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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4차 산업혁명 - 빅데이터 시대의 대학 수학교육

1. 본 연구에서는 기존과 같이 대학에서 수학을 가르치면서 자
연스럽게 ‘컴퓨팅 사고력(Computational Thinking, CT)’ 을 향상
시키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한다. 

2. 본 연구진이개발한 고교 미적, 고교 통계, 대학 미적분학, 선형
대수학, 미분방정식, 통계학, 공학수학 … 의 콘텐츠와 수학실습
실을 소개한다. 

3. 교수자 및 학습자의 거의 부담 없이 대학에서 수학을 배운 학
생들이 기업 또는 초-중등교육 현장에서 활동 할 때 자연스럽게
수학적 지식에기반한 ‘컴퓨팅 사고력(Computational Thinking, 
CT)’  및 코딩 능력을발휘할 수 있도록 해 준다. 

mailto:sglee@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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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수학 – 미적, 통계 … 

http://matrix.skku.ac.kr/sage-story/sage-2-2.html
http://matrix.skku.ac.kr/sage-story/sage-2-4.html
http://matrix.skku.ac.kr/sage-story/sage-3-1.html
http://matrix.skku.ac.kr/sage-story/sage-4-1.html
http://matrix.skku.ac.kr/sage-story/sage-e-1.html

f(x)=x^2+x
g(x)=diff(f(x), x)
plot(f(x), (x, -2, 2))+plot(g(x), (x, -2, 2), color='red')

f(x)와 도함수의 그래프 같이 그리기

(2014). 스토리텔링수학 교과서에서 공학적
도구의 활용과 미분적분학 단원에관한 개
발 사례, 한국수학교육학회지 시리즈 E <수
학교육 논문집>, 28(1), 65-79.

미적분학 (크롬 브라우저 이용 권장)

[Lab] (python - Sage)   http://matrix.skku.ac.kr/Cal-Book/index.html

http://ibook.skku.edu/Viewer/Calculus2

(2015). ‘컴퓨팅사고력(Computational 
thinking)’ 향상과 Sage 도구를이용한수
학교육, 한국수학교육학회지시리즈 E <수
학교육 논문집>, 29(1), 19-33.

http://matrix.skku.ac.kr/Cal-Book/part2/CS-Sec-14-3-Sol.htm

http://matrix.skku.ac.kr/sage-story/sage-2-2.html
http://matrix.skku.ac.kr/sage-story/sage-2-4.html
http://matrix.skku.ac.kr/sage-story/sage-3-1.html
http://matrix.skku.ac.kr/sage-story/sage-4-1.html
http://matrix.skku.ac.kr/sage-story/sage-e-1.html
http://matrix.skku.ac.kr/Cal-Book/index.html
http://ibook.skku.edu/Viewer/Calculus2
http://matrix.skku.ac.kr/Cal-Book/part2/CS-Sec-14-3-Sol.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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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대수학
[Lab] (python - Sage ) http://matrix.skku.ac.kr/LA/ (English – 무료 강의록 )

(e-book : Korean) http://ibook.skku.edu/Viewer/LA-Texbook (English – 무료 책)

(English) http://ibook.skku.edu/Viewer/LA-Text-Eng (Korean – 무료책)

(크롬 브라우저 이용 권장)

http://matrix.skku.ac.kr/LA-K/ (Korean– 무료 강의록)

From vectors to JCFFrom vectors to JCF

Contents (standard)               

http://matrix.skku.ac.kr/LA
http://matrix.skku.ac.kr/LA-K
http://ibook.skku.edu/Viewer/LA-Texbook
http://ibook.skku.edu/Viewer/LA-Text-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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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학

장

별
실습내용 실습실

1 통계학의 이해 없음

2 자료의 정리 및 요약 http://matrix.skku.ac.kr/2015-R-Statistics/R-Sage-Statistics-Lab-1.htm

3 이산 확률변수 및 분포

http://matrix.skku.ac.kr/2015-R-Statistics/R-Sage-Statistics-Lab-2.htm 

4 연속 확률변수 및 분포

5 표집분포와 중심극한정리

6 추정

http://matrix.skku.ac.kr/2015-R-Statistics/R-Sage-Statistics-Lab-1.htm

http://matrix.skku.ac.kr/2015-R-Statistics/R-Sage-Statistics-Lab-2.htm

(2015). R을 활용한 '대화형 통계학입문 실습실' 개발과 활용, 한국수학교육학
회지 시리즈 E <수학교육 논문집>, 29(4), 573-588.

http://matrix.skku.ac.kr/2015-R-Statistics/R-Sage-Statistics-Lab-1.htm
http://matrix.skku.ac.kr/2015-R-Statistics/R-Sage-Statistics-Lab-2.htm
http://matrix.skku.ac.kr/2015-R-Statistics/R-Sage-Statistics-Lab-1.htm
http://matrix.skku.ac.kr/2015-R-Statistics/R-Sage-Statistics-Lab-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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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수학

(공학수학 실습실) http://www.hanbit.co.kr/EM/sage/

최신 공학수학 WITH SAGE (2016년 1월, 한빛아카데미)

(서평) http://www.kms.or.kr/kms/Newsletter/online/166%282016.3%29.pdf

공학수학 실습실 http://www.hanbit.co.kr/EM/sage/

Sage 코드

예제

장별 실습실

요점 강의

(크롬 브라우저 이용 권장)

