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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라미드를 소재로 한 수학 학습 프로젝트 개발1)

김상룡2) ․ 홍성민3)

수학과에서도 통합을 통한 교육과정 재구성과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하여 해결하는 
과정을 강조한 프로젝트 학습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삼각형’을 중심에 둔 ‘피라미드의 비밀’ 
프로젝트를 구현한 실제를 소개함으로써, 수학과 프로젝트 학습이 어떠한 의의를 
갖는지 탐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115시간의 주제 중심의 프로젝트의 과정 중 
수학과 도형 탐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 24시간만 발췌하여 수학적 의미를 재
해석한 연구이다. 프로젝트로 삼각형을 탐구한 결과 문제 해결의 과정으로서 측정, 
작도, 각 등의 기하적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학생들이 적극적이고 자율적으로 활동
에 참여하고, 정확하게 측정하려는 태도가 자연스럽게 길러졌다. 각, 삼각형 등 평
면도형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입체도형에 대한 이해도 높아졌다. 프로젝트 학습은 
주어진 문제나 내용만의 학습이 아닌 다른 영역으로 확장된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
다.

주제어: 프로젝트, 피라미드 비밀, 삼각형, 각과 측정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3년부터 적용되는 2009개정 교육과정 통합 교과를 보면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

거운 생활의 교과별로 교과서가 구성된 것이 아니라 세 교과가 통합되어 1년 동안 8권의 

주제 중심 교과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단원별 학습 계획 세우기 시간을 확보하여 학습 

순서를 학생들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학생들이 제안하는 학습 내용으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도 확보하였다. 이는 교과서 수준에서 학생들의 문제 인식 능력을 길러주고, 

학습자 중심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2009개정 교육과정 수학과

에서도 창의성과 인성을 강조하고, 스토리텔링을 도입하여 수학적 문제 상황을 제시함으

로써 학생이 문제를 찾고 스스로 해결해 가는 과정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이대

현(2012), 한 대희(2010)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융합인재교육에 대한 관심과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융합인

재교육(STEAM)은 과학의 science, 기술의 technology, 공학의 engineering, 예술의 arts 그

리고 수학의 mathematics의 각 첫 글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학생들의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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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와 이해를 높이고,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STEAM Literacy)와 문제해결력을 배양

하는 교육이다.

즉, 학습 내용의 측면에서는 교과 통합을 강조하고 있으며, 교수·학습 방법의 측면에서

도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하여 해결하는 과정 중심의 학습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프로젝트 학습이나 주제중심 통합학습은 학습자 중심 학습을 구현하고, 문제해결력과 

협동학습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진 학습 방법이다. 그

러나 수학과의 내용이 중심이 된 프로젝트나 몇 개의 교과를 통찰하는 주제 통합 사례를 

찾기 어렵고, 통합 가능한 교과로 수학이 선정된 경우도 문제 해결을 위한 통계처리나 계

산 등 도구로서의 활동으로 주로 통합된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 특수한 영재대상으로 

하는 경우(류희찬, 정인옥, 2010)나 계산기 활용 학습자료에 관한 연구(김숙현, 2004), 평가

모형에 관한 연구(손정화, 강옥기, 2012), 통계영역 1단원을 중심으로 실행한 경우(권영희, 

2006 ; 류신영, 2007)가 있다.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연구결과들은 프로젝트는 의미 있는 과제로 자연스럽게 학생들과 

집단학습이 가능해지고, 협동으로 탐구하면서 수학적 지식을 학습할 수 있고, 의사소통 기

회를 증진시키고 능력이 함께 신장된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 대한 자기평가와 학습 과정

과 결과를 검토하는 과정의 자료들은 학생들에게 즉각적이고 적절하게 자극시키고 개선시

키는 데 기여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수학 프로젝트의 의미, 주제 구성, 교사의 역할 등의 이론적 배경

을 조사하고, 조사된 이론에 근거하여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적 개념을 

중심에 둔 프로젝트를 구현한 실제를 소개함으로써, 수학과 프로젝트 학습이 어떠한 의의

를 갖는지 탐색해 보고자 한다. 

2. 연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에서는 2저자가 남대구초등학교에 근무하면서 2011년 4학년 1학기에 ‘피라미드

의 비밀’ 프로젝트를 계획하여 프로젝트 학습을 실시하였다. ‘피라미드의 비밀’ 프로

젝트는 총 115시간의 프로젝트로 국어, 수학, 과학, 미술 등 여러 교과가 통합되어 피라미

드의 모양, 피라미드가 만들어진 과정, 과거 이집트 사람들의 생활 등 피라미드를 주제로 

탐구한 과정이다. 1저자는 이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자문역할을 수행하여 진행한 결과를 

수학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작성하였다.

본 연구는 프로젝트의 과정 중 수학과 도형 탐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 24시간만 

발췌하여 수학적 의미를 재해석한 연구이다. 

Ⅱ. 프로젝트 학습

1. 프로젝트 학습의 의미

프로젝트는 도전할 문제를 토대로 이루어진 복잡한 과제를 학생들로 하여금 디자인, 문

제 해결, 의사 결정, 탐구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John, 2000). 프로젝트 학습은 

Kilpatrick(1918)에 의해 최초로 체계화되었다. 그는 프로젝트의 본질을 ‘진심을 다하는 유

목적인 활동’이라고 정의했다. 프로젝트 학습에서의 프로젝트는 학습할 가치가 있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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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프로젝트 학습에 대한 의미 및 의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프로젝트 학습의 의미를 살펴보면, 프로젝트 학습이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

이 아니라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실제적인 문제 상황에 직면하여 협력을 통해 주제를 깊

이 탐구하고 해결책을 찾는 고도의 사고 능력을 개발하는 학습이다. 학습자들은 오랜 시

간을 투자하여 과제해결을 위한 방법을 스스로 구상해 나가는 구조화된 맥락적인 학습이

다(Laffey et al., 1998). Fleming(2000)에 의하면 프로젝트 학습은 학생 중심의 주제를 선택

함으로써 학습의 전 과정이 학생들에게 의미 있을 뿐만 아니라 흥미 있는 학습이라는 것

이다(김연화, 2009, 재인용).

