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BSMath와 함께
더 쉽게, 더 즐겁게

수학교육의 중심
EBS

통계 교육용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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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교육용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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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수학게임방

쉽고 간단한 수학 공학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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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의 목소리

교육부 공인 수학학습 사이트

재미있는 동영상으로 지루하지 않게 공부할 수 

있어요. 헷갈리는 개념이나 풀이를 EBSMath에서 

확인합니다.

중학생 이*지

선생님이 EBSMath로 숙제를 내주시는데, 핸드폰

으로도 해볼 수 있어서 좋아요. 친구들하고 같이 

하니까 재미있어요.

초등학생 김*은

어려운 개념을 쉽게 알려줍니다.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는 내용도 있어서 더욱 재미있어요.

고등학생 박*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초등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학학습 사이트

EBSMath

www.ebsmat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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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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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은 즐겁고
창의적인 놀이다

개념부터 심화까지,
차별화된 수학 콘텐츠

스스로 깨우치는 수학 사이트

동영상, 게임, 웹툰으로 배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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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수학이 어려웠다면?! 

수학 게임

수학 문제

개념이해

개념복습

실력향상

실력확인

접선이란 무엇인가?

고2 | 미분
 434

중1 ㅣ 기하
 1,007

포장상자의 겉넓이 구하기

중1 ㅣ 수와 연산
 3,538

1화 통치의 기술로 시작된 
수학적 지식 

초5 ㅣ 5학년 1학기
 3,017

3회 받아줘 오색공

중1 ㅣ 문자와 식
 1,896

일차방정식의 활용 3 

등차수열의 일반항 
with 예린 

고2 ㅣ 수열
 12,381

마방진

초4 ㅣ 4학년 1학기
 6,257

하노이의 탑 

중2 ㅣ 확률과 통계 
 41,287

동영상 웹툰 게임

1,531 203 119

중학 문제 초등 문제 합계

6,191 10,886 18,930

수학 동영상

수학 웹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