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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견 서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고 호 경

존경하는 한국수학교육학회 회원 여러분께
수석부회장 입후보를 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저는 현재 학술부회장을 맡고 있는 고호경입니다.
수학교사로 근무하던 시절 우연히 출장차 신청하여 처음으로 접한 학술대회에 대한 기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대학의 큰 강당에서 우리나라 수학교육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열정적으로 제시하고 논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멋지게 보였고 제 심장이 요동쳤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경험이 비단 저 만의 것은 아닐 듯 합니다. 그러나 최근 거의 2년 동안 학회 모임들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우리의
만남은 너무 많이 제한되었고, 요즈음은 학회에서 함께 웃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이 현실에 존재하는가 하는 생각까지도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학회의 역량 덕택에 이러한 환경에서도 테크놀로지와 순발력을 발휘해 비대면으로 여러 학술행사와
모임을 멋지게 진행해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회원들 얼굴을 직접 마주하고
함께 연구와 일을 이야기 하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저는 그럴 시기가 곧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우리 학회가 설립된 지 60주년이 됩니다. 반세기를 훌쩍 넘어 백년 역사의 학회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60년의
세월동안 학회 회원들의 열정과 헌신적인 봉사로 우리나라 수학 교육을 학문적으로, 또 교육 현장 지원 측면에서도 이끌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행보에서 제가 학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더 많은 사람이 받고 제가 학회에 느껴왔던 자부심을 더 많은
사람이 느낄 수 있게 되길 바랄 뿐입니다.
저는 오늘 학문적으로나 현장 전문성에서 너무나 기라성 같은 선, 후배님들을 모시고 수학교육의 백년대계를 이끌어오고 있는
우리 학회가 반석에 오르는 여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자합니다.
첫째,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 운영되고 있는 ‘국제학술회의 유치’, ‘홈페이지 개선’, ‘학회의 전문화’, ‘학술지 SCOPUS
등재’ 등과 같은 여러 사업들의 내실화를 기하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학술지 SCOPUS 등재 사업은
조건과 기반 마련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이제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궤도에 오르는 단계에 있습니다. 반드시 임기 안에
성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둘째, 회원 수를 늘리고 회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힘쓰겠습니다. 최근 인구 수 감소에 따라 회원 수의 감소 역시 예견되고
있는 바이나, 이러한 환경적 어려움을 극복하여 더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학회를 만드는데 힘쓰겠습니다. 수학 및
수학 교육 관련 모든 연구자와 유사 전공, 관련 전공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속적인 회원 유입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기관 사람들의 등록을 권유 장려하고 이를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회원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나 명확한 업무 분장의 체계화와 문서화 등을 통해 업무 만족도 역시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스마트 학회가 될 수 있도록 TFT를 꾸리고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급격한 환경 변화를 예고하는 미래
시대의 도래와 함께 모든 것이 초연결되고, 보다 지능화되는 디지털 혁명 기반의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에 대응하고 새로운 문화를 견인하는 학회가 되기 위해서 ‘적시(just in-time) 보고’나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무엇이든
자유롭게 배움과 아이디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관리 및 지원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넷째, 현장 기반 수학교육 발전을 보다 도모하기 위하여 연구와 현장 연결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그간 현장의 교사들과의 보다
긴밀한 관계 유지 및 현장 문제를 반영한 학회의 역할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제시되어 왔습니다. 이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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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적용함은 물론이거니와 우선적으로는 현장 교사의 학회 활동 활성화 및 현장 교사와의 프로젝트와
연구를 활성화하면서 동시에 연구 결과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교육과정과 평가와 같이 현장을
가장 밀접하게 반영해야 하는 내용들은 교사 주도의 별도 학회 분과를 구성하고, 학술 발표 역시 별도 분과 세션을 운영함으로써