다음으로 프로젝트 학습의 의의에 대해 살펴보면, 구성주의 관점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

젝트 학습은 탐구적인 활동과 기존의 아이디어를 새로운 관점에서 재조명하도록 한다는 

것이다(Papert, 1991). 탐구적인 활동인 프로젝트 학습은 학생들에게 탐구의 본질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프로젝트 주제는 학생들이 

주변의 사물을 다른 관점에서 인식하는 것을 촉진시키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면서 확대 

가능한 아이디어가 강조된다.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학습은 상호 협력적인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들은 자신의 학습 과정을 스스로 조절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문제 해결

을 위해 교과간의 지식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이해하고 통합하는 능력과 다양한 해

결방법을 제시하는 유연한 사고가 촉진된다는 것이다(Doppent, 2003).

또 다른 의의로는, 프로젝트 학습은 소단위의 학습 내용보다는 교과목 전체 또는 타 교

과와의 연계성을 토대로 이루어짐으로써 통합적인 사고와 분석적인 사고 기능을 필요로 

하는 고등 수준의 학습이다. 또한 여러 가지 가능성 있는 해결 방법들을 분류하고 비교하

여 평가하는 비판적인 사고 능력과 새로운 해결 방법을 구상하는 창의적인 사고 기술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단위 주제보다는 교과목 전체적인 맥락이나 여러 교과가 의미 

있게 관련됨으로써 교육 내용이 통합적으로 구성되고 이는 개인의 차별적인 교육과정으로

서 의미를 지니게 된다. 특히 교사는 학생들의 과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안내하고 

협조하는 역할을 하는 학습자 중심의 학습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2. 수학과에서 프로젝트 학습의 의미와 특징

프로젝트 학습은 중요한 교수ㆍ학습 방법의 하나로 이미 알려져 있으며 어떤 의미로는 

1920년대 미국에서의 Dewey의 생각과 결부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프로젝트 교수법은 수학 교육에서 소홀히 다루어져 왔는데, 최근 들어 수학 교

과에서의 문제해결에 초점을 두면서 차츰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으로 여겨진다(황혜정, 김

홍원, 박경미, 김수환, 1997).

프로젝트는 열린 반응을 요구하는 일정의 수행과제(open-response tasks)를 말하며, 학생

들은 과제 수행을 위해 어떤 수학적 지식을 사용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어떻게 접근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관한 수학적 방법까지도 결정해야 한다. 

즉 학생들은 이러한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어떤 수학적 지식을 사용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어떻게 접근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관한 수학적 방법까

지도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프로젝트는 학생들의 실제 생활과 직접 관련되어 그들의 고

등 사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주제로 제시함으로써 과정 중심의 수행 경험

을 하게 된다(황혜정, 서동엽, 최승현,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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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프로젝트 학습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젝트는 어떤 특수한 상

황에서 개인이 원하는 바의 깊이 있는 탐구를 할 수 있게 하므로, 창의적인 사고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프로젝트의 주제 및 진행 과정을 개별화 또는 차별화하여 개성에 맞게 지도

할 수 있다. 둘째, 프로젝트 수행에서는 구체물에서 서적, 영화, 비디오 등의 매체에 이르

기까지 다양한 자료에 대하여 수학적으로 해석하고 설명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이로 인하

여 창의적 사고, 비판적 사고 등의 고등 사고 능력의 신장, 다른 교과 내용과의 연계성에 

따른 수학적 가치의 인식과 수학적 접근 방법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다. 셋째, 프로젝

트는 협동 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협동 학습은 학생들이 자기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이야기하고 그들의 결과를 학급 전체에 말하기 쓰기 형태로 알리게 되므로 의사소통 능력

이 신장될 수 있다. 또한 협동 학습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삶의 

기술인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을 신장시켜 준다. 넷째, 프로젝트는 학

생들의 실제 상황과 직접 관련되어 그들의 고등사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주제로 제시함으로써 과정 중심의 수행 경험을 하게 된다(황혜정 외, 1997).

따라서 지식과 기능 중심의 수학교육을 개선하는 평가 수단으로 프로젝트 활동이 유용

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프로젝트법을 잘 활용하면 실제 상황에서 수학이 지닌 유용성을 

학생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고 수학적 탐구 능력의 향상으로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3. 프로젝트 문제의 특징

황혜정 외(1997)가 제시한 프로젝트 문제의 일반적 특징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형 문제 형태를 갖추도록 한다. 프로젝트 문제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해결과

정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그 결과를 표현할 수 있는 과정(수행) 중심의 것이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주로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이나 답을 얻는 방법부터 모색하고 구안하

여 풀어야 하는 비정형 형태의 문제가 적절하다.

둘째, 열린 반응을 요구하도록 한다. 프로젝트  문제는 주로 학교 안팎의 실생활과 관련

된 다양한 소재들을 문제 상황으로 삼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 해결 결과가 하나로 결정

되지 않을 때가 많다. 즉, 학생들의 개인적 노력에 따른 탐구 정도 내지 방법에 따라, 또 

그 결과를 나타내는 표현 양식에 따라 프로젝트 활동 결과가 달라지므로, 프로젝트 결과

에의 다양성과 융통성의 부여는 중요하다.

셋째, 수학적 지식과 방법을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수학과 프로젝트 문제를 

수행하는 목적은 학생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학적 지식과 방법에 초점을 두어 이를 활

용하여 과제를 수행함으로서, 궁극적으로 ‘수학적’지식을 강화시키고 관련된 수학적 문

제를 융통성 있게 해결하도록 그 해결 능력을 신장시키도록 하는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도록 정형화된 문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주제를 바탕으로 한 수학적 상황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문제를 찾아 해결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남대구프로젝트

남대구초등학교는 2006년부터 6년간 대구광역시교육청지정 창의성교육정책연구학교로 

지정되어 공교육의 교육과정 내에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남대구프로젝트를 운영하였

다. 남대구프로젝트(김미영 외, 2011)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대구초등학교에서는 프로젝트 학습을 ‘학생의 관심사에 따라 국가수준의 교육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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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심화․수정되면서 새로운 내용으로 재구성되는 프로젝트’로 정의하고 있다.

