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의수학체험활동Ⅱ 직무연수

1. 연수개요

 2015개정교육과정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역량을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수학 관련 창의적 체

험활동 및 자유학기제 수업을 운영할 수 있는 교재개발과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수로서, 교

육부에서 지원하는 “2019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의해 무료로 진행되는 연수입니다.

2. 연수 목적

 가. 체험적 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나. 구조화된 탐구중심이 아닌 체험 활동 중심의 교수 · 지도방법 습득을 통해 수학교과지도 능

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3. 연수 일정

 가. 연수과정명: 창의수학체험활동 II

 나. 일시: 2020.01.13.(월)~01.15.(수) 09:00~15:50 (수요일 09:00~12:00)

 다. 장소: 숭실대학교

 라. 대상/연수비: 중등수학교원 40명/ 무료(중식제공)

 마. 주관: 숭실대학교 학교기업 플렉스매스

 바. 연수이수시간: 15시간

4. 교육과정 및 강사진

 가. 창의수학체험활동 Ⅱ (중등): 2020.01.13.(월)~01.15.(수)

      교시

 날짜

1교시 2교시 점심시간 3교시 4교시

09:00~10:15 10:35~11:50 11:50~12:50 13:00~14:15 14:35~15:50

제 1일

1/13(월)

수평적 사고 다면체 접기
중식

도형수 초정육면체

김연욱 김연욱 최성자 최성자

제 2일

1/14(화)

뇌 과학 관점에서 본 수학학습
중식

뫼비우스띠와 
클라인병

/육각플렉사곤
펜토미노

황선욱 송원희 송원희

제 3일

1/15(수)

띠접기 원판구성 수료식
(11:50-12:00)

송원희 송원희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창의수학체험활동Ⅱ 내용

교과목 교수요목 시수

수업방법

강의 참여 실습

창의수학 

체험활동Ⅱ

뇌 과학적 

관점에서 본 

수학학습

수학교육의 목적과 내용적 도달점을 살펴보고 학문으로

서의 수학의 기능 및 좌뇌와 우뇌를 훈련하는 효과적인 

수학적 활동에 대해 알아본다. 교사와 학생들에게 수학

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도록 한다.

3 2 1

펜토미노

펜토미노를 이용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보고 수업에 적

용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양 맞추기를 하여 

펜토미노의 특징을 이해하고 전략을 세워 문제를 해결 

살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1.5 0.5 0.5 0.5

수평적사고

수와 관련된 활동 및 게임을 통하여 수평적 사고하는 

방법을 익히고 문제해결 할 수 있도록 이를 지도한다. 

6개 블록을 가지고 수평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지도

한다.

1.5 0.5 0.5 0.5

초정육면체

3차원 육면체를 한 차원 높인 초정육면체의 성질을 탐

구하고 3차원 전개와 평면에 나타나는 도형을 그려본

다. 플랫랜드 애니메이션을 통해 차원에 대해 흥미를 

가지도록 한다.

1.5 0.5 0.5 0.5

 띠 접기
띠접기를 통해 여러 가지 다각형과 다면체를 만들어보

고 학생들에게 패턴과 방법을 찾도록 하게 한다. 
1.5 0.5 0.5 0.5

도형수

도형수를 관찰하여 공통적인 성질을 발견하고 추론 활

동을 통해 그 들 사이의 재귀적 관계를 찾아 볼 수 있

다. 각각의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일반화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1.5 0.5 0.5 0.5

뫼비우스 띠와 

클라인병

육각플렉사곤

뫼비우스 띠의 정의를 알고 그 특징을 파악해본다. 종

이띠를 이용하여 뫼비우스 띠를 직접 만들어보고 클라

이병을 만들어 보게 한다.

뫼비우스띠의 원리를 이용한 플렉사곤을 만들어보고 수

학적 원리를 탐구한다.

1.5 0.5 0.5 0.5

원판구성

여러 개의 조각을 붙이는 활동을 통해 도형 구성능력을 

기르고 가능한 경우를 빠뜨리지 않고 찾는 활동을 해본

다. 숫자로 나타내는 활동과 숫자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활동을 통해 패턴을 인식하는 경험을 하게 한다. 

1.5 0.5 0.5 0.5

다면체 접기
종이접기를 통해 다각형의 성질을 경험하고 입체도형을 

탐구할 수 있도록 한다. 
1.5 0.5 0.5 0.5

  ※ 개강식 및 폐강식 시간은 연수 시간에 포함시키지 않음.



다. 강사진

구  분 성  명 직 급 학 위 주요활동내용

창의수학

체험활동Ⅱ

(중등)

황선욱 교수 박사 강의 및 실습

최성자 초빙교수 박사 강의 및 실습

송원희 초빙교수 박사 강의 및 실습

김연욱 초빙교수 박사 강의 및 실습

5. 연수결과 처리

 가. 개강식과 수료식을 제외한 순수한 연수 시간의 80% 이상 출석하면 수료합니다.

 나. 연수 이수증은 숭실대학교 학교기업 플렉스매스 대표 명의로 발행합니다.

 다. 연수 결과는 서울특별시교육청 ‘2019특수분야연수기관 직무연수운영 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