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4. 5. (금)

임미인(서울개명초)·장혜원(서울교대)/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대수 학습 준비를 위한 덧셈 문장제 해결 전략 분석
탁병주(전주교대)/ 수학교육에서 '체험과 탐구'에 대한 소고(小考)

등록: 화학관/반도체관 1층

14:00 -

김상미(춘천교대)/ 비판적 수학교육의 입장에서 보는 초등학생의 ‘전경’과 '배경’
김현주(단국대대학원)·고상숙(단국대)/ 민주적 학습공동체가 수학교과 인성 함양에 미치는 효과 : 혼합연구

4

Trend of Technology in Math Education

14:00 - 15:00
330110호

사회 : 허난(경기대)

알지오매스

좌장 : 이현숙(한국과학창의재단)

김준석(고려대)/ 코딩수학: 코딩, 수학과 콜라보레이션
이상구(성균관대)/ 코딩교육과 수학

이미경(버들중)/ 알지오매스 도형 활용하기
정중기(대구고)/ 알지오매스 블록코딩 활용하기

고호경(아주대)/ 수학 정의적 영역에 따른 학생들의 군집 특성 연구

5

개회식

15:30 - 15:50
330102호

사회 : 박만구(서울교대)

기조강연 1

16:00 - 17:00

330118호

이호(한국과학창의재단)/ 알지오매스(AlgeoMath)의 교육적 의의와 발전 방안
김광진((주)셈웨어)/ 수학 교육 혁신을 위한 공학 소프트웨어 개발(알지오매스)

교수학습

좌장 : 이광상(한국교육과정평가원)

330126호

이동근(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극한 문제의 풀이 과정에서 대수적 절차와 그래프를 이용한 방식의 연결에 대한 사례연구
서보억(충남대)/ 초·중학교간 동일한 학습내용에 대한 분석 연구
변원일(조선대대학원)·황혜정(조선대)/ 비계설정 유형 선정 및 이에 근거한 수업 실행과 분석
강주영(금병초)·김동화(부산대)/ 수학 영재의 독창성과 통찰력에 관한 고찰

330102호

사회 : 고호경(아주대)
김명환(서울대)/ 수학교육의 시대정신(?)

오픈포럼: 수학 불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기조강연 2

17:10 - 18:10
330102호

사회 : 김부윤(부산대)
류희찬(한국교원대)/ 새로운 수학교육을 위한 “스마트” 디지털 교과서

이사회

18:10 – 20:00

사회 : 전인호(서울교대)

2019. 4. 6. (토)

사회 : 서보억(충남대)

10:40 - 12:10
330102호

발제자: 조완영(충북대)/ 수학 불안,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가?
고상숙(단국대)/ 뇌 과학에 근거한 수학불안
토론자: 김성여(서울경수초)/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초학력책임지도제
김정현(권선고)/ 수학 불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점심식사 (학생회관 식당-행단골)

12:10 - 13:30

분과발표

13:30 -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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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및 평가

좌장 : 최인선(한국교육과정평가원)

400118호

오택근·김성경(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5 개정 교육과정 실태분석 연구: 초등 1~2학년을 중심으로

등록: 화학관/반도체관 1층
분과발표
1

8:30 9:00 - 10:30

연구에 관한 소고

교수학습

좌장 : 김선희(강원대)

400118호

교수학습
400126호

8 교육과정 및 평가
좌장 : 김상미(춘천교대)

330110호

김수철(대구가톨릭대)/ 중학교 수학과 대안 교과서와 검정 교과서의 내용 분석을 위한 기초 연구
김원(고려대교과교육연구소)·최상호·김동중(고려대)/ 담론적 관점에서 중1 수학 교과서의 그래프 정의 분석
김원(고려대교과교육연구소)·최상호·김동중(고려대)/ 담론적 관점에서 그래프 해석에 대한 분석틀 재구성 및 적용-우리나라 수학 교과서

안행섭(경일고)·노지화·김동화(부산대)/ 수학영재 선발과정에서 나타나는 추론능력 분석

교수학습

좌장 : 권성룡(공주교대)

400126호

김동원(청주교대)/ 탐구형, 협력형 수학과제 사례 분석을 통한 수학 수업 방향 제안
김혜미(한국과학창의재단)·한선영·서희주(성균관대)·이선영(경기북과고)/ 지능정보도구 활용 현황을 통해 바라본 수학 교수·학습 변화의 방향
조성윤(경기여고)/ 알지오매스(AlgeoMath)를 통한 수학수업 변화 사례와 가능성

박주경(서울교대대학원)·오영열(서울교대)/ 핀란드 초등 수학 교과서의 그래프 분석 연구
도주원(서울방현초)·백석윤(서울교대)/ 수학 영재아의 문제해결 프로토콜에 나타난 인지언어적, 메타정의적 특성 분석
장현석·김명창(경북대대학원)·이봉주(경북대)/ 수업 담화 분석을 통한 개념 형성 과정 고찰

3

한국과학창의재단

김선희(강원대)/ 국제 수학교육 최신 이슈를 통해 바라본 우리나라 수학교육의 방향

이경원(서울대대학원)·권오남(서울대)/ 대학생의 증명 발표에서의 권위에 대한 연구

좌장 : 강현영(목원대)

7

좌장 : 이화영(한국과학창의재단)

