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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p Circle과 작도

구 인 숙 (반성중학교)

Ⅰ. 들어가며

학생들에게 수학이란 어려운 학문이고 연필과 종이만 있으면 학습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지

고 있다. 그러나, 수학은 실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학생들이 그것을 실제로 경험한다면 수학이

좀 더 친밀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1946년 영국에서 처음 발견된 Crop Circle은 외국에서 자주 등장하며 이슈가 되고 있으며 도형의

성질을 배우는데 있어 학생들에게 호기심을 유발하며 자연스럽게 수학적 개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 Crop Circle은 농작물이 자라나는 밭의 작물들이 옆으로 뉘어서 위에서 보면 여러 가지 형

태를 띄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UFO가 나타나서 외계인이 하룻밤사이 하고 갔다는 설, 이것을 여러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설 등의 여러 가지 설들이 있다. 그러나 아직 이것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

지는 정확히 밝혀지고 있지는 않다. 다만, 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활발히 Crop Circle을 직접 만

드는 활동을 하고 있다.

실생활의 소재로 Crop Circle은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영화, 공원, 홍보 등에서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Crop Circle에서 수학적 원리를 알아보고 활용해보고자 한다.

Crop Circle과 작도 수업에 2009학년도 ○○교육청 영재교육원 중등수학반 학생이 참여하였다.

Ⅱ. 수업의 실제

Crop Circle을 살펴보면, 우리가 수학시간에 배우는 도형이 보인다. 이것을 컴퍼스와 자 또는 GSP

를 이용하여 평면에 그려볼 수 있다. 학습지도 계획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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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

단계
활동명 주요 수업활동

주요수업

형태

탐구

단계

1단계

문제

상황

탐구

Crop

Circle의

비밀

․Crop Circle에 관한 동영상 소개

․Crop Circle이란?

․Crop Circle의 유래

통신강의 안내

․탐구 Crop Circle 설정

․관련자료 수집

․실생활에서 찾은 Crop Circle 조사, 발표

자기 주도적

탐구학습
문제 해결

2단계

지식

및

기능

습득

하기

GSP와

작도세상

(1)

․GSP 탐색

․GSP를 이용하여 기본적인 작도하기

․교사강의

․모둠활동

․자기주도적

탐구학습

지식 습득

실습 및

안내

GSP와

작도세상

(2)

․정다각형의 작도

․임의의 유리수․무리수 작도

․교사강의

․모둠활동

․자기주도적

탐구학습

문제 해결

3단계

프로

젝트

수행

하기

수학적

성질을

이용한

Crop

Circle

만들기

․Crop Circle 속의 수학적 원리 찾기

․기존의 Crop Circle을 GSP를 이용하여 따 라

그리기

․GSP를 이용하여 창의적인 Crop Circle 도 안

그리기

․Crop Circle 만들기

․실생활용품 만들기

․모둠활동

․자기 주도

적 탐구학습

문제 해결

토의하기

창의적

산출물

발표

․모둠별 발표, 토론, 평가

․활동 : 창의적 산출물 발표/평가
․ 모둠활동 발표하기

평가

․지식 및 개념 평가

․행동특성 체크리스트

․학생․교사 설문지

․모둠활동 평가

․산출물 평가

<표 1> 학습 지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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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rop Circle이란?

Crop Circle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한다.

[문제 1] Crop Circle 동영상을 감상하고 다음을 해결해 봅시다.

1) Crop Circle이란?

2) Crop Circle의 유래에 대해 말해봅시다.

3) 느낀 점을 발표해봅시다.

[문제 2] 인터넷 검색 또는 참고문헌을 통해 Crop Circle을 찾아 도구를 이용하여 평면도형으로 표

현해 봅시다.

[문제 3] 실생활 속에서 Crop Circle을 활용한 예들을 찾아 발표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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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SP를 이용한 도형 작도

GSP를 이용하여 간단한 도형, 정다각형, 임의의 유리수, 무리수 작도를 학습하였다.다음으로 기존

의 Crop Circle에서 수학적 원리를 찾아 GSP로 작도하였다.

