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체험센터 안내>
충북수학체험센터는
문제풀이 중심의 획일적 수학교육 방법에서 벗어나, 수학을 즐겁게 공부
할 수 있도록 체험•탐구 중심 수학활동으로 배움과 즐거움이 함께 있는
수학교육의 실천을 지향합니다.
또한 결과와 경쟁 중심의 수학교육에서 상호 배려하고 협력하는 배움 중
심의 수학교육으로 변화하여 바른 인성과 공감 능력을 지닌 지능정보사
회의 융합 인재를 육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수학체험센터 운영사업>
 수학교구/도서
▶ 교육과정과 연계된 수학교구와 수학도서를 구비하여 학교 여건 상 확보가
힘든 교구 및 도서를 충청북도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지원
▶ 대여신청서를 업무메일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 보유현황
구분
수학교구
수학도서

구비 현황
종
145종

수량
2,502
2422권

 수학체험교실 운영
1) 소외지역 소규모 학교로 찾아가는 수학체험교실 운영
- 운영시기: 4~12월
- 자연과학교육원으로 직접 찾아오지 못하는 도내 벽지•농산촌 학교의 학
생을 대상으로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
- 타교과와 연계한 융합된 수학체험활동 프로그램 활동
- 소외지역 대상 과학•수학 체험재료 꾸러미 배부

2) 자연과학교육원으로 찾아오는 펀펀 수학체험교실 운영
- 운영시기: 4~12월
-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물 만들기 및 수학놀이터 교구 활용 활동
- 수학체험교실 체험재료 꾸러미 배부

3) 가족과 함께하는 수학체험교실 운영
- 운영시기: 4~12월
- 수학체험교실 체험재료 꾸러미 배부
- 가족이 함께하는 수학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수학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수학문화의 대중화에 기여

4) 주말에 열리는 수학동아리나눔교실 운영
- 운영시기: 8~12월
- 학생수학동아리 체험부스를 사전 신청하여 운영
- 수학동아리 학생들이 탐구한 내용을 재능 기부하여 수학체험프로그램으
로 부스 운영
- 오프라인 부스 운영 또는 온라인 쌍방향 원격 프로그램 운영 활동

5) 찾아가는 돌봄학생 수학체험교실 운영
- 운영시기: 9~11월
- 학교에서 돌봄학생 지원 수학체험교실 사전 신청하여 운영
- 타교과와 연계한 융합된 수학체험활동 프로그램 활동
- 돌봄학생 대상 수학 체험재료 꾸러미 배부

6) 수학체험교실 학부모 해설 자원봉사 인력풀 구축 운영: 13명

 수학연수실
▶ 연중 수학교원을 대상으로 자율연수, 직무연수 지원을 통하여 수업 및 평
가의 전문성 신장 도모
▶ 대상 : 도내 초 · 중등학교 교원
▶ 교육과정, 수업 및 평가 개선, 활동중심 수업 활성화, 교구활용수업 활성
화, 실용통계교육, 수학클리닉 등 교원 역량 중심의 연수 프로그램 운영
▶ 수학교원의 전문역량을 높이는 교원자율연수, 체험프로그램연수, 수업 및
평가 연수 등을 지원하는 수학 연수실 운영

 수학놀이터 운영
▶ 수학교구 및 블록, 보드게임, 체험재료를 구비하여 자유로운 수학놀이 공
간 운영
▶ 운영시간 : 주중, 주말 09:00 ~ 17:00
▶ 자르고, 붙이고, 쌓고, 끼우고, 맞추는 체험을 통한 수학에 대한 친근감
제공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수학체험센터 운영을
별도안내시까지 휴관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