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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할 수 있는 일

2https://www.sciencetimes.co.kr/news/ai

15일 ‘라이브 사이언스’에 따르면 ‘라마누잔 머신’은 천재 수학자 라마누잔처럼 이전의 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값이 변하지 않는 상수를 통해 새로운 방정식 가설을
제안하고 있음



콴다(Quanda)

• 휴대폰 카메라에 비춘 문제의 글씨를 인식하여
동일하거나 비슷한 문제의 답안을 제공



구글이제시하는미래교육

디지털책임감 컴퓨팅사고 협업하는교실 혁신적인
교수법

라이프스킬
& 업무역량대비

자기주도학습 학부모 & 학교
연계

부상하는
테크놀로지

Future of the Classroom | Google for Education

https://edu.google.com/intl/ALL_kr/latest-news/future-of-the-classroom/


미래학교를위한교수학습원칙 5가지

5

1. 지식전달중심의 수업이 아닌 활동탐구중심의 수업

2. 학습환경 : 다양한 생각이 가능한 허용적 분위기

3. 사고 능력과 사고 성향을 함께 향상시키는 교육

4. 응용 및 적용을 넘어서는 창출 중심의 교육

5. 통합적 교육

신종호 외(2015) 고등사고력 증진을 위한 미래 학교의 원칙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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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을기르는수업



창의성을발휘하려면…

수십 개의 다양한 물체를 준다. 각각의 물체는
모양과 크기가 서로 다르고, 직육면체, 원통과
같은 일반적인 모양은 물론 말로 설명하기 어
려울 정도로 특이한 모습의 물체도 있다. 

A : 앞에 있는 물체 중 각자 마음에 드는 것
5개를 골라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보세요. 

B : 마음에 드는 물체를 5개씩 고르세요. 
(학생이 물체를 고른 후) 여러분이 고른 5개
의 물체를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보세요. 

C : 어떤 새로운 물건을 만들고 싶으세요? 
(학생이 아이디어를 낸 후) 5개의 물체를
골라 만들고 싶었던 물건을 만들어 보세요. 

20190924.신문은선생님



창조하는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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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문제활용하기

Becker & Simada (2004). Open-ended approach : A new proposal for teaching mathematics. NCTM



열린문제를활용한수업

- 개방형 과제를 해결하는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이 이루어짐

- 사고의 과정과 개념에 더 많은 초점을 두어 수학적 가치 이해 기회 제공

- 학생의 해결방법은 학생들의 이해 수준에 대한 통찰 및 평가 정보 제공

- 학생들에게 효율적인 해결 방법에 이르게 하는 수단을 평가하는 기회 제공



유리수

너는 유리수, 나는 정수
나는 네 안에 포함되고 싶다.

너는 유리수, 나는 정수
나는 너의 것이고 싶다.

너는 유리수, 나는 정수
나는 너의 일부이고 싶다.

때론 분수의 모습으로, 
때론 소수의 모습으로,
너의 곁에 머물고 싶다.
언제나 반복, 또 반복인
바보같은 순환소수가 나일지라도
난 좋다. 너의 일부이니까.....

그러나 내가 다혈질의 난폭한
폭군 같은 비순환소수의 모습이라면
난 널 떠나겠지.
그리고 저 멀리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야 할 지도 몰라
너의 일부라는 사실만이 내 존재의 가치이고 정의이니까

학생작품



개념활용시쓰기

학생작품



개념활용그림그리기
학생작품



발렌타인데이에사랑을느꼈나요?

https://freakonomics.com/author/justinwolfers/

1인당 GDP 1인당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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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도성을기르는수업



오리지널스

경제학자 하우스먼은 고객 상담을 하는 직원들 사이에
재직기간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밝히기 위한 프로젝트 진행

화이어폭스, 크롬을 사용하는 직원이 재직기간이 15퍼센트
더 길었음

내장된 기능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주도력을 조금 더 발휘
해서 더 나은 선택지를 찾고자 함



수학불안감어떻게줄일수있을까?

수학을 잘하는 능력은 고정되어 있어서 결코 변하지 않는

다는 믿음은 수학을 두려워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수학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숫자를 마주하면 뇌에서 공포를

느끼는 영역이 활성화되는데, 이 영역은 뱀이나 거미를 보았

을 때 곧바로 작동하는 영역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능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불안감을 유도

하는 교육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보울러 (2020) 『언락』



예만들기과제

첫째항부터 제5항까지의 합이 55인 등차수열의 예를 찾고, 

각각의 일반항을 구하시오. 