현장 기반 연구 결과를 교육 정책 결정에 상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학회의 우수 연구를 알리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수학교육과 수학교육연구를 타국의
학회와 연합하여 운영함으로써 국제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회 영문 홈페이지 뿐 아니라 학회
트위터와 같은 SNS를 개통, 활용하여 전 세계적으로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회 활동을 국제적으로 더욱 알려 나가면서 그 위상을 보다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학술지의 질 제고 및 학술대회의 내실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시리즈 B와 연계해서 수학 발표 세션을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학회의 시리즈 B 학술지와 연계해서 학술대회 시, 수학 분과를 운영함으로써 수학자의 참여도를
높이고 수학 교육이나 관련 전공의 융합이나 협업의 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학회 본질인 연구 중심의 학회 본연의 역할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학회 본연의 역할인 연구를 활성화하고 보다
양질의 연구들을 장려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 이론의 심화발전, 방법론 등을 발굴, 공유하고 연구자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국가 차원에서 수학교육 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의 ‘수학교육
연구소’가 없는 현실입니다. 학회 차원에서 이러한 기관의 설립 및 운영 방안 설계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비
연구자 지원을 통해 미래 우수 연구자를 양성하는데 기여하고 지역 별, 지역 연계 소그룹 연구 모임을 지원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학회 재정으로 학회의 내실화나 외연적 확대, 회원들의 복지 차원 모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정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과 발전기금 확보 뿐 아니라 학회의 자체 수익사업이나 용역 프로젝트 등에 대한 타당성과 효용성을 검토하고
함께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관을 적극적으로 섭외함으로써 외부기관의 지원 및 후원금을 유치하는 등 부족한 재정 수입원을
다양화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타 기관관의 연계성 강화 및 외연적 확대를 추구하겠습니다. 이미 학회와 파트너십에 있는 국제수학교육위원회
한국지회(KSICMI)와의 협력을 강화함은 물론이거니와 수학관련단체총연합회, 교육부, 과학기술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연구재단, 수학 및 수학교육 관련 연구소, 산업체, 언론 및 방송사 등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학술 활동과 현장 지원 사업을 확장하면서 학회의 외연을 확대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열 번째, 가고 싶은 학회, 따뜻한 학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회원들이 서로를 지지하고 인정해주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학회 사무실의 공간 혁신 인테리어를 통한 사무실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업무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회원들의 대면 모임이 가능한 편안한 공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팬데믹 시대를 겪으면서 또 다른 면의 다양한 비대면 기술 역시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얻은 장점은
지속적으로 적용하면서 효율적인 학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학회의 발전은 기술이나 재정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역시 함께 찾아나가고 싶다는 바람과 함께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모든 회원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수학교육학회 수석부회장 후보자 고호경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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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Post Doctor 미국 조지아 대학교 (2003.08.06.~2005.02.28.)
수학교육 박사 단국대학교 (1999.03.02.~2003.02.21)
수학교육 학, 석사 성균관대학교 (1985.03.02.~1992.08.25.)
￭ 경력
중, 고등학교 수학 교사 (1990.06.15 ~ 2006.9.1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수능처 연구위원 (2006.10.01.~ 2009.02.28.)
원광대학교 수학교육과 조교수 (2009.03.01~ 2010.08.30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 (2010.09.01.~ 현)
￭ 수상 실적
2002.12.31. 경기도 교육감 표창장 (경기도 교육청)
2015.12.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장 (교육부)
￭ 학회 활동
2009. 03. 학교수학교육학회 회장
2010. 09. 대한수학교육회 홍보이사
2012. 08. 대한수학교육학회 경기지역이사
2012. 08. 한국수학교육학회 사료이사
2014. 01. 국제수학교육위원회 한국지회(KSICMI) 사무총장
2014. 08. 한국수학교육학회 재무이사
2018. 09. 대한수학교육학회 부회장
2018. 10. 한국수학교육학회 부회장
2020. 08. 대한수학교육학회 지역이사
2021. 01. 한국여성수리과학회 부회장
2021. 01. 한국수학교육학회 학술 부회장

