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國數學敎育學會誌 시리즈 C <初等數學敎育> J. Korea Soc. Math. Ed. Ser. C:

http://dx.doi.org/10.7468/jksmec.2015.18.3.217 Education of Primary School Mathematics

2015. 12. 제 18권, 제 3호, 217-234 Dec. 2015, Vol. 18, No. 3, 217-234

217

영국 NRICH 웹사이트 운영과 콘텐츠 연계 방식 고찰

박 지 환 (서울대학교 대학원)

송 명 선 (모덕초등학교)

홍 갑 주 (부산교육대학교)✝

수학 교과에서는 컴퓨터와 인터넷 환경을 교수・학습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수학 교수・학습 웹사이

트 운영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Millennium

Mathematics Project’ 사업의 일환으로 1997년부터 운영되

고 있는 NRICH 웹사이트의 운영 방식, 웹사이트 체계, 콘

텐츠 내용, 콘텐츠의 연계 방식 등을 조사하였다. 이를 바

탕으로 주제 중심의 콘텐츠 구성, 지속적・장기적 자료 축
적, 이용자들의 참여 유도, 다양한 협력 사업 등의 측면에

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1)

I. 서 론

우리나라는 ICT 강국으로서 컴퓨터와 인터넷 환경

을 교수・학습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왔다. 특히 수학

교과에서는 설명과 연역추론에 편중된 수학수업을 개

선하는 한 방법으로서 공학적 도구를 활용하는 수업이

다양한 도구와 주제에 걸쳐 시도되어 왔다. 2010년 이

후의 연구만 보더라도 GSP(geometer's sketchpad)를

활용한 연구로서 이창연과 황우형(2010), 홍성관(2013),

최주영과 박성선(2014) 등이 있으며, JavaMAL 거북

마이크로월드 환경을 활용한 연구로서 김화경과 송민

호(2010), Cho, Shin, & Woo(2012) 등이 있다. 또한 대

학 수준의 수학 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 Sage-Math 환

경을 소개한 연구로서 김덕선, 박진영, 이상구(2008)도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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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컴퓨터 환경을 이용한 교수・학습이 반드시

특정한 공학적 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웹상의 기사와 동영상 자료, 질문과 답변들은 그 활용

방법에 따라 수학 교수・학습의 좋은 소재가 되고 학

습 방법의 다양한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모

든 종류의 자료들이 하나의 웹사이트 속에 체계적으로

배치된다면 그 자체로 수학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여러 교수・학습 웹사이트들이

구축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ICT 환경 수학 학

습 현황을 분석한 김부미(2012)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

나라에서 공학적 도구 활용에 대한 연구에 비해 웹 기

반 수학 수업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으며, 수학

학습을 위한 많은 웹사이트가 있지만 상당수는 교수

자료와 학습 자료의 저장소 역할에 그치고 있다.

실제로 공공 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수・학습 웹사이

트 중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교육청별 사이버가정학

습 사이트는 2004년 시범운영을 시작하여 2005년에 전

국의 시․도 교육청으로 확대될 정도로 양적 확장을

이루었지만(정성무 외, 2008) 콘텐츠 개발난, 낮은 인

지도, 관리부실 등의 문제(송창헌, 2014), 상호작용과

피드백의 적절성의 문제(정아영, 2012) 등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새 교육과정을 반영한 콘텐츠가 제때 공급

되지 못하여 이용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

(정영선, 2010; 김병덕, 2015)도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있어 왔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는 교육정

보 종합서비스 시스템인 에듀넷의 경우도 1996년 개설

부터 2004년에 이르기까지 연평균 방문자 증가율이

110%에 이를 정도로 양적 확장을 이루고(허균, 2007),

수학 과목에서 주제별 심화 학습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성과를 이루었지만(한정민, 2010), 이용의 편의성 및

콘텐츠의 질에 대한 교사들의 평가가 낮으며 결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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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교육용 홈페이지에 비해 교사들이 이용하는 비율도

낮다는 조사결과가 있었다(김하나, 송의성, 박소영,

2009). 또한 교사들이 에듀넷을 사용하는 이유는 사용

편의성보다는 이미 에듀넷 사용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

이라는 연구결과도 있었다(허균, 2008).

그러나 최근 교육부의 ‘농산어촌 ICT 지원 사업’을

통해 이루어진 연구인 정순모, 박혜연, 김응환(2014)과

박선주, 한광래, 이대현, 신보미, 이준기(2015)에서

EBSmath를 활용한 사례에서 보듯, 지역의 한계를 극

복하여 모든 학생들에게 양질의 자기주도적 학습의 장

을 제공한다는 입장에서 다양한 ICT 환경의 기본 플

랫폼인 교수・학습 웹사이트의 역할은 여전히 기대되

는 상황이다.

앞서 언급한 콘텐츠 개발난과 콘텐츠 질의 문제는

매 교육과정마다 완전히 새로운 자료를 빠른 시간 내

에 개발해서 탑재하는 현재의 자료 개발 방식이 그 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정 교육과

정 교과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얽매이지 않는 좀 더 보

편적인 수학 콘텐츠를 축적하여, 교사와 학생이 자기

의 의도와 수준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

는 웹사이트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웹사이트의 구성에 있어서 전체 메뉴 및 내용

사이의 연결 구조는 사용자가 콘텐츠를 활용하는 틀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2) 특히, 교수・학습의 상황에

서는 학습 내용 사이의 개념적 연결 관계가 매우 중요

하며, 학습의 경로는 결국 이러한 연결망 위에서 구성

된다. 그러므로 교수・학습 웹사이트에서 콘텐츠의 연

계 방식과 전체 구조는 편의성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결국 지금까지 언급한 바, 콘텐츠의 질, 개별 콘텐츠

들 사이의 유기적 연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운영 등

2) 웹사이트의 구조에 대해 이루어진 연구로서, 사용자의 방

문 기록 분석을 통해 자료가 주제별로 상호 연관되는 과

정을 연구한 Perkowitz & Etzioni(1998), 사용자의 방문

패턴을 분석하여 웹사이트 링크 구조의 평가 및 개선 모

델을 마련한 Zhou, Chen, Shi, Zhang, & Wu(2001), Wu,

Ng, & Huang(2004), 웹사이트의 전체 구조와 개별 자료

의 상호 연계성을 평가하는 모델을 연구한 Poblete와

Baeza-Yates(2006), 사용자가 예상한 자료의 위치와 웹사

이트 내에서의 자료의 실제 위치의 차이에 대해 연구한

Nakayama, Kato, & Yamane(2000), Srikant &

Yang(2001) 등을 들 수 있다.

