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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반지름의 길이가 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 넓이를 라 하면 
①   ×

 ②   ×

 




[1 ~2] 다음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cm이고 중심각
의 크기가 °인 부채꼴에 대하여 다음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라.

1. (부채꼴의 호의 길이) × ×   cm

2. (부채꼴의 넓이)

 × ×   cm

[3 ~ 4]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3. 반지름의 길이가 cm이고, 호의 길이가 cm인 부채
꼴의 넓이를 구하여라. 

4. 반지름의 길이가 cm이고, 넓이가 cm인 부채꼴의 호
의 길이를 구하여라. 

[5 ~6] 다음 그림과 같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차례
로 구하여라. 

5. 

    

6. 

    

(2) 구의 겉넓이와 부피

구의 겉넓이와 부피
반지름의 길이가 인 구의 겉넓이를 라 하면  

반지름의 길이가 인 구의 부피를 라 하면 



[7 ~ 8] 다음 그림과 같은 입체도형에서  안에 알맞은 수
를 써넣어라.

7. (겉넓이)(구의 겉넓이)× (원의 넓이)

 × × × 

 cm

8. (부피)(구의 부피)×

 


× ×

 cm

나의 수학 사춘기 3회 숙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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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다음 그림과 같은 구의 부피를 구하여라.

9.

    

10.

    

11. 다음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cm인 구의 
 로

   된 입체도형이 있다. 이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여라. 

(3) 도형의 닮음

[12~13] 다음 그림과 같이 두 원 O, O′의 반지름의 길이가 
각각 cm, cm일 때, 다음을 구하여라. 

12. 닮음비

13. 넓이의 비

[14~15] 다음 그림에서 두 직사각형 ABCD와 A′B′C′D′은 

닮은 도형이고 AB의 대응변이 A′B′일 때, 다음을 구하여라.

14. 닮음비

15. 넓이의 비

[16~17] 다음 그림에서 두 직육면체 ㈎, ㈏는 서로 닮은
도형이다. □ABCD∽□A′B′C′D′일 때, 다음을 구하여라.

㈎                ㈏
16. 닮음비

17. 부피의 비



     NO CROSS NO CROWN

[18~19] 다음 그림과 같이 서로 닮은 두 원기둥 , 에 대
하여 다음을 구하여라. 

18. 닮음비

19. 부피의 비

20. 의 부피가 cm일 때, 의 부피

(3) 닮음비의 활용

21. 날씨가 맑은 어느 날 오후에 길이가 m인 막대기의
그림자의 길이가 m일 때, 나무의 그림자의 길이는 
m이었다. 이때 나무의 높이는 몇 m인지 구하여라. 
(단, 막대기와 나무는 지면과 수직이다.)

22. 다음 그림과 같이 전봇대의 그림자의 끝 점 A에서 m 
떨어진 지점 B에 길이가 m인 막대를 세웠더니 막대
의 그림자의 끝이 전봇대의 그림자의 끝과 일치하였다. 
이때 전봇대의 높이를 구하여라.

23. 눈높이가 m인 은창이가 나무로부터 m 떨어진 지점
에서 나무의 꼭대기를 올려본 각의 크기가 °이다. 나무
의 높이를 구하기 위해 축도를 그렸더니 다음 그림과 같
을 때, 나무의 실제 높이는 몇 m인지 구하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