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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부터 노인까지 함께 즐기는 시간,

세대통합을 만드는 가족수학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반복된 격리 및 등교중지로 학생들의 학습 결손
우려가 커짐에 따라, 가정에서의 학습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글. 이형주 SNS-View 편집위원
호서대학교 전임교수

교육부는 「제3차 수학교육 종합계획(2020~2024)」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학 대중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수학 프로그램 등은
오늘날 더욱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나아가 노인까지 수학에
대한 긍정적 인식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을 ‘가족수학’의 측면에서 살펴보자.

⊙ 수학 수업과 가족수학의 차이?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수학 수업이 아닌 가족단위 수학 활동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가족수학은 자녀, 부모, 노인까지 모든 가족 구성원의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수학
프로그램이기 때문! 가족수학은 자녀의 수학교육임과 동시에, 부모에게도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그 윗세대인 조부모에게는 두뇌
활동을 돕는 노인 교육(노인수학1))으로 기능할 수 있다.
미국수학교사회 NCTM 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Mathmatics은
학부모가 학교 수학 교육에 적극 참여2)할 수 있도록 개발된
<가족수학의 밤 Family Math Night> 프로그램3)을 각 학교에서
운영한 바 있다. 그 결과, 학생 및 가족이 함께 수학을
배우고 공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학 문제의 후속
학습과의 의미있는 연계 기회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고호경(2007), 노인교육으로서의 수학교육의 가능성 제고, 한국학교수학회」 참고
2) Schussheim, J. Y. (2004). Large scale family math night: A premier for collaboration. Teaching Children Mathematics.
10(5), 254-257.
3) Stenmark, J. K., Thompson, V., & Cossey, R. (1986). Family Math. Berkeley, Calif.: University of California. Lawrence Hall of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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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수학을 어떻게 즐길 수 있을까?
요리나 마트에서 장보기 등 생활 속에서 언제든 가족수학 활동을 시작해볼 수 있지만,
수학 게임 등 여러 기관들에서 제공하는 체험 프로그램들을 활용해볼 수 도 있다. 특히
지역별 수학체험센터 및 수학문화관이 운영되고 있어, 가족 단위의 수학 체험을 돕고 있다.

※ 가족수학 프로그램 운영 예
님 게임, 대칭 비즈 마그넷, 스트링아트 열쇠고리, 목표 수 10 투호놀이, 문화메모리
게임, 4색 코딩 색연필 등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문화적 요소를 가미하여 운영

코리아문화투어

목표수10투호

⊙ 가족수학을 바로 시작하는 방법
가족수학 팁

○ 가족수학 팁,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DREME
Family
math math
가족수학
운영방법을
알려주는
DREME
Family
유아수학교육개발연구 분야 네트워크인 미국의 DREME은 가족단위의 수학활동을
지원하는 학부모 교육자, 교사, 사서, 보건 전문가 등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DREME 가족수학 : https://familymath.stanford.edu/
요리, 일상생활, 게임과 놀이, 함께 읽기 등 일상에서 수학을 발견하고 탐구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얻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가족수학 활동의 팁,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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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즐기는
문화공간,수학체험센터
지역별 수학문화관·수학체험센터
지역별
수학문화관
미래 첨단시술의 주요 기저에는 수학이 중요하게 다뤄진다. 이에 수학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보고, 느끼고, 만지는 활동과 탐구 중심의 학습 환경이 각 지역
하나의 문화공간으로 제공되고 있다. 가족이 함께 ‘즐기는 수학’을 수학문화관 및 수학
체험센터들을 통해 경험해볼 수 있다.

집에서도!

○ 집에서 즐기는
가족수학의
밤
유튜브로
즐기는
가족수학의
밤
가족수학의 밤은 Kyle, McIntyre, & Moore(2001)가 6~8세 자녀가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개발한 것으로, 유투브 채널<family math night>을 통해서도 활동을 제공한다.
가족수학의 밤 : https://www.youtube.com/c/Familymath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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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학에 기여하는 시민단체 NAFSCE
NAFSCE National association for family, school, and community engagement는 학생 성취도 향상을 위한
정책에 가족, 학교와 지역사회의 참여를 촉구하는 시민단체다. 독서능력 혹은 사회정서적
발달 수준보다 초기의 수학기술이 향후 학업 성취도에 더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가족수학을 특히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활동으로 보고 있다. 사이트를
통해 시민의 권리와 의무로서 정책적인 시각에서의 가족 수학을 이해해볼 수 있을 것이다.
NAFSCE : https://nafsce.org/page/familymath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애스크매스를 통해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수학 프로그램들을 만나보세요!
(학부모 및 교수학습 자료 외, 수학클리닉 사전검사, 수학 학습진단 등 제공)

바로가기

https://askmath.kofac.re.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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