 설계한다.

넷째,안드로이드 API가이드에 따라 ‘회 체 클래스’

를활용하여안드로이드기반의스마트기기에서실행되

는 ‘회 체 학습 어 리 이션’을 개발한다.

3.2 회전체 클래스 설계

3.2.1 초·중등 수학과 교육과정 분석

[Table2]와 같이 2007개정 교육과정에서 6-나의 원

기둥과 원뿔 단원에서 다루었던 회 체에 한 내용이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교 1학년의 내용과 통합

되었다. 재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에서 다루는 주요 학

습 내용은 [Table3]과 같다.

<Table 2> Contents related with the rotating 

object in the national curriculum 

[3,4,5]

National

Curriculums
Contents(grades)

2007RevisionStudentsunderstandtherotatingobject.(6-나)

2009Revision
Studentsknowmeaningoftherotatingobject

andunderstandit'sfeatures.(7)

<Table 3> Contents related with the rotating 

object in the textbook

3.2.2 회전체 객체 정의

객체는 상태를 나타내는 속성(attribute)와 행동 양식

을나타내는메서드(method)로서정의된다.회 체객체

를 정의하기 해서는 회 체의 개념 정의를 기 로 속

성과 메서드를 규정지어야 한다.회 체의 개념 정의는

다음과 같다.

회 체는평면도형을한직선을축으로하여한번돌

려 얻는 입체도형으로 정의한다.이때 축으로 사용한 직

선을 회 축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회 체의 개념 정의에 기 하여 회 체는

그 모양과 크기와 련된 요소들을 속성으로 가지며,이

러한 속성에 근하고 변형시킬 수 있는 연산을 메서드

로 가진다.

따라서 ·등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추출한 회 체

요소와 회 체 요소별로 정리한 학습 요소를 바탕으로

·등 수 의 도형 객체를 새롭게 정의할 수 있다.각

도형 객체마다 필요한 속성과 메서드를 분석하 고,이

는 [Table4]와 같다.

<Table 4> Attributes and methods of the object 

of the rotating object

Object AttributesandMethods

The

rotating

object

Attributes

∘shapeofaplanefigure

∘color

∘transparency

∘positionofthecutsection

Methods

∘creatingtherotatingobjectby

rotatingaplanefigure

∘changingcolor

∘changingtransparency

∘cuttingandrestoring

3.2.3 회전체 클래스 설계

앞에서 분석한 ·등 수학 수 의 회 체 객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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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s Userinterfaces Action

Drawing

aplane

figure

pressthebutton

ofrectangle
Drawingarectangle

pressthebutton

oftriangle
Drawingatriangle

pressthebutton

ofhalfcircle
Drawingahalfcircle

pressthebutton

ofcicle
Drawingacircle

pressthebutton

ofuserdrawing
Userdrawingfreely

Rotation

ofthe

plane

figure

swipethescreen

usingonefinger

Rotatingtheplane

figure.Moreswipe

fastly,morerotate

fastly.Creatingthe

rotatingobjectwhen

speedofrotationreach

themaximum speed.

pushthescreen

withonefinger

Decreasingrotation

speed

Observati

onofthe

rotation

object

dragthescreen

withonefinger
Changingviewpoint

pinchinoroutthe

screenwithtwo

fingers

Zoominginorout

pressthebutton

ofmagnifier

Drawingwithsurfaces

orlinesorpoints.

pressthebutton Changingsizeofthe

객체 AttributesandMethods

The

rotating

object

Attributes

∘verticesofaplanefigure

∘verticesoftherotatingobject

∘color

∘transparency

∘positionofthecutsection

Methods

∘creatingverticesoftherotating

object

∘drawingtherotatingobject

∘deletingtherotatingobject

∘changingcolor

∘changingtransparency

∘cuttingandrestoring

바탕으로회 체클래스를다음[Table5]과같이구성하

다.

<Table 5> Attributes and methods of class of the 

rotating object

3.3 인터페이스 개발

3.3.1 인터페이스 개발의 주안점

본 연구에서 설계한 학습 어 리 이션의 주안 은

안드로이드기반의스마트기기를활용하여 구나손쉽

게 평면도형을 그려 회 체를 생성하고,간편한 조작으

로회 체를자유롭게 찰할수있도록하여학습의효

과 활용도를높이는것이다.기존회 체학습 로그

램이지녔던조작의어려움, 찰시 변경의제약등을

개선하여학습자가자기주도 인탐색활동을통해회

체를 보다 직 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개발한다.

3.3.2 어플리케이션 사용자 시나리오 분석

·등수 의학습자가간편하게조작할수있는인

터페이스를설계하기 해분석한어 리 이션사용시

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첫째,스마트 기기에서 아이콘을 터치하여 학습 어

리 이션을 구동한다.