의 관점에서 우리가 참고로 삼을 수 있는 훌륭한 모델

이 있다면 좋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소개하고 분석

할 NRICH 웹사이트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MMP(Millennium Mathematics Project)’ 사업 중 하

나로서 1997년에 개설한 이래 1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점진적으로 발전하며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NRICH

는 본래 주관 기관인 케임브리지대와 공동 창립자인

Libby Jared의 소속 대학인 Hormeton College의 이름

을 따서 ‘National Royal Institution Cambridge and

Homerton’의 약자로 출발하였으나 이후 학생들에게

풍부한(enriched) 수학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기치를 바

탕으로 그 이름을 재해석하였다. 공공성을 추구하며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웹사이트로서, NRICH는 웹사이

트의 편의성, 접근성 및 시사성, 콘텐츠의 내용과 활용,

참여 인력의 구성, 사업의 다양성 등에서 우리에게 시

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주제 중심의 수학 수업과 교과서(박만구 외, 2015; 이

종학, 윤마병, 2014; 홍영기, 2009; 황선욱 외, 2014)에

대해서도 좋은 참고가 될 노하우와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 웹사이트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연구(Jared,

1997; 1998; Jones & Simons, 1999; Stanford,

Gilderdale, & Beardon, 2001)와 연례보고서3)를 통한

개선 노력은 국내의 학습 관련 웹사이트의 운영 면에

서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NRICH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이끈 요인에 관심을 두어 출범 과정, 참여 인

력, 사업 내용, 재정 확보 방식 등을 조사한다. 이어서

웹사이트 구성과 체계를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성에 중

점을 두어 살펴본다. 다음으로, 콘텐츠의 내용과 제시

방법상의 특징을 구체적인 예를 통해 확인한다.

NRICH의 콘텐츠를 바탕으로 진행된 수많은 현장 수

업과 교육 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것을 가능하

게 했던 가장 중요한 특징은 NRICH 콘텐츠들 사이의

높은 연계성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특히 이러한 연

계성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수학 웹사이트 운영

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이를 위한 자료로서,

웹사이트 자체, NRICH의 장기목표에 대해 고찰한

Piggott(2007)의 연구, NRICH의 콘텐츠를 수업 현장에

3) http://nrich.maths.org/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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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한 Mallet et al.(2011), Baria(2013), Callard(2009)

등의 연구, NRICH에서 발간한 연례보고서 등을 검토

하였다.

본론에 앞서, NRICH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

으로서 영국 교육제도의 특징을 간략히 설명해 두고자

한다. 영국의 학제는 ‘Key Stages’라는 이름의 학년군

을 기본으로 이루어져 있다.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

랜드 각각 국가수준 교육과정(National Curriculum)이

라 불리는 것을 두어 가르쳐야 할 최소 내용을 지정하

고 있지만, 우리나라와는 달리 전체 교육내용과 구체

적인 운영은 지역별 교육과정(Local curriculum)에 명

시하여 실행하고 있다. 2011년 영국 교육부의 교육과

정 개정에서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전체 학습 내용을

축소시켰으며, 이에 따라 교사의 자율적 교육과정 계

획과 운영은 더욱 강조되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3). 그리고 영국에는 학교급별 졸업장이 없으며, ‘수

학 고졸 수준 C학력 증서’와 같은 과목별 자격증이 이

를 대신한다(최봉섭, 2006). NRICH 웹사이트의 내용

체계 및 구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육제도상

의 차이를 감안해야 할 것이다.

Ⅱ. NRICH 프로젝트의 운영과 웹사이트

체계

1. NRICH의 출범과 운영

1990년대 후반 영국의 일부 학교에서는 인터넷에

학습 인프라를 구축하여 교실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구

상하였고, 이 과정에서 개별 학교 단위를 넘어선 통합

적인 온라인 클럽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NRICH는 이러한 배경 하에 케임브리지 대학교 수학

과와 교육학과의 공동 프로젝트로 1996년 시작된 프로

젝트이다.

NRICH의 초기의 취지는 학교에서 제공하기 힘든

풍부한 수학적 콘텐츠를 새로운 기술을 통해 학습자에

게 제공하는 것이었다. 프로젝트의 시범 해였던 1996

년에는 11세부터 14세까지의 학생들을 위한 콘텐츠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이후 그 범위를 5세부터 18세까지

로 점차 확대했다. 그와 동시에 여러 차례의 자체 평

가(Jared, 1997; 1998; Stanford, Gilderdale, &

Beardon, 2001)와 외부 위탁 평가(Jones & Simons,

1999)를 통해 웹사이트가 교실 수업을 보조하는 것 이

상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따라

학습자가 협력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발적으로 탐구하

고 토론할 수 있는 수학적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Jared, 2005). 그 후 2008년

수학과 생물학을 결합한 bioNRICH를 시작으로 이를

화학, 물리학으로 확장하여 과학, 기술, 공학을 수학과

연계․통합한 콘텐츠인 STEMNRICH4)를 출범하였다.

NRICH 웹사이트(그림 1)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년간을 기준으로 방문자수가 644만 이상,

조회수가 약 5억에 이를 정도로 활성화되었다5).

NRICH는 웹사이트 안에서의 교육활동에 그치지 않

고, 축적된 콘텐츠를 활용하여 실제 교육현장과 연계

된 프로그램을 주체로서 직접 운영하거나 혹은 보조

하고 있다. ‘NRICH Hands-on Roadshow’ 프로그램에

서는 초·중등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수학퍼즐, 게임, 학

생참여수업을 제공하는 수학 캠프를 연다. 또한 케임

브리지대 학생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이 초·중등학

교에서 학생들의 수학, 과학, 컴퓨터, 기술 과목의 학습

을 돕는 ‘STIMULUS’ 프로그램, 그리고 MMP 산하의

NRICH의 자매 프로그램이면서 2012년 런던 올림픽을

기념하여 시작된, 스포츠를 통한 수학·과학 학습 프로

그램인 ‘Maths and Sport’ 프로그램에는 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NRICH의 콘텐츠가 현장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힘은 결국 웹사이트의 운

영방식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4장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4) http://nrich.maths.org/stemnrich

5) http://nrich.maths.org/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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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NRICH 웹사이트 메인 화면

[Fig. 1] The home page of NRICH Website

NRICH는 학생 이외에도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도

힘쓰고 있다. 영국 교육부에서는 초등학교 교사 중 일

부를 선발하여 수학전문교사로 재교육하는

‘MaST(Mathematics Special Teacher)’ 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있는데 NRICH에서 이를 위한 연수자료를 개

발하고 있다(Lord, 2014). 결국, NRICH는 단지 하나의

웹사이트가 아니라 수학 학습자 및 교육자를 위한 종

합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다.

