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렌데일 통합교육구  

중고등학교 수학 코스 내용 설명  
 

코스 내용 

수학 7 수학 7은 다음의 4가지 핵심 분야들에 중점을 둔다: (1) 백분율이 포함된 비례 관계에 대한 이해 개발 및 응용; (2) 유리수 연산에 

대한 이해 개발 및 수식과 1차 방정식 학습; (3) 비율 그림 및 약식의 기하 구성이 포함된 문제 풀기 그리고 면적, 표면적 및 

부피가 포함된 문제들을 풀기 위해 2차 및 3차원적 형태 학습; 그리고 (4) 표본에 기초한 모집단에 대한 추론 이끌어내기.  

수학 7/8 학년 단축 

코스   

수학 7/8 학년 단축 코스는 수학 6에 이어서 고안되었으며 중학교 통합수학 I로 이어진다. 이 학업 코스는 표준들을 빠뜨리진 

않지만 단축과정으로 이것들을 압축한 편이다.     . 

 

수학 7/8 은  다음의 6가지 핵심 분야들에 중점을 둔다: (1) 백분율이 포함된 비례 관계에 대한 이해 개발 및 응용; (2) 유리수 

연산에 대한 이해 개발 및 수식과 1차 방정식 학습; (3) 비율 그림 및 약식의 기하 구성이 포함된 문제 풀기 그리고 면적, 표면적 

및 부피가 포함되는 문제들을 풀기 위해 2차 및 3차원적 형태 학습; 그리고 (4) 표본에 기초한 모집단에 대한 추론 이끌어내기; 

(5) 수식 및 방정식 구성과 추론, 1차 방정식에서 두  변수를 갖는 자료의 연관 모델링을 포함하여 1차 방정식 시스템 및 풀기;  (6) 

거리, 각도, 닮은꼴 및 합동식을 사용하여 2차원 및 3차원적 공간과 모양 분석하기.  

수학 8 수학 8은 다음의 3가지 핵심 분야들에 중점을 둔다: (1) ) 수식 및 방정식 구성과 추론, 1차 방정식에서 두  변수를 갖는 자료의 

연관 모델링을 포함하여 1차 방정식 시스템 및 풀기; (2) 함수 개념을 파악하고 양적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함수 사용하기; 

그리고 (3) 거리, 각도, 닮은꼴 및 합동식을 사용하여 2차원 및 3차원적 공간과 모양 분석하기 및 피타고라스 이론 이해 및 

응용하기.  

중학교     

통합수학 I 

통합 수학 I은 순차적인 3 코스 중 첫 코스이다. 이 코스는 캘리포니아 주 수학 표준을 충족한다. 통합 수학 I은 함수, 1차 함수, 

방정식, 부등식, 수열, 기초 지수 함수, 1차 방정식 시스템, 1차 부등식 시스템, 하나의 변수를 갖는 묘사적 통계, 상계 및 나머지, 

카테고리별 데이타 분석, 수학적 모델 그리고 좌표기하 및 변형기하 양 기하학에 대한 지식에서 학생의 개념적 이해를 구축하고 

강화한다. 이 코스는 이전의 8학년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표준을 7/8 학년 단축 코스 부록 A “커몬 코어 (Common Core) 주 수학 

표준에 대한 단축 코스 통합수학 과정 개관”에서 다음의 것들을 포함하여 요약하고 있다; (1) 함수 개념을 파악하고 양적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함수 사용하기; 그리고 (2) 피타고라스 이론 이해 및 응용하기.                                        

통합수학 I 통합 수학 I은 순차적인 3 코스 중 첫 코스이다. 이 코스는 캘리포니아 주 수학 표준을 충족한다. 통합 수학 I은 함수, 1차 함수, 

방정식, 부등식, 수열, 기초 지수 함수, 1차 방정식 시스템, 1차 부등식 시스템, 하나의 변수를 갖는 묘사적 통계, 상계 및 나머지, 

카테고리별 데이타 분석, 수학적 모델 그리고 좌표기하 및 변형기하 양 기하학에 대한 지식에서 학생의 개념적 이해를 구축하고 

강화한다. 

통합수학 II 통합수학 II는 지수 함수에서 학생의 학업을 구축하고 이 지식을 2차 함수로 확대시킨다. 추가적으로, 숫자와 양 그리고 수식에 

대한 깊은 이해를 수식과 방정식으로 능숙하게 다루는 것을 통해 개발한다. 학생들은 닮은꼴 삼각형에 대한 정밀한 이해를 

개발하기 위해 확장적이며 비례적인 추론을 이전의 학습으로 응용시킨다.         