둘째,화면에 앙에 회 축과 함께 오른쪽에는 평면

도형을그릴수있는도화지 역이,왼쪽에는그리기단

추 모음이 표시되면서 간단한 사용 안내 메시지를 잠시

동안 표시한다.

셋째,학습자가 그리기 단추 모음에서 평면도형을 선

택하면 도화지 역에 해당 도형이 표시된다.(단,자유

형을터치했을경우에는평면도형 역에학습자가자유

롭게 그릴 수 있다.)

넷째,학습자는 그려진 평면도형을 손가락으로 쓸어

넘겨 회 축 심으로 평면도형을 회 시킨다.

다섯째,손가락으로 계속 쓸어 넘길수록 회 속도는

증가하며,일정한 회 속도에 도달하면 회 체가 생성

된다.

여섯째,학습자는 생성된 회 체를 한 손가락으로 움

직이면서 돌려보거나,두 손가락을 벌리거나 오므려 확

는 축소할 수 있으며,세 손가락으로 이동시키면서

자유롭게 찰한다.

일곱째,스마트 기기의 되돌아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처음화면으로 되돌아간다.

3.3.3 어플리케이션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

회 체 학습 어 리 이션 사용자 시나리오 분석에

따라학습자입장에서간단하면서직 으로조작할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하고자 하 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는 [Table6]과 같고,개발된

회 체 학습 어 리 이션의 화면은 [Fig.2]와 같다.

<Table 6> Design of the user interface



회전체 학습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활용

554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4 Jun; 12(6): 549-557

ofpivotaxis pivotaxis

pressthebutton

oftransparency
Changingtransparency

pressthebutton

ofcutting

Cuttinginvarious

directionandshowing

cutsection.Restoring

thefirststate.

[Fig. 2] The initial screen of the leaning 

application of the rotating object

화면 앙의회 축을기 으로오른쪽에는평면도형

을그릴수있는도화지 역을배치하 고,왼쪽단추를

러 도화지에 몇 가지 평면도형을 그릴 수 있다. 를

들어 ‘반원 그리기’를 을 땐 [Fig.3]과 같이 반원을,

‘자유롭게그리기’를 을땐[Fig.4]와같이학습자가

원하는 로 다양한 모양의 도형을 그릴 수 있다.

[Fig. 3] Drawing half circle

[Fig. 4] User can draw various shapes

학습자가평면도형을손가락으로쓸어넘기면평면도

형은 회 하기 시작하며 오른쪽 상단에는 회 속도를

알려주는 별 수가 표시된다.사용자가 계속해서 쓸어

넘길경우회 속도는빨라지지만아무것도하지않으

면 느려진다.사용자가 화면의 같은 곳을 르고 있으면

멈춤 기능이 작동돼 회 속도는 격히 어든다.

[Fig. 5] Rotating of a plane figure

회 속도가빨라져별 수가모두차게되면[Fig.6]

과 같이 회 체가 생성된다.이때 학습자는 평면도형이

회 하면서 차회 체의모양으로변화되는모습을

찰할 수 있다.

[Fig. 6] Creating the rotating object

학습자는 [Fig.7]과 같이 스마트 기기에서 일반 으

로사용되는 한 손가락,두 손가락,세손가락 조작 방법

을그 로사용하여생성된회 체의각도를조정하거나

확 /축소 는 이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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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hanging viewpoint freely by touching 

and swiping the screen with one or two 

fingers

한 [Fig.8],[Fig.9]와 같이 선이나 으로 그려진

회 체의 모습으로 바꾸거나 회 체의 투명도를 변경하

여회 체내부나회 시켰던평면도형의모습을 찰할

수 있다.

[Fig. 8] Drawing with lines

[Fig. 9] Changing transparency

[Fig.10]처럼학습자가 원하는방향으로 회 체 단

해 볼 수 있는 기능도 지원된다.이때 회 과 확 /축소

기능을 이용하여 그 단면과 내부를 자유롭게 찰할 수

있다.

[Fig. 10] Cutting the rotating object in various 

direction and observing cut section

학습자는 [Fig.11]과같이 언제든지스마트기기의 되

돌아가기 단추를 클릭하여 회 체 학습 어 리 이션을

종료할 수 있다.

[Fig. 11] End of the application

4. 회전체 학습 어플리케이션 활용

개발된 회 체 학습 어 리 이션을 보다 쉽게 활용

할수있도록수학과교육과정의학습주제에따른활용

방안은 다음과 같다.

4.1 2007-초등학교 6학년  (2009개정-중학

교 1학년) 수학과 활용

등학교교육과정수학과6학년도형 역에서회

체와 련된 학습내용 회 체 학습 어 리 이션의

활용은 [Table7]과 같다.



회전체 학습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활용

556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4 Jun; 12(6): 549-557

<Table 7> Application to Math of 6 or 7 

           graders[3,4,5]

Grade
Chapt

er
Learningcontents

Application

oftheapp.

