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공지
제16대 한국수학교육학회장 선거 결과 안내

제16대 한국수학교육학회장 선거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021년 10월 13일에 차기 회장 겸 수석부회장 후보로 입후보한 김진호(대구교대) 회원, 고호경
(아주대) 회원의 출마 소견 및 개인 약력을 공지하였고, 온라인 투표마감 후 전자적으로 봉인하여
임시 이사회(2021년 10월 29일(금) 온라인)에서 개표하였습니다. 개표결과 고호경(아주대)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2022년은 수석부회장,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회
장으로 본 학회를 이끌어갈 차기 회장 겸 수석부회장으로 고호경(아주대) 회원이 당선되었음을 알
려드립니다.
당선을 축하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선거관리위원장 이상구
시리즈D <수학교육연구> 등재후보지 선정 안내

<한국수학교육학회지 시리즈D: 수학교육연구(Research in Mathematical Education)>가 등재후
보지로 선정되어 알려드립니다. 시리즈D <수학교육연구> 영문학술지의 유지와 성장에 관심을 갖
고 투고해 주시는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등재후보지 선정을 위하여 노력해주신 편집위원장 김진
호교수님과 편집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한국수학교육학회지 시리즈D <수학교육연구>는 영문학술지로 년 4회(3, 6, 9, 12월) 발간되고
있으며, 2021년도 3월 발행분부터 등재후보지로 적용됩니다. 학회지 논문 투고는 홈페이지
(ksme.info)에서 접수해 주시고, 원고는 MS워드를 사용한 원고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님들의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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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공지
학회지 발행 안내
학회지 시리즈 C
제24권 제4호(통권 65호) 2021. 10.

김서령․박만구/ 다전략 수학 문제해결 학습이
초등학생의 수학적 창의성과 수학적 태도에 미치
는 영향
도주원/ 초등수학의 규칙성 영역 단원에 제시된
발문의 특성 분석
한채린/ 경과시간 수업에서 제공되는 학습기회
분석: 양적 대상화를 중심으로
오혜진․박성선/ EBSmath를 활용한 거꾸로 수
업이 수학 학습과 수학적 성향에 미치는 영향
권미선/ 평면도형의 교수·학습 요소에 따른 삼각
형에 관한 초등학교 교과서 분석
오민영․김남균/ Dienes의 수학학습이론에 따른
사다리꼴의 넓이 학습에서 학생들이 구성한 예 공
간 분석
학회지 시리즈 D
제24권 제3호(통권 77호) 2021. 9.

Kyong Mi Choi & Brian Hand/ Understanding,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for Epistemic
Practices in STEM+CS Education Original Paper

Sarah Lilly, Jennifer L. Chiu & Kevin W.
McElhaney/ Interdisciplinary Knowledge for
Teaching: A Model for Epistemic Support in
Elementary Classrooms
Yejun Bae & Ercin Sahin/ A Meta-Analytic
Review of the Effectiveness of the Science Writing
Heuristic Approach on Academic Achievement in
Turkey

Anne Estapa, Kristina M. Tank & Michael
DuPont/ Utilizing Teacher Noticing within a
Representation of an Elementary Engineering
Lesson to Support Responsive Teaching in the
Classroom
Byungeun Pak/ Two Beginning Teachers’
Epistemic Discursive Moves and Goals in Small
Groups in Mathematics Instruction
Hangil Kim/ Problem Posing in the Instruction
of Proof: Bridging Everyday Lesson and Proof
학회지 시리즈 E
수학교육 논문집
제35집 제3호(통권 87호) 2021. 9.

이형주ㆍ김형식ㆍ고호경/ 초․중등 학부모 대상
수학교과 인식 및 요구 조사
옥보명ㆍ이창연ㆍ류병국/ 중학생용 수학불안 검
사 도구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조형미ㆍ이은정/ 변수 개념에 대한 중등 예비교
사들의 노티싱
서영민ㆍ박만구/ 개방형 문제해결학습이 초등학
생들의 수학적 창의성 및 수학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김미경ㆍ한혜숙/ 수학교과 중심의 STEAM 수업
경험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수학적 모델링 능
력에 미치는 영향
마민영/ 두 중학생의 공변 추론 수준에 따른 연
립방정식 문장제의 해결에서 나타나는 유사성 비교
김홍겸/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수학과 원격수업
의 만족도 및 수학학습과의 연관성에 대한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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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공지
학회지 논문 투고 안내

학회지 시리즈 A, B, C, D, E는 특별한 투고 마감 일자가 없습니다. 논문이 접수되면 3인의 심사
를 거쳐, 심사결과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게재가 결정됩니다.
1) 시리즈 A에 투고하시는 경우:
홈페이지(ksme.info)에서 접수해 주십시오. 원고는 글로 편집양식에 따라 작성 후 보내주시기 바
랍니다. 영문사항(제목, 저자명, 주소, 초록)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seriesa@hanmail.net(시리즈 A 방정숙/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2) 시리즈 B에 투고하시는 경우:
홈페이지(jksmeb.org)에서 접수해 주십시오. 원고는 LaTeX을 사용한 원고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양식에 따라 작성 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2220-0892 (시리즈 B 편집실 박춘길/한양대학교 수학과)
3) 시리즈 C에 투고하시는 경우:
홈페이지(ksme.info)에서 접수해 주십시오. 원고는 글로 편집양식에 따라 작성 후 보내주시기 바
랍니다. 영문사항(제목, 저자명, 주소, 초록)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문의전화 : 02-6737-1167 (시리즈 C 편집실 김남균/청주교육대학교 수학교육과)
4) 시리즈 D에 투고하시는 경우:
홈페이지(ksme.info)에서 접수해 주십시오. 원고는 MS워드를 사용한 원고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jksmed@hanmail.net(시리즈 D 김진호/대구교육대학교 수학교육과)
5) 시리즈 E에 투고하시는 경우:
홈페이지(ksme.info)에서 접수해 주십시오. 원고는 글로 편집양식에 따라 작성 후 보내주시기 바
랍니다. 영문사항(제목, 저자명, 주소, 초록)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문의전화 : 02-6737-1167 (시리즈 E 편집실 서보억/충남대 수학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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