통합수학  II 

단축코스 

통합수학 II 단축코스는 통합수학 III 단축코스를 포함하여 압축된 순차 수학 단축코스의 첫 코스이다. 학생들은 중학교 통합수학 

I을 이수한 9학년 또는 고등학교에서 통합수학 I 을 이수한 이후에 이 코스에 등록할 수 있다. 이 순차적인 두 코스는 미적분 

입문이 포함되며 AP 미적분 AB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고안된 코스이다.                            

 

학생들은 지수에서 학생의 학업을 구축하고 이 지식을 2차 함수로 확대시키며 로그 함수가 포함된 역함수로 확대한다. 

추가적으로, 숫자와 양 그리고 수식에 대한 깊은 이해를 더 복잡한 수식과 방정식을 더 능숙하게 다루는 것을 통해 개발한다. 

이제 학생들은 확률에 대한 응용을 공부하며 일련의 언어적 이론을 확률 계산과 해석 능력으로 확대한다. 학생들은 사인 및 

코사인 법칙 증명을 배우며 대수 및 기하에 대한 기초를 이해한다. 이에 더하여, 학생들은 미적분 입문의 일부 표준이 포함되는 

표준들에 접근할 것이다.                            

통합수학 III 통합수학 III 은 이전 코스들에서 중점을 두고 배운 수학에 대한 순차적인 통합 수학의 세번째이자 마지막 코스이다. 학생들은 

다항식, 유리함수 및 근함수를 포함하여 함수에 대한 이해로 확대된다. 추가적으로, 학생들은 모델을 만들고 문맥상의 문제를 

풀기 위해 기하와 함수를 결합한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데이타로부터 추론 및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확률 및 통계 방법들을 

응용하고; 일반 사각형들을 포함시키기 위해 직삼각형 삼각법을 확대한다.                           

통합수학 III 

단축코스* 

통합수학 III 단축코스는 미적분 입문을 포함한다. 이것은 통합수학 II 단축코스로 시작하는 압축된 상급의 2차  순차 코스이다.      

 

이 코스에서, 학생들은 이 코스에서 핵심 요소인 도식 분석을 다루기 위해 그래프 계산기 또는 다른 테크놀러지를 사용한다.  

함수 및 방정식 모델링은 이전 코스 학습으로부터 문제 풀기 수단으로 확대된다. 추가적으로, 학생들은 미적분 학습 준비를 위해 

분석에 대한 연습과 함께 기초적인 삼각법 항등식과 그것의 응용에 대한 확대 학습에 집중한다.  

미적분 입문 미적분 입문은 학생들이 미적분 학습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삼각법, 기하 및 대수 개념이 결합되어 있다. 이 코스는 문제에 

대한 개념적 이해 및 문제풀기에서 학생의 수학적 추론을 강화한다. 이 주제들을 수월하게 수행하는 것은 대학에서 미적분, 물리, 

기타 과학 및 엔지니어링을 공부하려는 학생들에게는 특히 중요하다. 미적분 입문에서 주요 토픽은 복소수, 유리 함수, 삼각함수 

및 그것의 역, 역함수, 벡터 및 미터법 그리고 조변수 및 극좌표 곡선이다. 이 코스를 구성하는 표준들은 대부분 양수(+) 표준인 

까닭에, 미적분 입문에 등록한 학생들은 통합 코스 또는 일반 코스에서 수강한 이전 코스들에서 대학 또는 경력 준비의 표준들을 

달성해야 한다. 미적분 상급 코스 클래스를 수강하기 전에 학생들은 미적분 입문을 성공적으로 이수할 것이 권고된다.          

상급            미적분 

입문* 

미적분 입문 아너 (상급) 클래스는 미적분 입문에서 언급된 토픽 및 표준 (상기 참조)이 포함된 어려운 코스이다. 이 코스는 

통합수학 I부터  통합수학 III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고, 튼튼한 수학적 기초를 갖춰 대학 수준의 코스인 AP 미적분 AB를 

준비하듯 도전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고안된 코스이다. 이 클래스에서 강조하는 것은 다음 코스인 AP 미적분 AB의 엄격한 

기대치를 충족하려는 노력으로 시범과 실세상 응용 문제들을 통해 이론, 정의 및 공식에 대한 학생들의 심도깊은 이해 개발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