2014-2015년 NRICH 연례보고서(Lord, 2015)6)에 의

하면 NRICH 팀은 케임브리지대 수리과학센터에 위치

해 있으며 팀원은 총 13명이다.7) NRICH 팀은 수리과

학센터의 500여 명을 포함해 연간 6천여 명의 교사와

협업을 하고 있다(표 1).

6) 영국 학제에 따라 2014년 9월부터 2015년 8월까지를 대상

기간으로 함.

7) 그 구성은 단장(Director) 1명, 초등 담당 3명, 중등 담당 2

명, 부속 프로그램(STIMULUS, Roadshow) 담당 2명, 기

술지원담당 2명, 행정지원담당 3명이다.

사업명 내용

NRICH Hands-on

Roadshow
수학캠프(수학퍼즐, 게임, 학생참여수업)

STIMULUS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수학, 과학, 컴퓨

터, 기술 과목 학습 보조

Maths and Sport
스포츠를 통한 수학·과학 학습 프로그

램에 콘텐츠 제공

MaST 초등학교 교사를 수학전문교사로 재교육

[표 1] NRICH의 협력사업

[Table 1] Cooperation projects of NRICH team

NRICH의 운영자금 출처는 크게 세 가지이다. 하나

는 Stimulus나 Roadshow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학교 현장과 협업을 하면서 얻는 수입이다. 또 하나는

CMEP(Cambridge Maths Education Project),

CA(Cambridge Assessment), CUP(Cambridge

University Press) 등의 케임브리지대 산하기관에서 받

는 재정지원이다. 또한 외부 후원을 받아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Templeton World

Charity Foundation 의 후원을 받아 ‘the Templeton

project’를, Citi Foundation의 후원을 받아 ‘STEP

prep’을 개발하였다. 2013-2014년 NRICH 연례보고서

는 이러한 수입을 통해 NRICH가 2014년 8월을 기준

으로 18개월분의 예산을 확보해 두었음을 알리고 있다

(McClure, 2014).

재정의 견고한 확보와 함께, 책임자들의 긴 재직기

간은 NRICH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주요한

토대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NRICH의 초대 단장인

Toni Beardon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5년을, 2대

Jennifer Piggott은 2001년부터 2009까지 9년을, 3대

Lynne McClure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4년을 근무

하였고, NRICH의 주요 부속프로그램으로서 수학 질문

-답변 커뮤니티인 askNRICH를 담당한 Emma

McCauhan은 개설 당시인 1999년부터 리뉴얼을 위한

임시 종료시점인 2014년까지 15년을 계속하여 재직하

였다.

2. 웹사이트 구성과 체계

NRICH 웹사이트는 학년군별로 4개의 학생용 홈, 3

개의 교사용 홈을 제공한다. 학생용으로는 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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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초등학교 저학년), Upper Primary(초등학교

고학년), Lower Secondary(중학교), Upper Secondary

(고등학교)라는 4개 홈이 있고, 교사용으로는 Early

Years(유치원), Primary(초등학교), Secondary(중・고
등학교)의 3개 홈이 있다. 이 중 Early Years 홈8)은 5

세 미만 교육과정을 위한 곳으로 대응되는 학생용 홈

은 별도로 없다. 또한 이와 별도로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과 관련된 콘텐츠

를 모아둔 홈페이지가 학생용, 교사용 홈과 같은 형태

로 마련되어 있다. 모든 콘텐츠는 로그인 없이 이용

가능하도록 개방되어 있다. 학생들이 자신의 ‘풀이’를

제출할 때에도 단지 자신의 이름과 학교를 기재하여

풀이와 함께 올리면 된다.

각각의 홈별로 특정한 주제 하에 편집팀에서 제작

한 학습 자료들이 지속적으로 업로드 되고 이것은 계

속 축적되므로 NRICH의 자료는 점점 풍부해진다. 또

한 자료들은 수학의 내용 혹은 수학적 사고 측면에서

의 연관성에 따라 키워드로 치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

로, 학습자는 하나의 게시물을 읽는 것으로부터 출발

하여 지식의 깊이와 폭을 능동적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다.

모든 게시물에 접근하는 입구가 되는 각 홈별 대문

페이지의 구조를 학생용 홈부터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그림 2). ‘Latest’ 난에는 가장 최근의 테마들이

진열된다. 이 중 하나를 선택하면 ‘Current’ 난에서 그

에 속한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으며, ‘Related’ 난에서

그와 관련하여 더 공부할 수 있는 테마들을 소개한다.

[그림2] Upper Primary 학생용 홈

[Fig. 2] Student home for Upper Primary

8) http://nrich.maths.org/early-years

‘Collection’에서는 운영진이 선별한 게시물들을 모아

트리 구조로 제공한다. Upper Primary의 예를 들면 세

개의 트리를 제공하는데 그 출발점은 “School Maths

Topics”, “Be a Mathematician!”, “Games and

Interactives”이다. 이는 주제별로 모일 수 있는

NRICH 콘텐츠의 내용과 제작 방식의 특징을 보여주

는 대목인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살

펴볼 것이다. ‘Trending’ 난에는 특별히 재미있는 게시

물들을 며칠 주기로 갱신하며 보여준다. 내용은 학년

군마다 다르지만, 아직 풀이가 채택되지 않은 문제, 그

리고 최근에 풀이가 채택된 문제를 소개하는 것은 모

든 학년군에 걸쳐 이 난이 가지는 공통적 특징이다.

‘Past feature’에서는 이전의 테마들을 볼 수 있으며,

‘Past Monthly Issues’에서는 2012년 홈페이지 개편 이

전의 게시물 모두를 발간된 월별로 볼 수 있다9).

한편, 교사용 Primary, Secondary 홈은 전반적으로

전체 구조와 메뉴가 학생용 홈과 같다. 그러나 게시물

은 교사만을 위해 별도로 작성된 것이 많다. 예를 들

어, 학생용 홈에 올라온 문제의 교사용 페이지, 그리고

별도의 교사의 수업자료, 수업방법, NRICH 자료의 활

용 아이디어 등의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Collection’ 난에는 여러 게시물들을 특정한 목표에

따라 묶은 커리큘럼을 제공하여 교사가 수업 운영의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Trending’ 난의

내용은 학생용 홈의 내용과 비슷하지만, 교사용 홈에

는 NRICH의 채용정보, 수학 관련 행사, 사업 소개 등

의 정보가 추가로 제공된다. ‘Early Years’ 홈에서는

영국 교육부와 교육기준청(Ofsted)10)에서 주관하는 영·

유아 교육과정인 ‘Early Years Foundation Stage

(EYFS)’을 지원한다. NRICH에서는 EYFS의 프로그램

중 수학에 관련된 활동을 개발하였다.11)

NRICH에서는 수학적인 질문과 답을 통한 수학적

의사소통의 장으로서 ‘askNRICH’라는 웹사이트를 함

께 운영해왔다(Jared, 2013). 참여자들은 NRICH의 기

9) 2012년도의 홈페이지 개편 이전에는 월간지 형식으로 매

월 특정 테마의 문제, 게임, 기사들이 게시되었다. 개편을

통해 월간지의 형식 대신 지금의 학년군별 홈의 구조가

도입되었다.

