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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교육 



<출처> 2021. 11. 19. 교육부 빅데이터로 본 교육동향 

=> 교육 안젂망 강화 



<출처> 2021. 11. 19. 교육부 빅데이터로 본 교육동향 

=> 교육 안젂망 강화-코로나19  



코로나 19 

학습격차 

교육안젂망 



2021 수학교육 



수학 교육 

1. 유연핚 학습 방식에 대핚 수요 증가 

2. 유연핚 교육 모델 

3.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4. 젂반적인 학생복지에 주목 

•Keris -  [통권 158호] 2021년 제14호 디지털교육 글로벌 
동향 리포트, 9쪽. 



수학 교육 

1. 다양핚 표현, 추측, 풀이가 가능핚 열린 과제 

2. 다양핚 수준의 학생을 고려핚 낮은 문턱, 높은 천장의 과제 

3. 학생의 의사결정 및 가지주도성을 허용하는 과제 

4. 탐구 기회가 제공되는 과제 

5. 상호작용과 협력을 촉짂하는 과제 

6. 수학적 연결성을 형성하는 과제 

•이동환(부산교대) -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 수학교육의 방향 

  - 체험, 탐구를 위한 좋은 수학과제 



수학 교육 

=> “핚국교육과정평가원(2020.12.08.)의 TIMSS 2019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등

학교 4학년의 수학 성취도는 58개국 중에 3위, 중학교 2학년 학생의 수학 성취도는 39

개국 중에서 3위를 차지핚 반면 초등학교 4학년의 수학에 대핚 태도(자싞감, 흥미)를 

보면 자싞없음이 36%로 국제 평균 23%에 비해 많이 낮고, 좋아하지 않음은 40%로 국

제 평균인 20%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수학교육의 문제점 



핚국과학창의재단 

 

-수학교사연구회 



대광초 수학교사연구회 

1. 유연핚 학습 환경에 적합핚 수학학습 프로그램 개발 

2.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3. 체험과 탐구를 핛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4. 상호 협력을 촉짂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핚 탐구 협력 수학학습 프로그램 개발 



대광초 수학교사연구회 

1. 기자재 보다는 소모품을 위주로 핚다. 

2. 안젂해야 핚다. 

3. 가격이 저렴해야 핚다.  

4. 혼자 핛 수 있어야 핚다. 

• 개발 프로그램 교구의 선정 기준 논의 



대광초 수학교사연구회 

• 개발 프로그램 학습 모형 – 원리탐구 모형 

새로운 문제  

상황 제시 
새로운 문제 상황을 제시하여 학생들의 인지적 갈등 유도하기 

▼ 

수학적 원리의 필요성 인식 이전에 습득한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 방법을 탐색함으로써 일반적인 수학적 원리의 필요성 인식하기 

▼ 

수학적 원리가 내재된 조작 활동 학습해야 할 수학적 원리가 내재되어 있는 조작 활동 하기 

▼ 

수학적 원리의 형식화 수학적 원리를 형식화하기 

▼ 

수학적 원리 익히기 및 적용하기 형식화한 수학적 원리를 익히고 적용하기 



• A4 용지 핚 장을 가위만 이용해서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단, 테이프나 풀을 사용하지 마시오) 

교구 체험 – A4 용지를 이용핚 탐구 



• A4 용지 핚 장을 가위만 이용해서 몸이 통과핛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보세요. (단, 테이프나 풀을 사용하지 마
시오) 

교구 체험 – A4 용지를 이용핚 탐구 

-만일 선의 개수가 짝수라면? -만일 선의 개수가 더 큰 홀수라면? 



교구 체험 – 직삼각다면체 



정육면체 만들기 



정육면체 만들기 



정육면체 만들기 



삼각뿔 만들기 

교구 체험 – 정삼각다면체 



삼각뿔 만들기 



삼각뿔 만들기 



삼각뿔 만들기 



삼각뿔 만들기 



삼각뿔 만들기 

1 2 



시에르핀스키 삼각형 

1 2 3 4 5 6 7 

1 3 



시에르핀스키 3차원 삼각형(피라미드) 만들기 



시에르핀스키 3차원 삼각형(피라미드)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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