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학 사교육 고통 해결’ 2차 토론회 (주제 : ‘스토리텔링 수학 교육 정책’) 예고 보도자료(2013.10.21.)

스토리텔링 수학 교육 정책의 현황

과과제를살핀다.

▲10월 22일(화) 오후 3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사교육포럼(대표: 최수일)은 스토리텔링 수학 
교육 정책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함. 

▲‘스토리텔링 수학 교과서’ 정책의 도입 배경과 방안을 살펴보고, 실제로 드러난 수학 교과서의 
실체를 분석해서 학부모들의 혼란을 줄이고 이해를 돕는 정보를 제공함.

▲교육 정책을 신중한 연구와 정확한 시행 계획 없이 급하게 도입한 면이 있음.
▲스토리텔링 도입으로 인한 사교육 실태와 그것을 부추긴 언론의 영업 전략을 밝히려고 함.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더 이상 스토리텔링 수학에 대한 일부 언론과 사교육 시장의 과도한 선전에 

휩쓸리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사교육포럼(대표: 최수일)은 10월 22일(화) 오후 3시,  스토리텔링
수학 교육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살핀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스토리텔링 수학은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수학교육 선진화 방안에 따라 ‘쉽게 이해하고 
재미있게 배우는 수학’을 강조하며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등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
에 따른 초등학교 교과서 편찬시 스토리텔링 형식을 일부 단원에 적용하는 것을 추진하였습
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에서는 스토리텔링형 모델 교과서를 개발하여 제시함으로써 민간 차원의 
다양한 교과서 보급을 촉진하고자 하였습니다. 

한편, 사교육에서는 스토리텔링 수학 학원 프랜차이즈 학원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스토리텔링 수학 
교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스토리텔링 수학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가 
불안해하고, 사교육시장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홍보를 하며 학부모를 더 불안하게 하였습니다. 그러
나 2013년에 스토리텔링 수학 교과서가 공개되고 학교에서 직접 평가가 시행됨에 따라 스토리텔링 
수학 교과서가 기존의 교육방식과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이 없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다소 사교육 열
풍이 줄어든 듯 보이지만, 아직도 잠재적으로 많은 사교육 기회가 생기고 있습니다.

수학사교육포럼에서는 먼저 ‘스토리텔링 수학 교과서’ 정책의 도입 배경과 방안을 살펴보고, 
실제로 드러난 수학 교과서의 실체를 분석해서 학부모들의 혼란을 줄이고 이해를 돕는 정보
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학생들이나 학부모에게 큰 혼란과 고통을 줄 수 있는 교육 정책을 



신중한 연구와 정확한 시행 계획 없이 급하게 도입한 측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스토리텔링 
도입으로 인한 사교육 실태와 그것을 부추긴 일부 언론의 영업 전략을 밝혀서 스토리텔링 수학으로 
인해 초등학교 학부모가 더 이상 언론과 사교육 시장의 선전에 휩쓸리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
공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3. 10. 2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 송인수 윤지희)

■ 행사명: 수학사교육포럼 & 영유아사교육포럼 공동 주최 2차 토론회 
■ 주  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일  시: 2013. 10. 22.(화) 오후 3시
■ 장  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
■ 문  의: 나현주 연구원(02-797-4044, 내선214번)

[ 수학사교육포럼 토론회 계획 ]
일시 토론회 주제 발제 및 토론 (■발제자)

    (※ 3-7회 토론자는 추후 공지)

제1토론회
(9/24,화)

『유치원 누리과정과 특별 활동의
  초등학교 수학 교육과정 선행 여부 실태 점검』 

■최수일(수학사교육포럼 대표)
□이정욱(덕성여대 유아교육과 교수)
□임미령(영유아사교육포럼 대표)
□장혜정(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정연숙(서울 하늘초등학교 교사)

제2토론회
(10/22,화)

『스토리텔링 수학 교육 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살
핀다』

■최수일(수학사교육포럼 대표)
□강완(서울교육대학교 교수)
□송교준(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교육연구사)
□한희정(유현초등학교 교사)

제3토론회
(11/19,화) 『수학 학습법의 방향과 실제 탐색 ① :유초등 단계』 ■최수일(수학사교육포럼 대표)
제4토론회
(12/17,화) 『수학 학습법의 방향과 실제 탐색 ② :중고 단계』 ■안상진(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