10) the 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공립학교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영국 정부의 비장관급 기구.

11) http://nrich.maths.org/early-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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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또는 그 밖의 수학 일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올

릴 수 있다. 케임브리지대 수학과 학부생 자원봉사자

(‘Moderator’)들은 질문에 대해 적절한 조언을 하는 역

할로 참여한다. 단, 그들은 직접적인 풀이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수준의 힌트와 제안만을 제시하여

참여자들의 자발적 사고와 참여를 유도한다.12) 참여자

는 이용 실적에 따른 등급을 부여받는다. 등급은 답변

의 신뢰도를 가늠하는 지표가 된다.

1997년부터 운영된 ‘ask NRICH’에는 약 8만 건의

게시물이 누적될 정도로 활발히 이용되었으나 게시판

이 기술적으로 낙후되어 2014년 7월 이후로 기존의 사

이트를 폐쇄한 후 영국의 대학입학시험의 일종인

STEP, MAT에 초점을 둔 게시판으로 개편하였다. 하

지만 기존의 게시물은 따로 보존하여 별도의 로그인

없이 열람할 수 있다13).

NRICH는 홈페이지 이외에도 여러 사회관계망 서비

스를 통해 교사들, 그리고 학생들과 소통하고 있다. 트

위터14)에서 교사들이 NRICH 콘텐츠를 활용하는 자신

의 수업 내용, 수학 관련 행사 정보 등을 활발하게

공유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그림 3). 페이스

북15)에서 NRICH는 새로운 프로젝트와 콘텐츠, 이용자

들이 참여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소개한다. 또한

NRICH는 월 단위로 뉴스레터를 보내고 있는데 학생

용 뉴스레터인 ‘NRICHTALK’는 약 1,500명, 교사용인

‘NRICHSUPPORT’는 약 14,000명의 사람들이 구독할

정도로 그 호응도가 높다(Lord, 2015). 즉, 현재

NRICH는 수학교사와 학생들을 아우르는 커뮤니케이

션 센터의 역할을 키워가고 있으며, 이는 그동안 축적

된 방대한 수학 콘텐츠를 기반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보인다.

12) “Don’t expect straight answers; they’ll be looking to

help you understand, by giving hints and suggestions

rather than a model answer.”

http://www.furthermaths.org.uk/files/asknrich_students.pdf

13)

https://nrich.maths.org/discus/messages/board-topics.html

14) https://twitter.com/nrichmaths

15) https://www.facebook.com/nrichmaths

2014-2015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NRICH의 페이스북 계정

은 좋아요 6650개, 트위터 계정은 구독자 수가 2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활성화 되어 있다.

[그림3] 트위터를 통한 교사들과의 소통

[Fig. 3] Communication with teachers on twitter

Ⅲ. NRICH의 콘텐츠 연계방식

1. 콘텐츠의 종류와 구성

NRICH의 학생용 콘텐츠 대부분은 그 내용에 따라

‘문제(Problem)’16), ‘게임(Game)’, ‘읽기자료(Article)’로

분류되어 있다. 교사용 홈에서는 여기에 교사용 지도

자료, NRICH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과정 구성을 안내

하는 자료, NRICH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연구 등을 추

가로 제공한다. 2015년 11월 현재 게시물의 수는 게시

물마다 번호로 매겨져 있는 웹페이지 주소를 볼 때 1

만여 개에 달한다. 각 게시물마다 글, 그림, 온라인 조

작교구, 동영상, 게임 등 다양한 형식의 자료들이 내용

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된다(그림 4).

16) NRICH의 문제(Problem) 대부분은 연습문제(exercise)의

성격이 아니라 구체물의 조작, 그림 그리기, 실험, 동영상

자료 등을 통해 다양한 탐구를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

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탐구(exploration) 혹은 활동

(activity)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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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NRICH에서 제공하는 조작교구인

‘NRICH Number Plumber’에 대한 동영상 설명

[Fig. 4] Video explanation about 'NRICH Number

Plumber' in NRICH website

NRICH의 문제, 게임, 읽기자료들은 1부터 5까지의

‘단계(Stage)’가 명시되어 있다. 1단계는 5～8세, 2단계

는 8～11세, 3단계는 11～14세, 4단계는 14～16세, 5단

계는 16～19세가 주 대상이다. 이것은 영국 교육제도상

의 학년군인 ‘Key Stages’의 각 단계에 대응하는 것으

로 다른 나라의 이용자들을 배려하여 붙인 명칭이다17).

[그림5] 문제 페이지의 화면 구성

[Fig. 5] Layout of problem page

17) http://nrich.maths.org/2710

문제 페이지 하단에는 연관된 개념, 소재, 사고전략

등이 키워드로 제시되어 있다(그림 5). 각각의 키워드

들은 연관된 정도에 따라 다른 크기와 굵기의 글씨로

된 단어구름(word cloud)으로 제시되며, 이를 클릭하면

같은 키워드를 포함한 게시물의 목록을 볼 수 있다.

이 키워드들은 상단 프레임의 ‘Topics18)’를 클릭하면

볼 수 있는, 총 31개 대분류에 걸친 539개 항목으로

정리되어 있다. 왼쪽 프레임에는 3개의 추천 자료(‘You

may also like’)를 제시하여 학생들이 해당 자료를 학

습한 뒤 이어가기에 적합한 학습 내용을 안내한다.

‘Printable page’에서는 각 자료를 인쇄 가능한 컴퓨터

파일로 제공하여 교사들이 일반 교실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부 문제들은 교실이나 복도

에 게시할 수 있는 컬러 포스터를 pdf 파일로 제공한

다. 이는 학생들이 문제의 풀이에 도전하도록 격려하

는 교사를 지원하는 한 방법이다.