남대구프로젝트의 재구성 방법은 통합의 수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1단계에서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남대구초등학교에서는 다년간의 연구 결과로 1-2학년은 4단계 학생 흥미 

중심 통합활동이 가능하고, 3학년 이상은 3단계 학년 목표 및 학생 흥미 중심 통합이 적

합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1-2학년은 교과도 통합 교과로 이루어져 학생 흥미를 중심으로 

통합하기가 수월한 반면, 3학년 이상은 교과별 특성이 강하여 학생의 흥미 중심으로 통합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학년 목표와 학생의 흥미를 함께 고려한 3단계 통합으로 운영하

였다. 본 연구는 4학년이 대상이기 때문에 3단계 수준의 통합을 적용하여 실행하였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과목 내 통합 과목 간 통합
학년목표/학생 흥미 

중심 통합
학생 흥미 중심 통합

학생을 고려해 단원 

내 지식, 목표 부분 

수정, 차시 변경, 

소재 변경, 활동 

내용 변경

목표, 주제 소재를 

중심으로 과목간 

단원별 통합

각 교과목의 

학년내용과 학생의 

흥미를 고려하여 

프로젝트 구안

학생의 흥미를 

중심으로 프로젝트 

구안

<표 1> 통합 수준

남대구초등학교에서는 1차 재구성으로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재구성, 2차 재구성으로 

학생의 관심 문제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학교 수준에서 1

차로 재구성된 교육과정을 그대로 운영하지 않고 학생의 관심 문제를 중심으로 다시 재구

성하도록 했다. 

1차 재구성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재구성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이해 및 

분석

핵심 개념 

찾기
주제 선정

핵심개념 

중심으로 

통합가능 

과목 및 내용 

찾기

예상 

주제망 

작성

학생 관심 파악 및 

프로젝트 계획 협의

프로젝트 중심 

교과의 목표 및 

내용 분석

중심 교과의 

공통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핵심 

개념 찾기

핵심 개념을 

포괄하는 

의미 찾기

소주제 

유목화 및 

활동 내용 

구안

주제에 대한 관심 

파악, 프로젝트 

계획 협의, 교과별 

시수 조정

<표 2> 교육과정 재구성의 과정

 

2차 재구성

학생 수준의 교육과정 재구성

새로운 지도 계획의 수립
관심 문제 해결 및 

새로운 문제 생성

마무리 및 평가

․학생의 관심사와 국가 수준의 목표 

범위 안에서 내용 수정

․러닝 페어  (교사, 학생, 학부모)

․활동 과정 평가  (교사,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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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사의 역할

프로젝트 학습을 하기 위한 교사의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는 교육과정 분석 및 교과서 재구성을 유효적절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프로

젝트를 수행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이해 및 대비가 요구되고, 본연의 

수학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운영할 능력도 함께 갖추어야 하며,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둘째, 교사는 수학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수학학습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도 함께 갖추어야 한다. 수학적 상황은 학생들이 경험한 물리

의 세계로부터 학생들이 학습해야 할 관념의 세계로 수학화할 수 있는 과정이 강조된 다

소 인위적인 장면으로, 수학 수업을 위한 학습 문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수학적 상황 

속에서 학생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어, 문제를 해결하여 의미를 갖게 

된다. 이때, 학습자는 수학적 상황 인식의 주체자가 되고, 교사는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학습자와 동등한 위치에서 의견을 상호 교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수학적 상황 중심의 

수업을 통해 수학적 개념의 이해 뿐 아니라 추론, 의사소통, 문제 해결 등 과정적인 측면

도 공고히 지도될 수 있다. 

셋째, 학생의 실태 분석 및 방향을 제시하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교사는 기초학력, 

프로젝트와 관련된 학생들의 인지적 능력 및 수학적 성향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프

로젝트를 계획하여야 하며, 프로젝트는 협동학습의 진행, 의사소통의 적극적 활용 등이 구

체적으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Ⅲ. 프로젝트 계획 세우기

수학과 프로젝트 계획을 세우기 위해 수학과 교육과정 및 4학년 1학기 학습 내용을 분

석하고, 프로젝트적 접근이 가능한 학습내용과 핵심개념을 선정하여 프로젝트 주제를 정

한 뒤, 세부적인 차시별 계획을 수립한다. 

1. 교육과정 분석하기

2007개정 교육과정의 수학과 목표(교육과학기술부, 2010)는 수학적 지식과 기능을 습득

하고 수학적으로 사고하고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길러, 여러 가지 현상과 문제를 수학적으

로 고찰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며, 수학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기르는데 

있다. 

4학년 1학기 수학과의 주요 내용(교육과학기술부, 2010)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와 연산 영역에서는 다섯 자리 이상의 수, 자연수의 사칙 계산, 여러 가지 분수, 

소수 내용으로 자연수 범위의 수 개념과 사칙 계산을 다룬다. 천조까지 범위의 수를 다루

고, 가감승제 혼합 계산의 계산 순서를 이해하도록 한다. 분수는 처음으로 1을 넘는 분수

를 다루게 되면서 가분수, 대분수, 진분수의 개념을 학습하게 된다. 3학년에서 소수 한 자

리 수까지 수 개념을 익혔다면 4학년 1학기에는 소수 세 자리 수까지의 개념을 익히게 된

다. 

