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은 즐겁고 창의적인 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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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귀 가정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귀 자녀가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즐거운 방학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여름방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는 기간이지만, 틈틈이 스스로 학습하는
습관을 기르고, 학기 중에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면서 실력을 다질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귀 자녀가 수학을 스스로 즐겁게 학습하는 습관을 갖도록 도움을 주는
무료 수학교육 전문 사이트 ’EBSMath(www.ebsmath.co.kr)‘를 안내드리오니, 방학기간
동안 적극 활용하며 수학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BSMath는 EBS(한국교육방송공사)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구축하여 운영
하고 있는 수학교육 사이트로서, 초등학교 3~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
년 교육과정에 맞춰 제작한 수학 학습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개념 중심의 동영
상 콘텐츠, 원리 중심의 인터랙티브(게임) 콘텐츠, 스토리텔링을 접목한 웹툰 콘텐츠, 실
력을 점검하고 향상시키는 고품질 문제 콘텐츠 등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이용하며
수학의 개념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자녀에게 EBSMath 사이트 활용을 적극 권장해 주시어 수학 실력을 향상시키
고 밝고 희망찬 꿈도 키우는 즐겁고 알찬 여름방학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
니다.
감사합니다.
▣ EBSMath 사이트 활용 방법 ▣
1.
2.
3.
4.

www.ebsmath.co.kr 접속 (*PC웹/모바일웹/모바일앱 모두 지원)
서비스 대상: 초등학교 3~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
주요 서비스: 동영상, 웹툰, 인터랙티브 게임, 문제, 해설강의 등 다양한 수학 콘텐츠 및 학습Q&A
이렇게 활용합니다.
① 교과 단원에 따라 동영상, 게임 등 다양한 유형의 수학 콘텐츠를 활용한 자기주도 학습
② 스토리 흐름에 따라 유용한 학습이 가능한 테마별 수학 시리즈 학습
③ 현직 수학 교사의 학습 Q&A, 수학 학습법 지도
④ 로그인 시 이용자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자기주도 학습 메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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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Math와 함께
더 쉽게, 더 즐겁게

수학교육의 중심
EBS

초등수학게임방

학생들의 목소리
www.ebsmath.co.kr
초등학생 김*은

선생님이 EBSMath로 숙제를 내주시는데, 핸드폰
으로도 해볼 수 있어서 좋아요. 친구들하고 같이
하니까 재미있어요.
중학생 이*지

재미있는 동영상으로 지루하지 않게 공부할 수
있어요. 헷갈리는 개념이나 풀이를 EBSMath에서
확인합니다.
고등학생 박*현

어려운 개념을 쉽게 알려줍니다.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는 내용도 있어서 더욱 재미있어요.

쉽고 간단한 수학 공학 도구
통계 교육용 소프트웨어

이지통계
줄기와 잎그림, 도수분포표,
통계그래프 그리기 등을 직접
해보며 쉽고 간단히 통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 공인 수학학습 사이트
EBSMath는 EBS가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협력하여,
무려 1,531여 편의 창의적인 수학교육 동영상을 비롯,
총 18,930여 개의 다양한 수학 콘텐츠를 서비스 하고 있는
국내 최고의 수학 학습자료 사이트입니다.

그래프 교육용 소프트웨어

이지그래프
중학교 수학 단원, ‘좌표평면과
그래프’의 교과 내용을 직접
쉽게 그려보면서 수학적 성질을
탐구해 볼 수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초등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학학습 사이트

EBSMath

수학은 즐겁고
창의적인 놀이다

개념부터 심화까지,
차별화된 수학 콘텐츠

스스로 깨우치는 수학 사이트

지금까지 수학이 어려웠다면?!

초등 3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스스로 공부하는 힘을
키워주는 무료 수학학습 사이트입니다.

EBSMath와 함께 수학의 재미를 느껴 보세요.
수학 콘텐츠를 보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수학의 달인!

개념이해

마방진

하노이의 탑

초4 ㅣ 4학년 1학기
6,257

중2 ㅣ 확률과 통계
41,287

접선이란 무엇인가?
등차수열의 일반항
with 예린

고2 | 미분
434

수학 게임

고2 ㅣ 수열
12,381

개념복습

수학 동영상

동영상, 게임, 웹툰으로 배워요!
실생활, 타 교과와 연계된 융합형 동영상 콘텐츠, 어린 학생
들에게 친숙한 만화형 콘텐츠를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
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화 통치의 기술로 시작된
수학적 지식

실력향상

중1 ㅣ 수와 연산
3,538

포장상자의 겉넓이 구하기
중1 ㅣ 기하
1,007

동영상

웹툰

게임

1,531

203

119

중학 문제 초등 문제
6,191

10,886

합계
18,930

3회 받아줘 오색공
초5 ㅣ 5학년 1학기
3,017

일차방정식의 활용 3

수학 웹툰

중1 ㅣ 문자와 식
1,896

수학 문제
실력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