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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 도움말 

지오지브라가 무엇인가요? 

 쉽게 사용할 있는 움직이는 수학 소프트웨어입니다. 

 다양한 학습자들에게 교수 학습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움직이는 기하, 대수, 표, 그래프, 미적분, 통계를 적절히 통합하였습니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이며, www.geogebra.org 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특징 

 지오지브라에서는 학습자가 수학적인 구성을 만들거나 모델링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을 드래그하거나, 변수를 변화시키면서, 학습자는 지오지브라와 

서로 반응을 주고받으며 탐구할 수 있습니다.  

 지오지브라는 저작도구입니다. 교사는 지오지브라를 활용하여 상호작용적인 

워크시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www.geogebratube.org 에서는 무료로 

학습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자신의 자료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지오지브라를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타납니다.  

 

http://www.geogebra.org/
http://www.geogebratub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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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상자에 있는 도구를 사용하여, 기하창에서 마우스로 수학적 대상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구성되는 대상에 대응되는 좌표나 방정식은 대수창에서 나타납니다. 

입력창에는 좌표, 방정식, 명령, 함수를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키를 누르면, 바로 기하창과 대수창에 해당되는 대상이 바로 나타납니다. 

지오지브라에서는 기하와 대수가 서로 연관되어 동작합니다.  

 

예제 1: 삼각형의 외접원 

문제: 지오지브라에서 삼각형 ABC와 외접원을 구성하시오. 

 

 

 

마우스로 대상 구성하기 

준비 

 기하창의 오른편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한 후,  대수와 그래프를 선택합니다.  

구성 단계 

1 
 

다각형 도구를 도구상자에서 선택하세요. 그 후, 점을 만들기 위해서 

기하창을 세 번 클릭하면, 점 A, B, C가 만들어 집니다. 그런 다음, 

다시 점 A를 클릭하여 다각형을 만듭니다. 

2 
 

수직이등분선 도구를 선택합니다. (왼쪽에서 4번째 도구상자의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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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각형을 클릭하세요.) 그 다음 삼각형의 두 변을 클릭하여 2개의 

수직이등분선을 만듭니다.  

3 
 

두 대상의 교점 도구를 사용하여, 수직이등분선의 교차부분을 

클릭하면, 삼각형의 외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의 “M”이라고 

바꾸기 위해, 이름 다시 붙이기 대화상자를 열어 “M”이라고 

입력합니다.  

4 
 

외접원을 그리기 위해, 중심이 있고, 한 점을 지나는 원 도구를 

선택하고, 중심점을 선택한 후, 삼각형의 한 점을 선택합니다.  

5  
이동 도구를 사용하여, 삼각형의 점을 드래그 하면, 구성된 외접원과 

삼각형이 함께 움직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도구상자 오른편에 있는 되돌리기/ 다시 실행 버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을 숨기려면, 대상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 (Mac OS: ctrl-click) 

을 한 후, 대상 보이기 를 해제합니다.  

 

 스타일 바를 사용하면, 대상의 모양(색상, 선의 종류 등)을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기하창의 위쪽에 있는 을 클릭하면, 스타일 바를 나타내거나 감출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기능을 사용하려면, 기하창 설정사항 아이콘 을 

클릭하고, 나타나는 메뉴에서  대상을 선택합니다. 

 

  좌표축이나 격자는 스타일바에서 나타내거나 감출 수 있습니다.  

 

  보기 메뉴 또는 도구상자구성 사이드바(기하창의 오른편에 있음)를 사용하여 

대수창, 기하창, 스프레드시트 창, CAS 창의 다양한 보기 상태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기하창에서 구성한 대상의 위치를 옮기려면, 기하창 이동 도구를 선택한 후, 

마우스로 드래그 하면 됩니다.  

 

 구성단계(보기 메뉴 참조)는 대상을 구성하기 위해 사용된 모든 단계를 표로 

보여줍니다. 버튼을 사용하면, 구성한 단계를 다시 되짚어 볼 수 있으며,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구성의 순서도 앞 뒤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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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창에서 대상 구성하기 

준비 

 여기에서는 입력창을 이용하여 앞에서 만들었던 외접원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우선, 파일 메뉴에서 새로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기하창의 오른편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한 후,  대수와 그래프를 선택합니다.  

 

구성 단계 

지오지브라 화면의 아래에 있는 입력창에 다음 명령들을 한 줄씩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A=(2,1) 

B=(12,5)  

C=(8,11)  

다각형[A,B,C]  

s=수직이등분선[a]    

t=수직이등분선[b]  

M=교점[s,t]  

원[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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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2: 함수의 미분과 접선 

문제: 함수 f(x) = sin(x)을 지오지브라에서 정의하고, 함수 f 의 도함수와 그 함수 위의 

한 점에서 와 기울기를 나타내는 삼각형을 포함한 접선을 구성하시오. 

 

첫번째 방법: 함수 그래프 위의 점 

준비 

 파일 메뉴의  새 윈도우 를 선택하여 새 창을 엽니다.  

구성 단계 

1  입력창에 f(x)= sin(x) 를 입력한 후, 엔터키를 누릅니다.  

2 
 

새로운 점 도구를 선택한 후, f의 함수 그래프를 클릭합니다.  

3 
 

접선 도구를 선택하고, 점 A와 함수 f를 클릭합니다. 접선의 이름을 “t” 

라고 바꾸기 위해, 이름 다시 붙이기 대화상자를 열어 “t”이라고 

입력합니다. 

4  입력창에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s = 기울기[t] 

5  
이동 도구를 사용하여, 마우스로 점 A를 움직이거나, 접선의 움직임을 

관찰해 보세요. 

6  
다음과 같이 입력하세요. B = (x(A), s) 

힌트: x(A) 는 점 A의 x-좌표이다. 