문제별로 ‘문제의 이해와 해결전략(Getting started)’,

‘풀이(Solution)’ 페이지가 링크로 제공된다. 여기서 풀

이 페이지에서는 학생들이 제출한 해당 문제의 풀이

중 주목할 만한 것을 운영진이 선정하여 게재하고 있

다. 풀이가 아직 채택되지 않은 최근 게시물은 목록에

서 제목 옆에 ‘live’라는 아이콘을 달아서 아직 풀이를

받고 있음을 표시한다. NRICH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풀이를 수용하고 있어서 학생들은 손으로 쓴 풀이를

스캔하거나 수행한 활동의 결과를 사진이나 동영상으

로 촬영하여 제출하기도 한다. 설령 풀이가 수학적으

로 완결된 것이 아니라도 아이디어가 좋다면 채택될

수 있고, 한 두 개의 작은 실수가 있어도 수정 후 게

재된다. 이 때 채택된 풀이와 함께 학생의 국적, 소속

학교, 이름을 명기하는데, 이는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

하는 효과적인 장치라고 보인다.19)

학생들이 제출한 풀이는 때로 그 문제 자체에 포함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수의 배열에 관한 문제인

‘That Number Square20)’에서는 한 학생이 동영상으로

올린 풀이를 문제 페이지 안에서 해결 전략의 하나로

소개한다. 또 한 예로서, 1단계의 ‘Lots of Lollies21)’를

18) http://nrich.maths.org/public/leg.php

19) http://nrich.maths.org/7503

20) http://nrich.maths.org/8169

21) “프랜시스와 리쉬가 사탕 한 봉지를 받았다. 둘이서 사탕

을 똑같이 나누어 가졌더니 봉지에 사탕이 하나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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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자(그림 6). 이 문제는 나누는 수와 나머지의 변

화를 통해 처음 수를 추측하는 문제로, 그 자체만으로

도 풀이는 가능하다. 그러나 이 페이지에는 이 문제에

대해 세 팀의 학생들이 제출한 서로 다른 풀이의 착상

부분만,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로 펼쳐지는 박스 안에

제시하여 이 페이지를 보는 학생들이 이들의 착상을

이해하고 발전시켜 풀이를 완성시키기를 제안한다. 학

생들은 다른 학생들의 착상을 감춘 상태에서 스스로의

착상을 얻는데 집중할 수도 있으며, 다른 학생들의 착

상을 펼쳐서 살펴보고 이것들을 비교, 대조하면서 하

나의 문제에 대해 여러 방법으로 접근하는 경험을 가

질 수도 있다.

많은 문제들이 이와 같이 펼쳐지는 박스를 사용하

여 하나의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을 안내한

다. 이와 같이 학생들을 내용 구성의 주체로 참여시키

면서, 한편으로 자신의 자료를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

게 보완하는 것은 NRICH 웹사이트에서 발견할 수 있

는 일반적인 특징 중 하나이다.22)

NRICH의 많은 문제에는 교사용 지도자료가 따라

온다23). 이는 일반적으로 해당 문제의 출제 의도, 수업

적용 방법, 핵심 발문, 문제의 확장, 수업의 팁24) 등으

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앞의 ‘Lots of Lollies’ 에 대한

교사용 지도자료의 ‘출제 의도(Why do this

problem?)’ 항에서는 이 문제에서 학생들은 약수와 배

수에 대한 지식을 적용하고, 나누어 가짐, 나눗셈, 배수

/약수 개념을 서로 연결시키며, 한 문제에 여러 풀이가

가능하다는 사실 및 풀이는 일반화될 수 있다는 사실

을 발견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문제의 확장(Possible

extension)’ 항에서는, 이 문제를 최고 수준으로 다룰

때에는 봉지에 담길 수 있는 사탕 개수의 종류를 완전

하게 일반화시켜 분명하게 말하도록 학생들을 격려하

사탕 나누기가 끝난 후 친구인 키샨, 헤일리, 폴이 왔다.

그 친구들도 사탕을 원했기에, 아이들은 다시 사탕을 똑같

이 나눠 가졌다. 이번에는 사탕이 두 개 남았다. 봉지에는

몇 개의 사탕이 있었을까?” 라는 문제이다.

http://nrich.maths.org/2360/index

22) http://nrich.maths.org/8059, http://nrich.maths.org/8062,

http://nrich.maths.org/8192

23) 화면 왼쪽 프레임의 ‘Teacher’s resources’를 통해 링크된

다.

24) 각각 ‘Why do this problem?’, ‘Possible approach’, ‘Key

questions’, ‘Possible extension’, ‘Possible support’를 번역

한 것이다.

라고 조언한다. 또한, 좀 더 많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 ‘Growing Garlic25)’ 게시물의 문제를 이어서 풀어

보라고 제안한다.

NRICH의 게시물들은 학년군, 단계, 주제, 키워드

등의 다양한 항목으로 서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림6] 학생의 풀이를 그 문제 안에 제시한 경우

[Fig. 6] A problem that includes a solution of itself

presented by a student

25) http://nrich.maths.org/5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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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게시물을 이어서 학습하는 한 가지 예를 구성

하여 이러한 연결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7). 즉, STEM 홈의 ‘Maths Meets Biology’에 속한 게

시물인 ‘Influenza Virus: It's All in the Packaging26)’

을 읽고 치명적인 바이러스의 진화에 조합・확률적 계
산이 적용됨을 알게 된다. 왼쪽 프레임을 보면 관련하

여 공부할 수 있는 추천 자료 세 개가 제시되어 있다.

이 중 ‘Time to Evolve27)’을 선택하면 여러 동물 종의

출현 시기, 번식 시기, 수명 등을 직접 조사하여 표를

채우고 물고기로부터 인간으로 진화되어 온 세대 수를

탐구하게 된다. 아래의 키워드 단어구름에서

‘Mathematical modelling28)’를 선택하면 수학 내적, 외

적 문제를 수학적 모델링으로 해결하는 여러 게시물을

만나게 된다. 이러한 횡적 연결구조는 학습 순서와 내

용의 위계에 따라 트리 구조로 게시물이 배치되어 있

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교수․학습 웹사이트와 차이

가 확연한 부분이다.

웹사이트 리뉴얼 이전에 매월 올라온 테마29)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Number(2007년 3월),

Area(2006년 7월) 등과 같이 수학적인 내용을 기준으

로 한 테마도 있고, Visualising(2007년 8월), Problem

Solving(2008년 9월) 등과 같이 수학적인 사고 방법에

대한 테마도 있다. 그 외에도 NRICH의 2대 단장이었

던 Piggott의 송별을 기념하였던 Farewell to Jenny

Piggott(2012년 1월), 홈페이지의 개편을 알렸던

Welcome to the new site(2012년 9월) 등과 같은 비수

학적인 테마도 간혹 있었는데 이 중 특기할 만한 테마

는 2012년 1월에 나온 ‘Maths and the Olympics’이다.

이 테마는 2012 런던 올림픽이라는 시사적인 주제

를 수학과 연결시킨 것으로 세계 각국의 국기에서 평

행, 수직, 대칭 등의 기하적 요소를 찾는 ‘National

Flags30)’, 농구・축구 등의 종목에서 쓰인 차트를 통계
적으로 분석하는 ‘Charting More Success31)’ 등 올림

픽과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는 게시물로 구성하였다.