둘째, 도형영역에서는 각과 여러 가지 삼각형 내용을 다루는데, 4학년 1학기에는 변의 

길이를 중심으로 이등변삼각형, 정삼각형의 개념을 이해하게 되고, 각을 중심으로 예각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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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형, 둔각삼각형을 익히게 된다. 4학년 2학기에는 평면도형 중 여러 가지 사각형의 개념

에 대해서 익히게 된다. 

셋째, 측정영역에서는 각도에 대한 내용으로 평면 도형 중 각도의 개념을 이해하는 내

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과 직각의 개념은 3학년에서 익혔고, 4학년에서는 각도의 개념을 

도입하여 학생들이 각도기로 각을 측정하고 그리는 활동을 하게 된다. 

넷째, 규칙성과 문제해결 영역은 다양한 변화 규칙을 수로 나타내고 설명하기, 규칙을 

추측하고 말이나 글로 표현하기, 규칙적인 무늬 만들기 내용으로 생활이나 문제에서 규칙

을 찾아 이를 수로 나타내거나 말이나 글로 나타내는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기본 도형을 밀기, 돌리기, 뒤집기로 이동하여 규칙적인 무늬 만들기 활동도 이루어진다. 

2. 프로젝트 핵심 개념 정하기

프로젝트를 위한 재구성 영역으로 도형 및 측정 영역을 선정하였다. 

4학년 1학기 도형 및 측정 영역은 ‘각’, ‘삼각형’의 성질을 탐구하는 내용을 중심

으로 이루어져있다. ‘각’에 대한 이해는 평면도형 중 ‘삼각형’ 탐구와 직접적인 관련

이 있으므로, 도형 영역과 측정 영역을 통합하여 프로젝트적 접근이 가능하다. 각 단원의 

세부 내용과 주요 개념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주요 개념들을 아우를 수 있는 프로젝트 핵

심 개념으로 ‘삼각형’을 정하였다.

단원명 주요 내용 주요 개념 핵심 개념

각도

각의 크기의 직접 및 간접비교

각의 크기 재기

각도기를 활용하여 주어진 각 그리기

각도의 어림과 합과 차

삼각형 및 사각형의 내각의 합

각도

각도의 합

각도의 차

내각

삼각형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개념 및 성질 이해

정삼각형 개념 및 성질 이해

예각 및 둔각의 개념 이해

예각 및 둔각 삼각형 개념 및 그리기

이등변 삼각형

정삼각형

예각과 둔각

예각삼각형

둔각삼각형

<표 3> 핵심 개념 추출

3. 프로젝트 주제 정하기

각, 삼각형과 관련된 탐구 대상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피라미드에 대해서 깊이 생각

해 볼 필요가 있다. 

피라미드는 정사각뿔의 형태로 옆면이 정삼각형인 4개의 면과 정사각형 밑면으로 이루

어져있다. 입체인 피라미드를 구성하는 옆면을 탐구하는 활동을 통해서 이등변삼각형, 정

삼각형, 각도 등에 대한 개념을 다룰 수 있다. 피라미드 모양을 구성하는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각의 크기에 따라 피라미드의 전체 모양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지어 각도나 

예각, 둔각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 그리고 직접 피라미드를 만들어보는 활동을 하면 자연

스럽게 각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으므로 피라미드는 삼각형을 탐구하기위한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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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가 될 수 있다. 또, 피라미드는 실제로 어린 아이 키에 해당하는 높이를 가진 평균 

2.5t의 직육면체 돌들을 계단식으로 쌓아올린 것이므로 규칙성과 문제해결 영역의 통합도 

가능하다. 

피라미드는 학생들이 실제 보지는 못했지만 관련된 책이나 영상물을 통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대상이므로 학생들의 흥미나 관심을 끌기에도 적절하다. 피라미드 모양에 대한 

궁금증으로부터 출발해서 문제를 만들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보다 

유의미한 각과 도형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피라미드의 비밀’을 프로젝트 

주제로 정하였다. 

4. 프로젝트 계획하기

‘삼각형’을 핵심개념으로 한 ‘피라미드의 비밀’프로젝트 계획 중 수학과 도형 탐구

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 프로젝트 세부 계획 (도형 탐구 관련 내용)

차시
주요 학습 내용 및 활동 협동학습(★)

자료(□)계획 관련과목

1-2

피라미드

에 관심 

갖기

<피라미드에 대한 궁금증 이야기하기>

․ 피라미드에 대해 알고 있는 것 이야기

․ 내가 알고 있는 피라미드 모양 그리기

․ 피라미드에 대해 궁금한 점 이야기 나누기

․ 더 조사하고 싶은 것 이야기 나누기

․ 피라미드와 닮은 물건 찾아보기

재량

★궁금증 이

야기하기

□포스트잇

3

피라미드

의 모양

<입체도형의 관점에서 피라미드 보기>

․ 피라미드의 전체적인 모양 살펴보기

․ 생활 주변에서 피라미드와 닮은 모양 찾기

 - 피라미드와 닮은 모양 만들기

 - 피라미드와 닮은 물건 살펴보기

 - 피라미드 모양의 특징 찾기

․ 간단하게 피라미드 모양 만들기

□피라미드

와 닮은 물

건, 블록, 학

습장

4-7

<평면도형의 관점에서 피라미드 보기>

․ 여러 가지 측면에서 피라미드 살펴보기

․ 피라미드에 있는 평면도형을 찾고 성질 탐구하기

 - 삼각형과 사각형 살펴보기

 - 피라미드가 될 수 있는 삼각형 탐구하기

 - 이등변삼각형의 개념 이해하기

 - 이등변삼각형의 성질 탐구하기

 - 정삼각형의 개념 이해하기

 - 정삼각형의 성질 탐구하기

 - 이등변 삼각형과 정삼각형 만드는 방법 생각하기

수학

4. 삼각형

(1-4/10)

★팀별로 평

면도형 찾기, 

삼각형 만드

는 방법 토

의하기

□색종이, 가

위, 자, 학습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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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피라미드