￭ 저서
수리논술력을 키워주는 수학퍼즐 10가지
2007.03
시니어 수학
2008.09
피자속의 미적분학
2009.03
함수
2011.06
수학교육학개론
2011.12
수학교육평가론
2012.02
중학교 수학 ①,②,③
2013.03
고등학교 기초수학
2013.07
Reflections of a Korean Middle School Mathematics
Teacher on Improving the Teaching of Mathematics.
2015.08
Cases of Mathematics Professional Development in
East Asian Countries. wee Fong(Ed.)
계산기로 하는 수학
2014
나도 수학자가 될 수 있을까?
2015
드론, 수학으로 날다
2017.04
수학학습 심리학
2017.06
오일러의 보석
2018.06
중학교 수학 ①,②,③
2017/18/19
고등학교 기본 수학
2020

이치출판사
북스힐
북스힐
성우출판사
교우사
경문사
교학사
교학사
SPRINGER
경문사
경문사
교우사
교우사
교우사
교학사
교학사

￭ 연구 논문 (2011년 이후 출간 논문 중 일부 제시)
Who

has given up mathematics? Data analysis. Asia Pacific Education Review,
ttps://doi.org/10.1007/s12564-021-09709-6 (Aug, 2021)
An analysis of YouTube comments on BTS using text mining. THE RHIZOMATIC REVOLUTION
REVIEW, 1(1), pp.1 -10 (Sep, 2020)
Attitudes toward Using and Teaching Confidence Intervals: A Latent Profile Analysis on
Elementary Statistics Instructors. INTERNATIONAL JOURNAL ON SOCIAL AND EDUCATION
SCIENCES, 1(2), pp.43 -56 (Sep, 2019)
Laboratory Class Cycle: A Model for Teacher Development. Journal of Mathematics Education,
7(2), pp.16 -29 (Dec, 2014)
New challenges in the 2011 revised middle school curriculum of South Korea: mathematical
process and mathematical attitude. ZDM-The International Journal on Mathematics
Education, 44(2), pp.109 -120 (Jun, 2012)
The crutch: is it a notation too far?. Mathematics Teaching (MT222), pp.7 -9 (May, 2011)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Mathematics Anxiety Scale for Students. ASIA PACIFIC
EDUCATION REVIEW, 12(6), pp.509 -521 (Nov, 2011)
초․중등 학부모 대상 수학교과 인식 및 요구 조사, 수학교육 논문집, 35(3), 213-231 (Sep, 2021)
RPP(Role-Play Presentation)를 통한 교사의 AI 교사와의 지각된 상호작용성 분석. 수학교육, 60(3),
321-340 (Aug, 2021)
제목다문화학생의 수학학업성취도 변화와 계층분류, 수학교육, 60(2), 191-207 (May, 2021)
예비 수학교사의 멘․튜터링 활동에 관한 사례 연구. East Asian Mathematical Journal, 37(2), pp.197
-221 (Feb, 2021)
파이썬을 활용한 중학교 1학년 소인수분해의 수학과 코딩 융합교수·학습 자료 개발 연구. 수학교육 논문집,
34(4), pp.563 -585 (Dec, 2020)
인공지능(AI) 역량 함양을 위한 고등학교 수학 내용 구성에 관한 소고, 한국학교수학회논문집, 23(2),
pp.223 -237 (Jun, 2020)
소통중심의 수학나눔학교 프로그램 운영이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효과, 교육문화연구, 26(1), pp.397 -423
(Feb, 2020)