26) http://nrich.maths.org/10483

27) http://nrich.maths.org/6152

28) http://nrich.maths.org/public/leg.php?code=75&cl=3&cldc

mpid=6152

29) http://nrich.maths.org/public/themes.php

30) http://nrich.maths.org/7749

31) http://nrich.maths.org/7759

[그림 7] STEM 홈에서 콘텐츠를 연계하여 학습하

는 한 가지 예

[Fig. 7] An instance of studying connected contents

at STEM home

NRICH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Event32)’에서는 학

생과 교사가 참여할 수 있는 수학 관련 행사를 홍보한

다. 이는 단순히 콘텐츠의 저장소 역할을 넘어 다양한

수학적 체험을 제공하는 NRICH의 목표를 반영한다.

또한 NRICH의 간략한 역사, 목표, 연례보고서, 관련된

연구논문도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고 있다.

32) http://nrich.maths.org/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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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RICH 콘텐츠의 활용 및 관련 학술 연구

지금까지 살펴본 NRICH 콘텐츠의 특징은 제2대 단

장이었던 Piggott(2007)가 동료들과 진행했던 연구를

통해 그 형성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Piggott는 2001

년 단장 직을 맡게 된 시기에 그동안 발간된 자체평가

보고서들을 동료들과 검토하였는데, 그 결과 NRICH의

여러 사업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

다. 결국 이 프로젝트의 목적과 역할에 대해 동료들과

장기간 논의하여 세 가지 결과를 얻었다. 첫 번째는

NRICH의 개정된 목표이다. 두 번째는 “풍부함

(enrichment)”, “문제해결(problem solving)”과 같은

용어들을 이 프로젝트의 활동과 자료들을 설명할 때

막연하게 써 왔다는 자각이다. 세 번째는 웹사이트와

콘텐츠를, 자료들을 식별하고 묶음으로써 더욱 접근성

이 높고 완전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는

것이다. Piggott은 문제 해결 및 수학적 사고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장기적으로 문제해결의 발견술과 수학

적 사고기법에 기초한 커리큘럼의 개발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이러한 커리큘럼을 통해 비로소 수

학적 패턴, 그리고 내용들 사이의 연관성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실제로, NRICH 콘텐츠의 이러한 특성은 많은 교사

와 연구자들이 수업과 교육연구에 NRICH를 적극적으

로 활용하도록 이끌었다.33)

Comberton Village College, Gable Hall School을

비롯한 7개 학교의 교사들은 수학에 대한 학생들의 인

식을 개선하기 위해 NRICH와 협동 프로젝트를 진행

하였다. 먼저 프로젝트에 참여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무엇을 장려하는지, 가치를 두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

낸 후, 관련된 NRICH의 게시물을 선별하여 각 학교의

수학 커리큘럼에 포함시켰다. 또한 답과 알고리즘을

강조하던 기존의 평가 기준을 지양하고 문제 해결 능

력과 접근 방법을 강조하는 새로운 평가 기준을 수립

하였다. 이에 따라 여러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NRICH

에 풀이를 제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였다. 이

는 기존의 평가 방식에서 나타나지 않던 학생들의 시

도를 재평가하는 계기가 되었고, 결국 학생들의 문제

해결 능력이 크게 향상되는 성과가 있었다(Mallet et

33) http://nrich.maths.org/9420

al., 2011).

NRICH는 자신의 문제들을 국가수준 교육과정 문서

의 성취기준에 대응시킨 대응표를 만들어 제공한다(그

림 8). 예를 들어 2015년 5월 1일 현재 잉글랜드의

‘Early Years and Key Stage 1 Mathematics National

Curriculum for 2014’, ‘Key Stage 2 Mathematics

National Curriculum for 2014’, 스코틀랜드의 ‘First

and Second Levels Mathematics Curriculum for

Excellence’, 영국 교육부의 ‘The Framework for

secondary mathematics’ 등에 대해 그러한 대응표가

제공되고 있다. 이 대응표는 바로 앞에서 살펴본

Piggott의 예상을 구현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

다34). 이러한 커리큘럼 대응표는 학교 현장에서 교육

과정에 맞추어 NRICH의 적합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

도록 돕는다. 이것은 NRICH에 오랜 기간에 걸쳐 충분

한 양의 자료가 누적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35)

NRICH 웹사이트와 학술 저널에 게재된 여러 연구

논문에서 NRICH 콘텐츠의 활용 방안과 수업 효과에

대한 분석을 찾아볼 수 있다. Baria(2013)는 NRICH의

자료를 활용하여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낮은 여학생 6

명을 7세부터 11세까지 4년간 지도하였다. 그는

NRICH의 자료를 통해 학생들이 기본 개념과 용어를

수업 전에 먼저 접하게 함으로써 본 수업에서의 학생

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고 결국 학생들의 자신감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는 NRICH의 콘텐츠를 자신감이

떨어지는 학생을 위한 보조자료로 활용하는 한 가지

방안을 보여준다. Callard(2009)는 기존의 문장제 문제

해결 과제와 NRICH에 탑재된 탐구형 문제 해결 과제

에 대한 학생의 흥미도를 비교하였다. 25명의 학생을

성취도에 따라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문장제 문제 2

문제와 NRICH의 문제 5문제를 풀게 한 결과 NRICH

의 문제에 대한 흥미도가 문장제보다 약 2배 높게 나

타났다. 특히 문장제의 경우 흥미도를 8 이상으로 응

답한 학생이 없었던 데 반해 NRICH의 문제에서는 흥

미도를 10으로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다.

NRICH 팀의 초등 담당자인 Woodham(2008)은 학

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NRICH의 자료

를 활용하여 수학적 사고를 촉발시키는 방안을 연구하

34) http://nrich.maths.org/8935, https://nrich.maths.org/8517

35) 대응표는 지속적으로 갱신되고 있으며, 담당자의 이메일

주소로 사용자의 의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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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잉글랜드의 ‘Early Years and Key Stage 1 Mathematics National Curriculum for 2014’에 NRICH

의 활동을 대응시킨 표

[Fig. 8] Correspondence table of ‘Early Years and Key Stage 1 Mathematics National Curriculum for

2014’ of England and contents of NRICH website

였다. 그는 수학적 사고를 비교, 일반화, 추측 등 17가

지의 형태로 분류하고, 사고의 촉발 원인을 교사, 학습

상황, 학생, 동료학생의 4가지로 분류하여 질적・양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4명의 학생에게서 400여

차례의 수학적 사고가 확인되었으며 이를 통해 성취도

가 낮은 학생이라도 알맞은 학습 자료를 제시하면 수

학적 사고를 이끌어 낼 수 있음을 보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NRICH 자료의 풍부함이 어떠한

잠재력을 가지는지 보여준다. 수학에 대한 흥미와 성

취도가 낮은 학생들에게도 그들의 필요에 맞게 적절한

자료를 선택하여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다.