(2016). SageMath를 활용한 '대화형 공학수학실습실'의 개발과 활용, 
한국수학교육학회지 시리즈 E <수학교육 논문집>, 30(3), 281-294.

http://www.kms.or.kr/kms/Newsletter/online/166%282016.3%29.pdf
http://www.hanbit.co.kr/EM/sage
http://www.hanbit.co.kr/EM/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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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별 실습내용 실습실

1 행렬과선형대수 http://www.hanbit.co.kr/EM/sage/1_chap1.html

2 미분방정식의기초 http://www.hanbit.co.kr/EM/sage/1_chap2.html

3 1계미분방정식 http://www.hanbit.co.kr/EM/sage/1_chap3.html

4 2계미분방정식 http://www.hanbit.co.kr/EM/sage/1_chap4.html

5 고계미분방정식 http://www.hanbit.co.kr/EM/sage/1_chap5.html

6 연립미분방정식 http://www.hanbit.co.kr/EM/sage/1_chap6.html

7 급수해법 http://www.hanbit.co.kr/EM/sage/1_chap7.html

8 라플라스변환 http://www.hanbit.co.kr/EM/sage/1_chap8.html

9 벡터미분 http://www.hanbit.co.kr/EM/sage/2_chap9.html

10 벡터적분 http://www.hanbit.co.kr/EM/sage/2_chap10.html

11 푸리에급수및변환 http://www.hanbit.co.kr/EM/sage/2_chap11.html

12 편미분방정식 http://www.hanbit.co.kr/EM/sage/2_chap12.html

13 복소함수 http://www.hanbit.co.kr/EM/sage/2_chap13.html

14 복소적분 http://www.hanbit.co.kr/EM/sage/2_chap14.html

15 급수와유수 http://www.hanbit.co.kr/EM/sage/2_chap15.html

16 등각사상 http://www.hanbit.co.kr/EM/sage/2_chap16.html

Math 4 빅데이터 http://matrix.skku.ac.kr/E-Math/

dim(iris) # 데이터의관측치수와변수수를정리

names(iris) # 변수명

str(iris) # 데이터의구조

head(iris) # 데이터의앞쪽일부보여주기

tail(iris) # 데이터의뒷쪽일부보여주기

par(mfrow=c(2,2)) # 1페이지에2x2로그래프그리는옵션

boxplot(iris[,1]~iris[,5],main="Sepal Length" ) # iris[,5]가종을나타내는변수

boxplot(iris[,2]~iris[,5],main="Sepal Width" )

boxplot(iris[,3]~iris[,5],main="Petal Length" )

boxplot(iris[,4]~iris[,5],main="Petal Width" )

http://www.hanbit.co.kr/EM/sage/1_chap1.html
http://www.hanbit.co.kr/EM/sage/1_chap2.html
http://www.hanbit.co.kr/EM/sage/1_chap3.html
http://www.hanbit.co.kr/EM/sage/1_chap4.html
http://www.hanbit.co.kr/EM/sage/1_chap5.html
http://www.hanbit.co.kr/EM/sage/1_chap6.html
http://www.hanbit.co.kr/EM/sage/1_chap7.html
http://www.hanbit.co.kr/EM/sage/1_chap8.html
http://www.hanbit.co.kr/EM/sage/2_chap9.html
http://www.hanbit.co.kr/EM/sage/2_chap10.html
http://www.hanbit.co.kr/EM/sage/2_chap11.html
http://www.hanbit.co.kr/EM/sage/2_chap12.html
http://www.hanbit.co.kr/EM/sage/2_chap13.html
http://www.hanbit.co.kr/EM/sage/2_chap14.html
http://www.hanbit.co.kr/EM/sage/2_chap15.html
http://www.hanbit.co.kr/EM/sage/2_chap16.html
http://matrix.skku.ac.kr/E-M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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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  http://matrix.skku.ac.kr/E-Math/

• 오픈소스(SageMath, R)를 이용하여 제작

• 대한민국 대표 CAS 도구로 부상 (무료) 

• 초-중등-대학 다양한 수준의 수학교육과정

• 자연스럽게 계산과 시각화가
Python(Sage)/R 코딩을 이용하여 진행되는
과정을 학생들에게 노출시킴

• 개념과 한 문제 만 가르키고 숙제하면 – 모
든 문제 해결력 완비 ^^  

요약 / 특징

http://matrix.skku.ac.kr/E-M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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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대학 과정 다양한 수준의 수학교육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계산과 시각화가 Python(Sage)/R 코딩을 이용하여 진행되는 과정
을 학생들에게 노출시키고, 실제 함수와 조건을 바꾸면서 실습을
해보게 함

• 수학 + 컴퓨팅 사고력(Computational Thinking, CT)

• 예: 고교 미적, 고교 통계, 대학 미적분학, 선형대수학, 
미분방정식, 통계학, 공학수학 … 의 콘텐츠와 수학 실습실

• 개발된 실습실의 사용으로 고교 및 대학 과정에서 수학을 지도하
면서 자연스럽게 CT교육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서 미래 수학 교사
가 CT 교육의 중심에 설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수학을 배운 학
생들이 교사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빅데이터 시대에 필요한
인재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수학과는 최고의 학과
로 오랜동안 남게 될 것이다. 

Conclusion (결론)

sglee@skku.edu

mailto:sglee@skku.ed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