제목노인의 인지적 기능 향상을 위한 스마트 애플리케이션 개발 연구, 과학교육연구지, 43(3), pp.382 -399
(Dec, 2019)
토픽 모델링 분석을 통한 수학교육 연구 주제 분석. 수학교육 논문집, 33(3), pp.275 -294 (Sep, 2019)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통한 수학교육 연구 동향 분석. East Asian Mathematical Journal, 35(4), pp.489
-508 (Aug, 2019)
후기성인학습자를 위한 수리문해 프로그램 개발 연구. 수학교육 논문집, 32(4), pp.519 -536 (Nov, 2018)
수학 담화에서 나타나는 교사의 감성적 언어 빈도 분석. 수학교육 논문집, 32(4), pp.555 -573 (Nov,
2018)
영재학교의 수학 중심 융합 교육과정 평가 사례, East Asian Mathematical Journal, 34(4), pp.511
-536 (Aug, 2018)
미래교육에서의 인간 교사와 인공지능 교사의상호보완적 관계에 대한 소고, 교육문화연구 24(6), pp.189
-207 (Jun, 2018)
수업과 연계한 수학 클리닉 상담 사례 연구, 수학교육 논문집, 32(2), pp.113 -129 (May, 2018)
위상수학적 데이터 분석법을 이용한 수학학습 불안 분석 사례. East Asian Mathematical Journal, 34(2),
pp.179 -191 (Feb, 2018)
수학영재프로그램이 창의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 메타분석. 과학교육연구지, 41(3), pp.496 -515 (Nov,
2017)
독일의 7학년 함수 영역 수학 교과서 분석. 수학교육 논문집, 31(4), pp.433 -456 (Nov, 2017)
자기평가가 학습자의 수학 학습 성향에 미치는 영향. 수학교육 논문집, 31(4), pp.457 -485 (Nov, 2017)
수학학습클리닉 프로그램 평가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수학교육 논문집, 31(3), pp.313 -329 (Sep, 2017)
자기 주도적 학습 지원 모형에 따른 중학교 수학 교과서 시범 단원 개발. 수학교육 논문집, 31(3), pp.331
-347 (Sep, 2017)
드론을 활용한 초등학교 수학 융합 자료 개발 및 적용 결과. 초등수학교육, 20(3), pp.225 -235 (Aug,
2017)
수학학습 정의적 영역 검사 도구 개발 연구. 학교수학, 19(2), pp.267 -287 (Jun, 2017)
수학학습 정의적 영역에 대한 인과 모형 분석. 수학교육 논문집, 31(2), pp.187 -201 (May, 2017)
초등학생의 수학학습 포기 인식과 정의적 요인 연관성 분석. 초등수학교육, 20(2), pp.143 -151 (May,
2017)
고등학교 명제 단원에서 반례 활용에 관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 연구. 수학교육 논문집 30(3), pp.393
-418 (Sep, 2016)
스마트기기 활용 시니어 수학 자료 개발 연구, 수학교육 논문집, 30(3), pp.309 -333 (Sep, 2016)
자기주도학습과 자기조절학습 프로그램이 수학의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에 주는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수학교육, 55(3), pp.357 -382 (Aug, 2016)
우리나라와 호주 고등학교 수학과 해석 영역 교육과정 비교. 학교수학, 18(2), pp.349 -373 (Jun, 2016)
수학학습 상담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기연구. 수학교육 논문집, 30(2), pp.225 -249 (May, 2016)
우리나라와 호주 중학교 수학과 교육과정 비교 분석. 수학교육학연구, 26(2), pp.309 -331 (May, 2016)
스마트 기기 활용 시니어 수학 앱 개발을 위한 어포던스 설계 전략. 수학교육 논문집, 26(1), pp.85 -99
(Feb, 2016)
분수나눗셈 스토리 문제 만들기에 관한 예비교사 지식 조사 연구. 초등수학교육, 19(1), pp.19 -30 (Jan,
2016)
수학학습 상담을 위한 진단 검사지 개발 연구. 수학교육 논문집, 29(4), pp.723 -743 (Nov, 2015)
문자와 식, 함수 영역에서 보이는 중학생의 수학적 오류 분석. 수학교육학연구, 25(3), pp.281 -302 (Aug,
2015)
협동학습 및 또래교수 프로그램이 수학학습부진학생의 인지적․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효과 메타분석. 수학교육
학연구 , 25(1), pp.113 -137 (Feb, 2015)
수학교육에서 빅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한 소고, 수학교육 논문집, 16(4), pp.573 -588 (Nov, 2014)
인지진단모형을 적용한 TIMSS 8학년 수학 기하 영역의 성차 분석, 학교수학, 16(2), pp.387 -407 (Jun,
2014)

근거이론적 접근에 따른 수학학습 상담 발문 유형에 대한 연구. 한국학교수학회논문집, 17(1), pp.73 -92
(Mar, 2014)
Instruction using scaffolding for language learner students in solving mathematical word
problems. 수학교육연구, 17(3), pp.169 -180 (Sep, 2013)
교사의 반성적 수업 평가의 요소 및 수준에 관한 사례 연구. 교과교육학연구, 17(3), pp.839 -868 (Sep,
2013)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중학교 기하영역 자료 개발 연구. 수학교육 논문집, 27(3), pp.341 -356 (Sep, 2013)
pp.681 -691 (Nov, 2011)
수학영재교육 관련 국내 연구 동향 분석. 한국학교수학회논문집, 14(3), pp.393 -421 (Sep, 2011)
傳統 度量衡을 활용한 數學敎育이 勞人학습자의 情意的 領域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사학회지, 24(1),
pp.1 -8 (Sep, 2011)
한국과 독일의 중학교 수학 교과서 분석을 통한 함수 내용 비교. 학교수학, 13(2), pp.323 -343 (Jun,
2011)