  
점 B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Mac OS:  ctrl-click) 을 한 후, 

점 B의 자취 켜기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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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동 도구를 사용하여, 점 A를 드래그합니다. 그러면 점 B가 “기울기 

함수”의 자취를 나타냅니다. 

8  
입력창에  미분[f(x)] 을 입력하면 미분된 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입력창에 f(x)=x^3-2x^2 와 같이 다른 함수를 입력해 보세요. 그러면 즉시로 

미분함수와 접선이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또한, 적분[f(x)] 명령도 입력창에 

입력해 보세요.  

 

 이동 도구를 선택하고, 함수의 그래프를 드래그 해 보세요. 함수의 방정식과 

도함수가 함께 변화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명령어 자동 완성: 명령어의 처음 두 글자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명령어를 

완성하여 제시합니다. 제시된 명령어를 선택하려면 엔터키를 누르고, 그렇지 

않으면 입력을 계속합니다.  

 

 입력 도움말은 입력창 오른쪽에 위치하며, 지오지브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명령을 보여줍니다. 

 

두번째 방법: x-좌표가 ‘a’인 점 

준비 

 입력창을 사용하여 앞에서 만들어 본 예를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화면을 지우기 위해서, 파일 – 새로 만들기 를 선택합니다.  

구성 단계 

지오지브라 화면의 아래에 있는 입력창에 다음 명령들을 한 줄씩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f(x)=sin(x) 

a=2 

T=(a,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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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접선[a,f] 

s=기울기[t] 

B=(x(T),s) 

미분[f] 

 

참고 

 이동 도구를 선택하고, 수 a 를 클릭합니다. 키보드의 화살표 키를 누르면 a의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점 T 와 접선은 함수 f 의 그래프를 따라 

움직입니다.  

 

 슬라이더를 만들어 수 a 의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대수창에서 a 의 왼편에 

있는  를 클릭하세요. 그런 다음 마우스로 기하창에 나타난 슬라이더를 

드래그하여 값을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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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3: 다항식 함수의 교점 

문제: 일차함수와 포물선의 교점을 구하시오.  

 

준비 

 기하창의 오른편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한 후,  CAS 와 기하창 (CAS = 

computer algebra system; 컴퓨터 대수 시스템)을 선택합니다. 

 CAS 창은 지오지브라 4.2 이후 버전에서만 제공됩니다. 

구성 단계 

CAS 창의 각 행에 다음 명령을 입력한 후, 언제나 계산을 실행합니다. 

1  
첫번째 행에 f(x) 를 정의하기 위하여, f(x):=x^2-3/2*x+2 를 입력합니다. 

엔터키를 누르면 계산이 실행됩니다. 힌트 := 는 정의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2  g(x):=x/2+2 를 두번째 열에 입력합니다.  

3  세번째 열에 h(x):=f(x)-g(x)를 입력하여 h(x)를 정의합니다. 

4 
 

네번째 열에 h(x) 를 입력한 후, 인수분해 도구를 선택하여, 인수분해를 

합니다. 그 결과가 즉시 나타납니다.  

5  근을 확인하기 위하여, 풀기[h(x)=0,x] 명령을 사용합니다.. 

6  S:=교점[f(x),g(x)] 를 입력하여, 교점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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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CAS 창에서는 정의되지 않은 변수를 포함하는 분수, 방정식, 수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식의 일부를 마우스로 선택하여 인수분해 도구를 클릭하면, 일부분만 

인수분해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f(x) 와 g(x) 를 정의하고, 두 열을 선택한 후, 풀기 도구를 적용하여 

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례 4: 자료 분석하기 

문제: 히스토그램을 그리고, 평균, 중앙값, 최댓값, 최솟값을 구하시오. 

 

 

 

 

 

 

 

 

 

 

 

 

 

 

준비 

 기하창의 오른편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한 후, 표와 기하창을 선택합니다.  

구성 단계 

1  
스프레드시트의 A열의 셀에 자료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A1 부터 

A14 까지 5, 3, 3, 2, 2, 4, 2, 1, 3, 3, 4, 5, 5, 3 을 입력합니다.  

2 
 

분석할 셀을 선택한 후, 일변수 분석 도구를 선택합니다.  

힌트: 예에서, A1 부터 A14 까지 선택한 후, 일변수 분석 도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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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합니다. 그 다음 원자료 보기 대화상자에서 분석을 클릭하면 

자료가 분석되어 나타납니다.  

3 
 나타나는 창의 윗부분에서 적당한 계급을 선택합니다.  

힌트: 5개의 계급이 사용된 것은, 5개의 값이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4 
 

통계 패널을 열려면, 스타일 바에서 통계값 보이기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여기에서 자료의 평균, 중앙값, 최댓값, 최솟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5  

윗부분의 화살표 버튼을 클릭한 후, 히스토그램 메뉴 오른편의 사용자 

계급 설정을 선택하세요. 힌트: 시작값 0.5, 폭은 1로 지정하고 

엔터키를 누르세요.(예시값) 

 

참고 

A 열에서 일부 값을 변경하면, 히스토그램과 평균, 중앙값, 최댓값, 최솟값과 

같은 통계값도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스토그램 위의 리스트에서 히스토그램부터 점 그림까지 다이어그램 종류를 

변경하세요.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 

지오지브라 웹페이지에는 자료와 도움말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다운로드 www.geogebra.org 

 도움말과 튜토리얼 wiki.geogebra.org 

 워크시트와 자료 www.geogebratube.org 

 사용자 포럼 www.geogebra.org/forum 

http://www.geogebra.org/
http://wiki.geogebra.org/
http://www.geogebratube.org/
http://www.geogebra.org/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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