Silbury Hill에서 발견된 Crop Circle

http://www.lucypringle.co.uk/

① 원 O에 내접하는 정삼각형 ABC를 작도한

다.

② 정삼각형 ABC의 각 변의 중점을 각각G,

H, I를 하고, 중선을 그어 원 O와 만나는 점을

각각 D, E, F라 한다.

③ ②에서 작도한 점 D, E, F와 점 A, B, C를

이용하여 선분을 작도한다.

③ 점 O를 중심으로 하고  를 반지름으

로 하는 원을 그린다.

⑥ 필요 없는 선을 숨기고, 도형의 내부 색칠

하기를 하여 Crop Circle을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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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rop Circle 도안 작도

GSP를 활용하여 Crop Circle을 도안을 만들어 본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과 국기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무궁화를 작도하였다.

① 원 O에 내접하는 정오각형을 작도한다.
② 원의 중심 O와 정오각형의 각 꼭지점을 연

결한다.

③ ②에서 작도된 각 선분의 중점을 각각 F,

G, H, I, J라 하고 점 F를 중심으로 하고  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작도한다. 이 과정을 반

복하여 나머지 4개의 원을 작도한다.

④ 다섯 개의 원이 각각 만나는 교점과 중심

O와 연결하여 선분을 작도한다. 점 O를 중심으로

하고  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작도한다.

⑤ 작은 원 O의 반지름을 지름으로 하는내접

원 두개를 작도한다.

⑥ 필요 없는 선을 숨기고, 도형의 내부 색칠

하기를 하여 무궁화를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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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ini Crop Circle 만들기

위에서 만든 Crop Circle 도안을 이용하여 밭에서 Crop Circle을 만드는 것이 여의치 않아서 운동

장에서 Crop Circle을 만드는 활동을 주전자와 노끈을 이용하여 <그림 1>와 같이 실시 하였다.

<그림 1> 운동장에서 Crop Circle 만들기

Crop Circle의 완성을 위해서 인조잔디를 이용하여 Mini Crop Circle을 제작하였다. 인조잔디를 엮

고 있는 구조물이 튼튼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표현해 내는데는 어려움이 따랐다. Crop Circle의 표현

을 위해서 잔디를 모두 뽑아서 컴퍼스와 분필을 이용하여 구조물에 작도하여 무궁화를 작도하였다.

인조잔디를 이용하여 Mini Crop Circle을 만드는 과정은 <그림 2>와 같다.

① 의논 및 작도 ② 잔디 심기 ③ 잔디 정리 ④ 완성

<그림 2> Mini Crop Circle 만드는 과정

Crop Circle을 만들기에서 논과 밭에서의 활동이 힘들다면, 실제 잔디를 이용하거나 체육시간에 트

랙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흰색 가루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요구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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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생활용품 만들기

위에서 만들어진 Crop Circle 도안과 Mini Crop Circle을 이용하여 실생활용품을 만드는 과정은

<그림 3>과 같다.

(a)프린트 된 전사지 자르기 (b) 전사지 올려놓고 다리기 (c) 주머니 완성

(a)프린트 된 전사지 자르기 (b) 전사지 올려놓고 다리기 (c) 티셔츠 완성

<그림 3> 실생활용품 만드는 과정

Ⅴ. 나오며

Crop Circle과 작도 활동은 작도, 도형의 성질들의 수학적 개념을 이용하여 학생들 스스로 생각하

고 조작하여 자신들의 경험을 반성하고 지식을 구성하며 일반화․합리화․정당화를 시킬 수 있으며

더불어 실생활과 수학의 관련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위의 활동은 수학을 학습한 것을 바탕으로 실생활에 이용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것까지 연결할 수

있다. 학생들이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서 수학을 자연스럽게 실생활과 연관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

이 수학에 흥미를 가지고 학습함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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