Ⅳ. 시사점 분석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NRICH의 특징을 몇 가지 항

목으로 정리하고, 이러한 특징이 우리나라의 수학 웹

사이트 운영과 구성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 논의하

고자 한다.

1. 콘텐츠 연계성

NRICH의 게시물들은 각각의 게시물 단위로 키워드

에 의해 기존의 자료와 서로 연결될 뿐 아니라 그것이

속한 주제를 단위로 서로 연결된다. 관련 내용으로 이

어지는 링크를 해당 페이지 내에서, 그리고 메뉴 프레

임을 통해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검색 창을 이

용하면 NRICH 내의 관련된 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용자들은 학습의 깊이와 폭, 그리고 수준을 이

러한 링크와 검색을 통해 능동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수학 웹사이트에서 게시물들은 학년, 단

원, 차시를 기준으로 위계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일반

적이다. 이때 학생이 관심에 따라 콘텐츠를 능동적으

로 연계하여 학습하는 것은 콘텐츠 내용 면에서도 홈

페이지 체계 면에서도 제약이 크다. 물론 이것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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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영향력이 큰 우리나라에서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전제한다고

하더라도 학습을 보조하기 위한 웹사이트도 이렇게 학

년, 단원, 차시를 따라 자료를 위계적으로 배치하는 것

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고민의 여지가 있다. NRICH

의 경우 자료간의 트리 구조의 위계는 강조되지 않는

반면에 교육과정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횡적 연계가

풍부하게 발견된다. 어떤 주제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

를 위해서는 다양한 맥락에서 여러 지식을 비교․대조

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러한 풍부한 맥락의 제공이 가

능하다는 점은 자발적인 학습을 위한 웹사이트로서

NRICH가 가지는 강점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NRICH에서는 다양한 형식과 내용으로 개

발한 개별 콘텐츠들을 주제와 목적에 따라 유연하게

묶어서 새로운 파생 콘텐츠를 만들어 제공하고 있었다.

특정 학년과 영역의 교육과정에 자신의 콘텐츠들을 대

응시켜 제공하기도 하고, 특정 주제에 대한 심화학습

과정을 만들기도 하며, 교사를 위한 읽기자료집을 만

들기도 한다. 이러한 유연성은 미리 교육과정의 특정

단원과 차시를 상정하고 만든 콘텐츠로는 확보하기 힘

든 것이다.

매번 수학 내・외적인 특정한 주제를 상정하고 다

양한 형식과 내용의 콘텐츠들을 생산하여 이를 축적하

는 방식은 시의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

점도 가진다. 예를 들어, 런던 올림픽 직전이었던 2012

년 6월에는 ‘Sport36)’라는 테마로 여러 콘텐츠를 작성

하여 올렸다. 이는 수학적 분석과 수학적 개념이 실세

계의 여러 영역에서 쓰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기

회를 살린 시도이기도 했다.

이러한 자료 연계의 유연성을 바탕으로 NRICH는

웹사이트 밖에서도 상급 프로젝트인 MMP는 물론 여

러 외부기관과 다양한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들의 콘텐츠를 바탕으로

MaST STIMULUS, Maths and Sport 등의 프로그램

에 자료를 제공하고, 개별 학교의 신청을 받아

‘NRICH Hands on Roadshow'를 진행하며, STEP 대

비 프로그램인 ’STEP Prep'를 개발하기도 했다.

이러한 협력사업은 NRICH의 역할이 단지 온라인

학습 자료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오프라인을

36) http://nrich.maths.org/thismonth/3and4/2012/06

넘어선 풍부한 수학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프로

젝트임을 보여준다. 실제로 이러한 협력사업이 가능한

것은 NRICH가 대학 기반의 프로젝트로서 수업을 지

원할 연구진과 학생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며, 대

학의 지원과 여러 단체의 기부를 통해 안정적으로 예

산을 확보해 왔다는 물적 토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

나 탐구형 문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여러 주제에

맞추어 유연하게 재구성될 수 있는 NRICH 콘텐츠의

특징이 그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였다고 판단된다.

2. 지속적・장기적 자료 축적

NRICH의 게시물들이 교육과정이 아니라 주제 중심

으로 작성되었다는 특징은 개별 게시물들을 목적에 따

라 모아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

었다. 이 가능성은 NRICH 게시물의 양적 풍부함과 다

양성 덕분에 우수한 결과물로 구현될 수 있었다. 이는

조금씩 지속적으로 양질의 게시물들을 자체 개발해 온

이 웹사이트의 운영방식, 그리고 담당자들의 장기 재

직을 통한 책임 있는 운영에 힘입은 것이라 볼 수 있

다.

우리나라의 웹사이트는 운영이 장기간 지속되지 못

하거나 교육과정 개정 등의 이유로 자료의 축적이 되

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박지현, 최재명, 박병렬, 강희

조(2012)에 의하면, 사이버가정학습 사이트가 출범한

2005년 이후 교육과정이 7차, 2007 개정, 2009 개정 등

으로 거듭 바뀌었고, 교과서 정책, 입시제도, 교실환경

등도 수없이 바뀌어서 각 집단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

가능한 이러닝 시스템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또한 담당자가 수시로 변경되어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 곤란했으며 이전의 추진내용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 앞으로 추진할 것들의 연계성

도 부족했다.

NRICH의 게시물은 Piggot(2007)에서 보았듯이 일

시적인 단기 과제를 통해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지속

적인 연구 및 평가를 바탕으로 생산한 콘텐츠를 학생

및 교사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조금씩 개선하며 축적해

온 것이다. 또한 인력의 장기적인 운용을 통해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였으며, 여러 방법으로 콘텐츠

의 연계성을 높여 왔다. 또한 NRICH는 기존 자료의

유지․보수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2008년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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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뉴얼 과정에서 1996년 이후 누적된 모든 오래된 콘

텐츠의 본문과 그림 파일, 링크를 재정비하였다

(Piggott, 2008). 그 결과 NRICH의 게시물은 연번이 1

만이 넘은 지금도37) 1번 게시물이 원활이 작동한다38).

NRICH의 이러한 노력은 자료를 장기적으로 생산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있다.