의 각

<각에 대해 알아보기>

․ 피라미드를 만들 때 고려해야 할 것 찾기

․ 피라미드에 있는 각 찾아보기

 - 각의 뜻 알기

 - 각도의 뜻 알기

 - 피라미드의 각이 달라지면 피라미드 모양이 어떻

게 달라지는지 생각나누기

 - 각 만들어보기

 - 각의 크기 재는 방법 생각 나누기

 - 각도기 사용 방법 알기

 - 각 그리기

 - 각의 합과 차

․ 각을 달리하여 피라미드 만들기

 - 각도를 다르게 해서 피라미드 만들기 계획 세우

기

 - 피라미드 만들기

 - 피라미드 비교해 보기 

수학

3. 각도

(1-5/10)

□마분지

할핀

스티로폼

★팀별로 각 

크기 재는 

방법 찾기

□각도기

학습장

13-16

각을 

이용하여 

피라미드 

구성하기

<여러 가지 각 알아보기>

․ 예각, 직각, 둔각 알아보기

 - 180° 알기

 - 여러 가지 각 그리기

 - 예각, 직각, 둔각 그리기

․ 예각삼각형, 직각삼각형, 둔각 삼각형 알아보기

 - 직각, 예각, 둔각 삼각형을 만들고 구분하기

 - 피라미드 한 면이 예각, 직각, 둔각 삼각형일 때 

피라미드가 어떤 모양이 되는지 생각해 보기

․ 각을 알고 이등변삼각형, 정삼각형 만들기

수학

4. 삼각형

(5-9/10)

★팀별로 여

러 가지 각 

비교

□각도기, 마

분지, 할핀, 

자, 칼, 학습

장 등

17-20

<평면도형 내각의 합>

․ 삼각형 세 각의 크기의 합

 - 삼각형 세 각의 크기의 합 구하는 방법 

 - 삼각형 세 각의 크기의 합 구하기

․ 사각형 네 각의 크기의 합

 - 사각형 네 각의 크기의 합 구하는 방법 

 - 사각형 네 각의 크기의 합 구하기

수학

3. 각도

(6-9/10)

★팀별로 각

의 크기 구

하는 방법 

토의 및 구

하기

□각도기, 마

분지, 할핀,

학습장 

21-24

모둠 

피라미드 

만들기

<창의적인 모둠 피라미드 만들기>

․ 모둠별 계획에 의해 피라미드 만들기
재량, 특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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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로젝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 조성

프로젝트 계획이 실제 수업에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다음과 같으나 학급 활동

도 사전에 준비한다. 

프로젝트 학습은 학급 내에서 공동의 문제를 정해서 함께 탐구하게 되므로, 4학년의 수

준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모둠 단위로 탐구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모둠 활동은 4～5

명의 학생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을 부여하며, 문제해결 활동에 참여도

가 낮은 학생들은 교사가 도움을 주어 모둠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

원한다. 

수학 시간에 수학 학습장을 사용하여 궁금한 점 쓰기, 문제 해결의 과정 기록하기, 느낀 

점 쓰기 등 교실에서 학습한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구성하여 표현하도록 한다. 특히 수학 

쓰기 활동을 통해서 정해진 주제나 문제에 대한 생각을 분명하게 하고, 학생들에게 수학

적 개념을 심화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자신의 생각을 반성하여 오류를 스스로 

수정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다. 

학생들이 피라미드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피라미드’와 관련된 도서를 학교 

도서관에서 대출하여 교실에 배치해 두었다. 이집트 사람들의 생활 모습, 피라미드의 역사

적 의미, 피라미드의 구조, 피라미드의 유물 등 피라미드에 대한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

도록 한다. 

Ⅳ. 프로젝트의 실제

1. 프로젝트의 실제 과정

학생들의 관심이나 실제 수업 중 일어나는 문제 상황에 따라 본 연구자의 수업 계획이 

일부 순서를 달리하여 운영되거나 내용이 다소 변경된 경우도 있다. 실제 수업을 통해서 

2차 재구성된 학습 주제와 학습 활동은 다음과 같다. 

<표 5> 프로젝트 실제 과정

학습 주제 학습 활동

피라미드 모양은 왜 

삼각형일까?

․ 피라미드 모양이 삼각형인 까닭 생각해 보기

․ 피라미드의 모양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 생각해 보기 

피라미드를 위에서 보면 

어떤 모양일까?

․ 모둠별로 피라미드 만들기 위한 계획세우기

․ 모둠별로 피라미드 만들기

종이 피라미드 만들기(1차)
․ 종이, 자, 가위를 재료로 피라미드 만들기 계획 세우기

․ 모둠별로 종이 피라미드 만들기

어떤 삼각형으로 피라미드를 

만들 수 있을까? 

․ 피라미드를 만들 수 있는 삼각형 찾기

․ 이등변삼각형의 개념과 알기

․ 각과 각도의 개념 이해하기

․ 각도기 사용 방법 익히기

․ 각도 재기와 각 그리기

․ 이등변삼각형의 성질 알기

․ 정삼각형의 개념과 성질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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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지각의 크기에 따라 

피라미드의 모양은 어떻게 

달라질까? 

․ 꼭지각의 크기에 따라 이등변삼각형의 모양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 알아보기

․ 삼각형 세 각의 합 알아보기

․ 사각형 네 각의 합 알아보기

종이 피라미드 만들기(2차)

․ 이등변삼각형의 모양에 따라 피라미드의 모양이 어떻게 달라지

는지 생각해 보기

․ 꼭지각의 크기가 모둠에 따라 다른 피라미드 설계도 그리기

․ 모둠별로 피라미드 만들기

․ 예각, 둔각의 개념 알기

․ 예각삼각형, 둔각삼각형의 개념 알기

모둠 피라미드 만들기 

․ 모둠 피라미드 만들기 계획 세우기

․ 피라미드 설계도 검토하기

․ 모둠 피라미드 만들기

2. 프로젝트의 결과

가. 학생 스스로 문제 제기

A모둠의 △△는 이등변삼각형을 작도하면서 편하게 해보려는 의도에 도화지의 가장자리

가 반듯하고, 한 각이 90°인 것을 이용하였다. 그림과 같이 이등변삼각형을 모둠원이 각

각 1개씩 만들어서 이어 붙였다. 그러나 피라미드를 만들어보니 피라미드가 입체로 만들

어지지 않았다. 학생들은 이것을 피라미드가 세워지지 않았다고 표현하였다. 그래서 ‘왜 

피라미드가 세워지지 않을까?’하는 의문이 도형 탐구의 문제가 되었다. 