허정필(성균관대)/ 플립러닝과 메이커교육의 대학수학수업 적용 효과성 비교연구
김재헌(서울대대학원)·권오남(서울대)/ 모델링 활동을 통한 메타인지 활동에 대한 사례 연구
오택근(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고등학교 수학 학습부진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ADDIE 모형 적용 사례

2

이광상(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과 미국의 CCSSM 비교 연구
조성민·이미경(한국교육과정평가원)/ OECD Education 2030 교육과정 내용 맵핑 참여 연구: 수학과를 중심으로
최인선·이광상·김성경(한국교육과정평가원)·임해미(공주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수학과(진로 선택 과목) 평가기준 개발

330110호

와 미국 CMP 교과서 중심으로조형미(전북대GCER연구단)·김유정(창덕여중)/ 말하기 평가에서 교사와 학생의 경험

9

수학문화

좌장 : 노경희(부흥고)

330118호

2019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330126호

일시 : 2019년 4월 5일(금) - 6일(토)
장소 :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주제 : 변화하는 사회, 변화하는 수학교육
(Changes in Society, Changes in Math Education)

송미숙(장덕고)/ 정육면체 상자 채우기
심집중(울산에너지고)/ Rinus Roelofs 구조물 탐구 및 새로운 구조물 만들기

수총 수학교육정책연구위원회
좌장: 이승훈(유원대)

수학사료 전시회
김영구(수학교과서 연구소)

9:30 - 16:30
화학관/반도체관 1층 로비

4월 5일 금요일 [화학관/반도체관 1층]

포스터 발표

12:10 – 15:10

14:00 -

등록

14:00 – 15:00

Trend of Technology in Math Education

김병학·박예은·장요한·안진희·정영훈·김준혁·고은령(경희대)/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학원 수학과 교과 과정에 대하여

15:30 - 15:50

개회식 (Photo Time)

최진혁·임유정(경희대)/ 고교학점제 요인분석과 사례조사 및 운영방안 연구
홍제훈(모션블루)/ 유·아동 CT사고력 교육을 위한 인터페이스 고찰

15:50 - 16:00

Coffee Break

화학관/반도체관 1층 로비

워크숍
좌장 : 김동석(포천여중)

15:10 - 16:40
330102호

16:00 – 17:00

기조강연1

17:00 - 17:10

Coffee Break

17:10 - 18:10

기조강연2

18:10 – 20:00

이사회

지오지브라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수학교육

4월 6일 토요일 [화학관/반도체관 1층]

최경식(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백성혜(한국교원대)
8:30 -

분과발표
10

15:10 - 16:40

수학문화

좌장 : 노경희(부흥고)

330118호

안승석(원광고)/ 수학사를 활용한 고등학교 수업
김기현(부산동고)/ 시내버스의 출입문과 Astroid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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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 10:30

오픈포럼 : 수학 불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3:30 - 15:00

점심
분과발표6
(교육과정 및 평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5:00 - 15:10

electronic book
박만구(서울교대)·이동흔(하이퍼메타인지 연구소)·한지은(서울신동초)/ 5-6학년 초등수학 연계 코딩교육

15:10 - 16:40

분과발표7
(한국과학창의재단)

워크숍

분과발표10
(수학문화)
전국수학문화연구회

330126호

서은미(대구신당초)·방정숙(한국교원대)/ 이중 척도 모델을 활용한 수업의 실제: 3학년 곱셈 단원을 중심으로
이대현(서울오정초)·오영열(서울교대)/ 초등학생의 통계적 사고 변인에 대한 연구
선우진(영덕초)·방정숙(한국교원대)/ 국내 수학 교사교육 연구의 동향 분석: 2000년 이후 게재된 한국수학교육학회의 학술지 논문을 중
심으로
이기돈(경인고)/ '닫힌 상자'에서의 복원추출에 의한 모비율 추측 활동수업 개발 및 적용

분과발표9
(수학문화)

분과발표8
(교육과정 및 평가)

전국수학문화연구회

수총 수학교육정책
연구위원회

Coffee Break

교수학습

좌장 : 김화경(상명대)

분과발표11
(교구 및 테크놀로지)

16:40 - 16:50

Moving Break

16:50 - 17:20

총회 및 시상식 (Photo Time)

주최│한국수학교육회
주관│성균관대학교 기초과학연구원(소)
응용대수및최적화 연구센터

총회 및 폐회식
사회 : 전인호(서울교대)

16:50 - 17:20
330102호
* 경품행사

분과발표5
(교수학습)

한국과학창의재단

10:40 - 12:10
12:10 - 13:30

330110호

분과발표4
(알지오매스)

분과발표3
(교수학습)
Coffee Break

정민주(인하대영재센터)·박호걸(포디수리과학창의연구소)/ 소수개념 지도를 위한 4D-Frame 활용 놀이
이상구·나다나엘 가르얀토·이재화(성균관대)/ Flipped classroom in Introductory Linear Algebra by utilizing SageMath and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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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발표2
(교수학습)

10:30 - 10:40

교구 및 테크놀로지

좌장 : 노지화(부산대)

등록
분과발표1
(교수학습)

후원│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천재교육, 성균관대학교 BK21플러스 창의적 수리과학 인재양성 사업단

수학사료
전시회
(9:30 – 16:30)
&
포스터 발표

분과발표12
(교수학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