3. 개방된 웹사이트 운영과 이용자 참여 유도

NRICH는 1997년의 사이트 개설 이후 세 명의 단장

이 각각 약 5년, 9년, 4년씩 재직하며 장기적 비전을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해왔다. 그 과정에

서 수차례의 내․외적 평가연구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를 웹사이트 체계와 프로젝트 운영에 반영해왔다. 또

한 그 내용을 매년 연례보고서를 통해 웹사이트 상에

서 공개, 보존하고 있다.

콘텐츠 면에서도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제작한 콘

텐츠를 학생들의 피드백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해왔

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된 콘텐츠를 여러 현장 프로그

램 수행에 활용해왔다.

NRICH의 게시물들은 그 자체로 높은 상호작용성을

가지고 있다. 마우스와 키보드로 조작할 수 있는 퍼즐,

게임, 조작교구를 포함한 게시물이 큰 비중을 차지할

뿐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구체물의 조작, 그림

그리기, 실험하기 등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경우에

따라서는 탐구의 기초자료로 스프레드시트39)를 제공하

기도 하며 애니메이션40)으로 상황의 이해를 돕기도 한

다. 이는 단방향 강의 형식의 자료 중심인 국내 웹사

이트와 차별되는 점이다.

웹사이트 운영 면에서도 NRICH는 학생과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 두었

다. 각각의 문제마다 학생들의 풀이를 받아 학생의 이

름과 함께 소개해 주고, 때로는 문제 속에 학생의 풀

이를 포함시켜 문제를 더욱 활기 있게 만드는 것은 학

생의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적인 장치이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는 NRICH를 활용하는 교사들이 자신의

수업 경험을 공유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을 확인

37) http://nrich.maths.org/11993

38) http://nrich.maths.org/1

39) http://nrich.maths.org/8061

40) http://nrich.maths.org/4756

할 수 있었다.

NRICH에서는 로그인을 하지 않고 모든 자료를 이

용 가능하며, 학생들이 교사용 홈의 게시물을 열람하

는 것에도 제약이 없다. 국내의 웹사이트가 자료의 열

람을 위해서는 회원가입과 로그인이 필요하며 학생들

이 교사용 메뉴나 자료에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

과 확연히 다른 부분이다. 한편으로 이는 NRICH가 교

사가 주가 되고 학생들은 교사의 관리 하에 콘텐츠를

이용하도록 구축된 시스템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의

능동적인 지식 확장을 추구하는 시스템이기에 가지는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운영하

는 NRICH 웹사이트를 분석하였다. 많은 노하우가 녹

아있는 이 웹사이트의 콘텐츠는 우리나라의 수업과 연

구에도 활용할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 NRICH에서

교사들은 풍부한 수업 자료와 수업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연구자들은 연구의 소재가 될

수 있는 많은 활동과 온라인 조작 교구를 찾을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체계와 관리, 콘텐츠 제작 방식과 활용 등, 수

학 교수학습 웹사이트 운영 전반에 걸친 시사점일 것

이다.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깊이와 폭을 아우르는 다양한

학습 경로를 구성할 수 있는 지금의 NRICH 체계는

참신한 콘텐츠의 장기간의 누적, 그리고 그들 사이의

연관성을 맺어주는 다양한 관점을 연구함으로써 가능

했다고 보인다. 이렇게 축적된 콘텐츠는 여러 수업 현

장에 제공된 커리큘럼, 그리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

는 교사 커뮤니티의 기반이 되었다.

사이버가정학습 사이트에 관련된 최근의 언론기사

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수학 교수학습 웹사이트 체

계에 대한 어떤 관점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김병덕

(2015)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2009

교육과정 교과용 콘텐츠 개발을 위탁받은 한국교육과

정평가원의 초등 5, 6학년 콘텐츠 개발 지연으로 사이

버가정학습 사이트 이용이 차질을 빚고 있으며, 이는

2014년의 3, 4학년 콘텐츠에서도 마찬가지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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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송창헌(2014)은 지역 사이버가정학습 사이트의

운영 부실을 지적했는데, 그 사항 중 하나는 개정교육

과정과 7차 교육과정 등을 합쳐 매년 550종 이상의 안

팎의 콘텐츠를 게시하고는 있지만 자체 개발은 사실상

전무하다시피 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콘텐츠 대부

분이 전국 표준화, 규격화돼 있지만 앞으로는 자체 개

발로 시정할 방침”이라고 관계자의 답변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적은 큰 틀에서 볼 때 핵심을

놓치고 있다고 보인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몇 해마

다 개정되고, 그에 맞추어 콘텐츠가 새로 만들어지는

사이버가정학습 사이트의 특성상 이는 사실상 피하기

힘든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과서 도입 시기에 맞

게 콘텐츠가 공급된다면 오히려 그 콘텐츠의 질을 의

심해 보아야 할 것이다. 수준 높은 하나의 콘텐츠를

수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야 말

로 웹 환경의 장점이다. 특히, 보편성이 그 특징 중 하

나인 수학 교과에 대해서는 콘텐츠의 지역별 자체 개

발이라는 것은 적합한 해결책이라 보기 더욱 힘들다.

결국, 학습을 보조할 온라인의 수학 콘텐츠 대부분이

학년/단위/차시로 구획되고 순서 매겨진 교육과정의

틀을 따라 제작되는 상황 자체에 대해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NRICH는 잉글랜드의 ‘Early Years and Key Stage

1 Mathematics National Curriculum for 2014’, 스코틀

랜드의 ‘First and Second Levels Mathematics

Curriculum for Excellence’, 영국 교육부의 ‘The

Framework for secondary mathematics’ 등 각각의 교

육과정에 자신의 콘텐츠를 치밀하게 대응시키는 표를

제공하여 학교 현장에서 쉽게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방식을 차용한다면 주제 중심

으로 콘텐츠를 구성한 수학교육 웹사이트를 학생들의

자율적인 학습뿐만 아니라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에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

과정마다 콘텐츠를 새로 제작하는 소모적 작업 없이

콘텐츠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그 유기적 연계를 연구

하는데 자원을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체계

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오랜 시간 콘텐츠를 점진

적으로 풍부하게 만들어나가는, 공적인 기관에서 책임

감 있게 운영하고 많은 사람들이 활발하게 이용되는

수학 웹사이트를 구축하는데 본 연구가 기초자료가 되

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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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ter technology and internet environment have been adapted to teaching and learning in Korean 
educational context. However, there are several problematic areas  in operating  web site for teaching and 
learning mathematics.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operating system, such as designing web site, 
contents information, and contents connection of NRICH web site that has been operated as a part of 
‘Millennium Mathematics Project’ of Cambridge University since 1997. Based on these categories, this study 
also gives the implications for how to develop theme-centered contents, accumulation of continuous and 
long-term data, induction of user’s participation, and various cooperation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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