(단, 공차는 자연수이다.)



예만들기수업

1. 학생들이 발산적으로 다양한 예를 생성할 기회 제공

2. 다양한 차원의 변이를 경험하도록 과제 설계 가능

3. 학생들로 하여금 각자 생성한 예를 정당화하는 활동 포함

4. 다양한 표상을 생성 및 조작하도록 하며, 학생들 사이의 의사소통 강조



문제만들기수업

 페르미 문제

 그림을 활용한 문제 만들기

 동영상을 활용한 문제 만들기

 조건 변형을 활용한 문제 만들기

 등비수열을 활용한 문제 만들기

 문제 만들기 (최종)



문제만들기



문제만들기조건

무게 : 2.5g
지름 : 19.05mm
두께 : 1.55mm
면은 평평함



문제만들기수업의특징

효과적인 뇌 회로를 구축하는 최고의 방법은 문제를 풀고 자기가 틀린
것을 돌아보게 하고, 또다시 문제를 푸는 것

공부한 내용을 훨씬 잘 기억하는 방법 -> 스스로 문제를 내고 푸는 것

권위자가 평가하지 않는 자가시험이나 동료끼리 서로 문제를 내 풀게
하는 시험이 뇌 성장에 더 유익함

보울러 (2020) 『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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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힘을기르는수업



헝가리현상

 1900년 초 1차 세계대전 전후로 약 20년 간 헝가리 부타

페스트에서 18명의 천재적 과학자와 수학자 배출된 현상

 노벨상 수상자 7명, 울프상 수상자 2명

 고교 마지막 과정에 오픈북 형태로 치러신 시험 : 외트비시

경시대회 → 문제풀이 과정이 창의적이고 논리적인가

 고등학교 대상의 수학저널 <괴말> →수학교사 라츠가 20

년 동안 발행

지적인 도전으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자.  



한번에자르기



별만들기

별의 끝 점을 이어 만든
오각형은 정오각형인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가의정리



가장 흥미로워 보이는 오징어의 다리에 투표해 주세요!

시험에서
종이접기 문제를

만나면 이번 수업을
떠올리며 원리를 스스로 응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종이접기로
훈민정음을 만들며
모든 세상이 수학과
연관 되어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수학을 몸소
체험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종이접기라는 친근한
매개체로 수학을 직접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수학의 필요성을
알려준 수업이었다



학생소감
처음에 수학 교과 특강이라고 해서 수학의 역사에서부터 시작해서 개념까지 진부한 내용에 대해서
배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종이접기를 이용한 수업은 정말이지 신선했고 재미가 없을 수 없
었다. 
손에 연필을 들고 공식을 적용해가며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종이를 들고 직접 접어가면서 문제
를 해결해보니 수학에 더 큰 흥미를 느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종이접기에도 많은 수학 개념들이 포
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 도형 문제를 접하게 될 때마다 이번 강연에서 했던 경험들
이 떠오를 것 같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사고하는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다. 평소에 일상
생활에서 전혀 쓸모가 없다고만 생각했던 수학이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몸
소 느낄 수 있게 해준 새로운 스타일의 수업이었다.

그 활동은 정사각형 종이 안에서 가장 큰 정삼각형을 만들어서 피타고라스 등 유명한 개념들을
사용하여 증명하는 것이었다. 완성된 삼각형을 보니까 기하 파트의 어려운 문제에 출제되는 그림
과 같았다. 완성된 삼각형을 보자마자 '아 이게 이거였어?' 하는 생각과 동시에 어렵게만 생각하였
던 수학문제가 쉽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종이접기에 연결되는 것을 보니, 어려운 문제를 어렵게만 풀
어야 하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고, 수학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었던 발상의 전환이 되는 수업이었다.



어제가르친그대로오늘도가르치지말자.

어제 가르친 그대로 오늘도 가르치는 것

은 아이들의 미래를 빼앗는 것이다.

-존 듀이-



완벽한수업이란존재하지않는다.

훌륭한 교사의 자질은 처음부터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완벽한 수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학생들이 수학을 사랑하고 이해하게끔 힘을 실어주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수업 방식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만들어가는 습관을 가지자.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