6-1

(2007

revision)

or

7-1

(2009

revision)

2.

Cylin

-der

and

Cone

∘knowingand

understandinga

sphere'scomponents

○

∘understandingthe

rotatingobject
○

∘makingasphereby

rotatingahalfcircle
○

∘checkingforcut

sectioninvarious

directionsof

cylindricalthings

○

∘checkingforthe

rotatingobjectby

rotatingvariousplane

figures

○

(○:available,△:partlyavailable,×:unavailable)

등학교6학년수학과원기둥과원뿔단원에서는회

체 학습 어 리 이션을 활용하여 원기둥,원뿔,구의

모습을3차원입체의형태로다양한시 에서 찰할수

있어 학생들의 흥미와 학습 효과를 높이는 학습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기존의 6학년 수학 교과서에서는 회 체 학습활동으

로직각삼각형,직사각형,반원,원등의기본평면도형과

꽃병 모양 등의 평면도형을 종이로 오려 나무젓가락에

붙이고 손바닥으로 비벼 돌려 보고,이때 생기는 모양에

하여 상,확인하는활동이제시되어있다.하지만이

를 신하여회 체학습어 리 이션을활용하면종이

로 오려서 평면도형을 만들어 붙이는 시간을 약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는 기본 평면도형 외에도 다양한 평

면도형에 해서도회 체를만들어자유롭게탐색해볼

수 있다.

한 나무젓가락을 돌렸을 때 잔상에 의해 생기는 회

체는거의 에보이지않기때문에회 체에 한

찰이어려울뿐더러학습자는회 체 찰보다는손바닥

으로 나무젓가락을 바로 돌리기 해 애쓰게 된다.하

지만회 체학습어 리 이션을활용하면보다다양한

회 체를 만들어보고 자유롭게 찰할 수 있다.

4.2 초등학교 5-6학년군 미술과 활용

등학교 교육과정 미술과 5-6학년군 표 역에서

회 체와 련 있는 성취 기 과 회 체 학습 어 리

이션의 활용은 [Table8]과 같다.

<Table 8> Application to Art of 5,6 graders 

Grade Section Achievementstandards
Application

oftheapp.

5,6
Expres

-sion

∘knowingand

navigatingplane,

three-dimensional,

visualrepresentation

ofvariousfeatures

andeffectsof

representationformat

△

∘understandingplastic

elementsand

principles,and

applingthem tothe

representation

△

(○:available,△:partlyavailable,×:unavailable)

등학교 5-6학년 군에서는 찰흙이나 지 토를 이용

한 그릇 만들기를 통해 평면,입체 등의 표 형식의 특

징이나 칭과같은조형원리의특징을이해할수있다.

회 체 학습 어 리 이션은 학습자의 2차원 스 치를

곧바로 입체화시켜 확인할 수 있으므로 회 체 모양의

미술 작품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다.

5. 결론

·등학교 수학교육에서 회 체는 구체 조작을

통한직 이해를바탕으로학습하는것이효과 이다.

학생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실

재감이 높은 3D회 체를 생성해보고 자유로운 조작과

탐색활동을 통해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개발된 회 체 학습 어 리 이션은 다음과 같은 효

과를 얻을 수 있다.

첫째,기존의PC용학습 로그램과달리스마트기기

들에서구동되므로학생들이가진스마트기기를활용하

면 컴퓨터실이 아닌 교실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다.

둘째,3D그래픽을활용하여실재감을높이고,터치기

능을활용하여자유로운조작 찰시 변경이가능

하도록 하여 구체 조작물로서 수업에 활용될 수 있다.

셋째,학습자는 자신이 원하는 모양의 다양한 회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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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자유롭게 만들어 보는 데에서 흥미를 느끼고 자기

주도 으로 회 체를 만들고 탐색할 수 있다.

넷째,손가락을 이용해 간편하게 평면도형을 그릴 수

있고,이를 회 시켜 만들어지는 회 체를 곧바로 확인

할수있으므로학습시간동안다양한모양의회 체를

만들고 탐색할 수 있다.

향후연구과제로는첫째,본연구에서개발한어 리

이션은 ·등 수 에 국한하여 회 체 학습 콘텐츠

로서개발되었으나학습자가실생활과 련된문제를해

결하는 과정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서

활용 방안 기능 개선이 필요하다.둘째,회 체 학습

어 리 이션은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기기에서만

작동되며 낮은 버 의 안드로이드 OS에서는 실행되지

않을수도있다.모든스마트기기에서실행가능한형태

로 제작될 필요가 있다.셋째,학습 효과를 높이기 해

학습자가개별 으로생성한회 체를 장하고,학습자

집단이서로공유할수있는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추

후 본 연구에서 제시된 문제 들이 해결되고 기능이 개

선된다면 학습 상황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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