[그림 1] A 모둠 피라미드

만들기 과정 1

  [그림 2] A 모둠 피라미드

만들기 2

△△ : 선생님 이상해요. 피라미드가 안 세워져요.

교사 : 그래? 우리 반이 함께 생각을 모아서 해결해 봐야겠다.

<교탁 앞으로 나가서 A모둠의 피라미드를 소개하였다.>

교사 : 이상하게 A모둠 피라미드가 이렇게 세워지지 않네요. 왜 그럴까?

○○ : 선생님 그건 딱지모양이네요.

교사 : 먼저 A모둠에서 피라미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을 들어봅시다.

△△ : 한 각을 직각으로 하고 변의 길이를 10cm로 해서 이렇게 표시해서 만들었습니

다. 그리고 삼각형 4개를 이어 붙였습니다.

◇◇ : 제 생각에는 A 모둠이 잘못 붙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등변삼각형을 붙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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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피라미드 비교

는 서로 잘 맞대어서 셀로판테이프로 붙여야 하는데 그것을 잘못 한 것 같습니

다.

▲▲ : 선생님 쟤들이 잘못 붙인 게 맞아요.

학생들 : 맞아요. 잘 붙이기 힘들어요.

교사 : 그러면, 피라미드가 세워지는 다른 모둠이 만든 피라미드하고 비교해서 살펴봅

시다.

나. 정확한 측정이 필요한 상황 제시

본 프로젝트에서는 피라미드 만들기를 하는 과정 중에 모둠 단위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여 수학적 협동 활동이 이루어졌다. 피라미드의 옆면이 4면이라 모둠 구성원이 한 면씩 

맡아서 작도를 하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역할이 나누어졌다. 자신이 맡은 피라미드를 

작도한 후에 아래 그림처럼 서로 맞대어 보고 확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즉,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찾은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이 주요 활동이 되므로 정확하

게 측정해야 할 수학적 상황도 자연스럽게 제시되었다. 

[그림 3] 삼각형을 그린 후 
서로 맞추어 보는 장면 1

    
[그림 4] 삼각형을 그린 후 

다시 길이를 확인하는 장면

다. 각의 크기에 따른 평면도형의 모양 이해

위의 ‘가’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면서 각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도형의 모양에 

대해 이해하게 되는 과정이다. 

<A모둠의 피라미드와 다른 모둠의 피라미드를 함께 제시하여 비교하면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칠판에 나란히 붙여 두었다.>

△△ : 제 생각에는 A모둠의 밑변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정삼각형이 아니어서 실패를 한

것 같습니다.

○○ : 꼭 정삼각형이 아니어도 피라미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 :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교사 : 그러면 여러분은 A모둠의 피라미드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나

요?

학생들 : 예.

교사 : A모둠이 만든 것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 반 전체가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은 제대로 붙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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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꼭지각

90°피라미드 만들기

[그림 7] 꼭지각이 110°일

때

<학생들은 변의 길이를 잘못 맞추어서 피라미드가 서지 않는다고 모두 생각했다. 이등

변삼각형 4개이면 어떤 이등변삼각형이든 피라미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

래서 학생들에게 색종이를 나누어주고 A모둠에서 만든 것과 같은 

피라미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였다.>

   

○○ : 어? 선생님 정말 피라미드가 서지 않아요.

◇◇ : 맞아요. 제 것도 딱지가 되었어요.

○○ : 삼각형이 3개가 있으면 파라미드가 세워지는데 4개는 안돼

요.

▲▲ : 맞아요. 남는 자리가 없어서 피라미드를 세울 수 없어요.

△△ : 아～꼭지각이 직각이 되면 안돼요. 아, 알겠다. 요기 꼭지각

이 모이는 곳이 360°가 되니까 원하고 같아요.

위의 수업 과정 후 A모둠에서는 2차로 종이피라미드를 만들 때, 한 각이 110°인 이등

변삼각형으로 피라미드를 만들기로 하였다. 이 모둠에서는 한 각이 

110°인 이등변삼각형 4개로는 아무리 이어 붙여도 피라미드를 만들 

수 없음을 실제 조작 활동을 통해 검증하였다. 그리고 이등변삼각형 3

개로 피라미드와 닮은 모양을 만들 수 있다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는 90°보다 작은 각만 피라미드를 만들 수 있음

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고 폴짝폴짝 뛰면서 기뻐하였다. 

A모둠의 피라미드를 도입으로 하여 예각, 둔각, 예각삼각형, 둔각삼

각형에 대한 개념도 공부하였다. 이 활동을 계기로 도형에서 ‘각’의 

크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관심을 두게 되었다. 

라. 도형 감각 신장

피라미드를 직접 만들어보는 활동을 한 후 마지막에는 모둠별 창의적인 피라미드 만들

기 활동을 하였다. 그 활동에서는 대부분 큰 피라미드를 만들고 싶어 했는데, 모둠별로 의

논한 후에는 그 피라미드의 실제 높이가 어느 정도 될지 예측해 보는 모습을 볼 수 있었

다. 

[그림 8] 피라미드의

높이를 어림하는 모습 1

     [그림 9] 피라미드의

높이를 어림하는 모습 2

입체 도형인 피라미드의 높이를 측정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어려운 활동이다. 본 학급 

학생들이 피라미드를 설계할 때는 한 변의 길이와 각을 정해서 피라미드를 만든다.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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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는 않지만 한 변의 길이와 각도를 어림하여 피라미드의 높이가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예측해 보고 종이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의논하는 모습을 보았다. 프로젝트를 시작하던 

처음 주먹구구식으로 피라미드를 만들었던 모습과 비교해 볼 때, 수학적으로 예측하고 사

고하려는 태도가 길러진 모습을 보게 되었다. 

마.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법 고안

문제 상황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바탕으로 탐구 활동이 이루어지므로 문제해결력이 우

수한 학생은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냈다. ‘삼각형 세 각의 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학생은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였다. 

교사 : 삼각형은 세 각의 합이 180°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중간 생략>

○○ : 아! 선생님 저는 삼각형 세 각의 합이 180°가 아니라 다른 각이라고 생각하고 그

게 되는지 알아보면 좋겠어요.

교사 : 와, 선생님도 생각 못한 방법이네. 민지야, 다른 친구 알기 쉽게 다시 설명해 볼

래?

○○ : 삼각형 세 각의 합이 180°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합이 180°가 되지 않는 다른 각

을 3가지 정해서 그 각이 되게 삼각형을 그려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사 : 좋아요. 몇몇 친구들이 얘기한 방법 중에 자신이 해 보고 싶은 방법으로 삼각형

세 각의 합이 180°가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혹시 민지 방법으로 한번 해 볼 사

람?

△△ : 선생님 해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교사 : 그래. 선생님이 각을 정해줄게요. 세 각의 합이 200°가 되도록 100°, 50°, 50°로

삼각형을 그려보고, 세 각의 합이 150°가 되도록 50°, 50°, 50°해서 삼각형을 그

려 보세요.

[그림 10] 세 각의 합이

200°인 경우

   [그림 11] 세 각의 합이

150°인 경우

 

○○의 아이디어는 반례를 제시해서 증명해 나가는 방법으로 삼각형 세 각의 합을 증명

하는 아이디어가 되었다.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했기 때문에 그 문제의 해결 방

법에 대한 아이디어도 창의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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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학습자 중심 문제 해결

B모둠에서 모둠별 창의적 피라미드 만들기를 할 때 가로로 피라미드의 가운데를 분할하

여 뚜껑처럼 열리는 피라미드를 만들려고 하였다. B 모둠은 설계도에 분할한 위치를 나타

내면서 측정한 길이를 반으로 나누어야 할 상황이 생기게 되었다. 

교사 : 위에서 본 모습을 그렸니?

학생들 : 네.

교사 : 위에서 보았을 때 너희 모둠에서 가운데를 자르기로 했으니까 그것도 나타나야

하지 않을까?

▲▲ : 네 맞아요.

교사 : 어떻게 나타내면 좋을까?

○○ : 자로 길이를 재서 반으로 나누면 되지요.

◇◇ : 내가 해볼게.

<◇◇이가 한 변의 길이를 재어보았더니 7.5cm가 되었다. 7,5cm를 다시 반으로 나누어

야 했다. 생각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 교사는 지켜보았다.>

◇◇ : 7.5를 반으로 나누면……. 아, 삼점 칠십오(3.75)네.

○○ : 아. ◇◇이 머리 좋네.

본 학급 학생들은 3학년 2학기에 소수를 처음 알았다. 그리고 4학년 2학기에 소수 두 

자리 수에 대해서 학습하게 되므로 지은이가 3.75를 삼점 칠십오라고 읽은 것은 소수 두 

자리 수 개념에 대한 오류를 통한 지도로 좋은 도입 사례가 될 수 있다. 

피라미드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를 작성하는 과정이지만 도형에 대한 감각이나 작도 외

에도 수 개념에 대한 학습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 도형을 탐구하는 과정 중에 학생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기본으로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사. 평면도형과 입체도형의 관계 이해

종이로 피라미드 만들기를 하게 되면서 서툴기는 하지만 1차로 학생들이 만든 피라미드 

제작 과정을 보면 5학년에서 학습하게 되는 전개도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평소 수학은 싫어하지만 독서량이 많은 ○○이는 피라미드 옆면을 각각 그려서 

붙이는 것이 귀찮기 때문에 각 면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하면 안 되는지 질문을 하였

다. ○○이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바로 입체도형의 전개도와 직결된다. 아래 그림과 같이 

학생들이 피라미드를 만들어 가면 각뿔의 전개도의 모습을 여러 차례 볼 수 있었다. 

[그림 12] 피라미드 모양

  

[그림 13] 1차 피라미드

  

[그림 14] 1차 피라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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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에서는 평면도형이 활동의 중심에 있고, 협동학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각 옆면을 

그려서 셀로판테이프로 이어 붙이는 것이 더 맞겠다는 판단을 내렸다. 

피라미드를 구성해 가는 활동을 하면서 5, 6학년에 학습하게 될 입체 도형에 대한 기초

적인 감각을 충분히 기를 수 있다. 

아. 도형 영역과 규칙성과 문제해결 영역과의 연결

피라미드 모양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지기 전 학생들에게 모둠별로 자유롭게 피라미드를 

만들어보게 하였다. A모둠은 피라미드를 만들 계획을 세웠다가 수정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교사 : 이 모둠은 피라미드를 어떻게 만들기로 했나?

△△ : 찰흙으로 작은 네모를 여러 개 만들어서 피라미드처럼 쌓아볼 거예요.

교사 : 찰흙이 어느 정도 필요할까?

△△ : 한 5-6개 정도

교사 : 네가 말한 작은 네모가 몇 개 정도 필요한지를 묻는 거야. 그러면 몇 층으로 쌓

을 거니? ○○ : 한 5층 정도

교사 : 그래. 5층 정도로 쌓으려면 작은 네모 찰흙을 몇 개정도 만들어야 할까?

(잠시 생각 후에 기봉이가 책상에 그림을 그렸다. )

○○기봉 : 15개.

△△ : 더 필요할 것 같은데

○○ : 그림 봐. 규칙이 있으니까 5,4,3,2,1로 쌓으면 되니까 15개만 있으면 된다. 확실하다.

A모둠에서는 15개가 있으면 되는 것으로 확정을 지었다. 그렇지만, 잠시 후에 다시 30개

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수정하였다. 왜 수정했냐고 물어 보았더니 작은 육면체가 더 필요

하겠다고만 이야기하고 설명하지 못했다. 

[그림 15] 블록으로

피라미드 만들기 계획

 [그림 16] 블록으로

피라미드 만들기

  [그림 17] 피라미드

만들기 수정

 

○○의 생각을 보면 피라미드가 총 5층이므로 아래부터 5개, 4개, 3개, 2개, 1개를 더해

서 모두 15개의 육면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A 모둠 뿐 아니라 다른 

모둠에서도 볼 수 있었다. 

쌓기 나무나 블록을 사용하여 피라미드를 만들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규칙 찾기 활동

이 이루어졌다. 즉 ‘도형’과 ‘규칙성과 문제해결’ 영역의 연결성이 강화된 사례이다. 

학생들이 생각한 것처럼 평면적인 피라미드 만들기, 사방에서 볼 수 있는 입체 피라미

드 만들기, 여러 가지 모양의 피라미드 만들기 등을 하면서 규칙성 탐구 활동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 또 피라미드를 만들기 전에 계획을 세워보고 몇 개의 블록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게 함으로써 규칙을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는 활동도 함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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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수학적 사고는 수학 상황에 대한 이해, 수학적 지식의 활용시기, 접근 방법에 관련되어 

총체적으로 성장 발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수행을 통해 수학을 구성하는 주체

자가 될 때 가장 잘 발달된다고 볼 수 있다(권영희, 2006). 결국 수학 프로젝트를 장기간에 

걸쳐 실행한다는 것은 수학을 만드는 과정, 학습자 자신이 인식한 문제를 수학 모형으로 

접근하고 해결 가능한 문제를 만들어 해결하는 것을 포함하여 반성하는 과정 자체가 수학

적 사고를 형성하는 주요 과정이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젝트를 적용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과 작도 활동에 학생 스스로 참여 할 수 있다. 프로젝트는 문제 인식으로부터 

출발되기 때문에 교사가 학생들의 학습 활동이 계획할 때도 ‘그것을 왜 해야 하는가?’

라는 의문에서 되묻게 된다. 또, 학생들도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수학적 활동을 하게 되므로 그에 따라 각도를 측정하고 삼각형을 작도하게 된다. 따라서 

문제해결의 필요성에 의해 측정과 자도 활동이 이루어지게 된다. 

둘째, 정확하게 측정하려는 태도가 길러진다. 모둠별로 각 개인이 삼각형을 작도한 것을 

모아서 피라미드를 완성하려면 정확하게 작도를 해야 한다. 협동학습에 기초한 모둠별 활

동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이 각을 하나 재거나 삼각형의 길이를 나타낼 때에도 정확하게 

측정해서 나타내려는 태도를 갖게 된다. 셋째, 각과 삼각형에 대한 감각이 길러진다. 피라

미드를 바탕으로 한 각과 삼각형에 대한 탐구 활동은 목적에 의한 피라미드 만들기 활동

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각과 삼각형에 대한 관심, 피라미드 모양에 대한 관

심, 각에 대한 감각과 삼각형에 대한 감각을 기를 수 있다. 

넷째, 문제 해결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프로젝트 학습은 문제인식으로 출발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 결과 또 다른 문제를 생성해서 다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반복된다. 교사

에 의해 주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문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학생중

심의 문제 해결 활동이 이루어진다. 

다섯째, 입체 도형에 대한 이해도 높여준다. 각과 삼각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피

라미드를 만드는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입체 도형에 대한 이해도 길러진

다. 입체도형에 대한 학습은 6학년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그렇지만, 생활에서 각과 삼각형

에 대한 활동을 구성하려니 3차원 공간에서 평면도형인 삼각형을 찾는 것으로부터 시작하

게 된다. 따라서 4학년에서 학습해야할 각과 삼각형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사각뿔에 대

한 이해도 높여준다. 

여섯째, 프로젝트 학습은 주어진 문제나 내용만의 학습이 아닌 다른 영역으로 확장된다

는 사실이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규칙성 탐구(연속하는 수들의 합 : 1에서 5의 합, 

1에서 7까지의 합), 소수의 나눗셈 등의 과정으로 확산되는 결과를 가지며, 통합하여 수학

내적인 연결성과 다른 교과들과의 관계 등을 탐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 연구 실행으로 제언을 하자면, 교사는 보다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자세를 견지할 필

요가 있다는 점, 수학교과 특성 상 학생들의 관심사 및 흥미를 중심으로 하되 교사의 조정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나아가 여러 영역을 통합하는 연구가 보다 장기

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 보다 많은 현장에서의 실행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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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ing Mathematical Learning Project Using Pyramid

 Kim, Sang Lyong4); & Hong, Seong Min5)

Mathematical learning via projects, which enables the reconstruction of curriculum 

through integration and emphasizes the process of solving problems by posing questions, 

has attracted the attention of the department of mathematics. 
This research is aimed at exploring the link between mathematics and project learning 

by analyzing an example of student-oriented project 'the secrets of pyramid' focused on 

understanding 'triangle' specifically designed for forth graders. 

From 115-hour process of subject-oriented project, this study reinterpreted the 

mathematical meaning of only 24 hours directly related to mathematics, especially to 

figure exploration. 

Consequently, this problem solving involved a variety of geometric activities as a 

process, such as measuring an angle, constructing a triangle, etc. Thus students attempt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process, thereby allowing them to learn how to measure 

things more accurately. 

Moreover, project learning improved students’ understanding on not only plane 

figures but solid figures. This indicates that by project learning, learning from given 

problems or contents can be extended to other mathematical areas. 

 
Key words: projects, the secrets of pyramid, triangle and m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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