￭ 참여 연구 과제 (참여 연구 중 일부 제시)
특수목적고 및 자립형 사립고 입학전형제도 개선방안 2007.11 ~ 2008.02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노인 교육으로서의 실버수학 자료개발 및 효과 연구

2007.12 ~ 2008.11

학술진흥재단

창의 중심의 수학 수업 및 평가 방안 연구

2009.04 ~ 2009.12

한국창의재단

창의 중심의 미래형 수학과 교과내용 개선 및 교육과 2010.04 ~ 2011.03
정 개정 시안 연구

한국창의재단

2012 교육과정 개발 연구
(중학교)사이버가정학습개발연구

2012.02 ~ 2012.07
2010.05 ~ 2010.12

한국창의재단
KERIS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과 교육과정 연구

2011.04 ~2011.12

교육과학기술부

수학교육과정에 관한 성취기준 성취수준 개발
경기교육종단연구 학업성취도 문항 개발 연구
중학교 스토리텔링 모델 교과서 개발
스마트 러닝 체제 구축 연구
수학클리닉 표준화 연구
주제 중심의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 모형 개발
KSICMI 공식 홈페이지 제작 연구

2011.12
2012.07
2012.06
2013.06
2013.07
2014.06
2014.03

한국창의재단
경기도 교육연구원
한국과학창의재단
(주) 대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수학교육학회

~
~
~
~
~
~
~

2012.08
2013.12
2013.01
2014.02
2014.02
2014.12
2014.10

핵심 역량 중심의 교과서 모형 개발에 따른 시범 단 2014.04 ~ 2014.07
원 개발

교육부

시니어 스마트 수학 자료 개발 및 적용 연구

한국연구재단

2014.05 ~ 2016.04

학생 성장을 위한 평가시스템 개선 및 평가모델 개발 2014.07 ~ 2015.03
연구

한국과학창의재단

중학교 수학과 타 교과 융합형 교육내용, 방법, 평가 2013.03 ~ 2013.12
체제 개선 모델 개발

한국교육개발원

중·고등학교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수학중심의 steam_세상을 읽는 수학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과학창의재단

2014.08 ~ 2015.02
2015.08 ~ 2016.02

수학학습 실태조사 연구

2015.04 ~ 2015.12

한국과학창의재단

빅데이터를 활용한 우리나라 학생의 수학학습 특성 2016.07 ~ 2019.06
분석

한국연구재단

수학 나눔지원단 운영

2016.05 ~ 2017.01

한국과학창의재단

EBS Math 사용자의 수학에 대한 정의적, 인지적 영 2016.12 ~ 2017.02
역 효과성 분석을 위한 검사도구 개발 연구

한국교육방송공사

영상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싱크홀 탐사 연구
2017 수학교육 현장지원단 운영
2018 수학교육 현장지원단 운영

2016.11 ~ 2017.10 GK 엔지니어링
2016.07
~ 한국과학창의재단
2018.01
2018.04
~ 한국과학창의재단
2019.01

영재성 진단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창의사고, 수 2018.03 ~ 2020.01
학
역량 중심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수학)
2019.06 ~ 2020.07

한국교육개발원

위상적 데이터 분석을 통한 자율주행 사고 예측 기술 2019.10 ~ 2020.01
개발

한국연구재단

전라남도교육청

영재성 진단도구 개발연구: 초·중학생용 창의사고, 2019.03.01~2021.0 한국교육개발원
수학, 정의 역량
1
4차 산업혁명 선도 미래 과학기술인재 저변 학대 및 2019.11 ~ 2020.05
육성을 위한 연구

한국과학창의재단

지능형 학습 분석을 위한 수학 학습 메타 행동 분석 2020.07 ~ 2023.06
시스템 모델 개발

한국연구재단

수학인재양성 연구센터 운영방안 기획 연구
역량중심 영재교육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
수업활동 중심 AI 수학 보조 교사 ‘수쌤’ 모델 구현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연구재단

2021.04 ~ 2021.07
2021.05 ~ 2022.01
2020.07 ~ 2023.06

미래세대 수학교육표준 개발을 위한 미래인재상 및 2021.06 ~ 2022.10
필요역량 도출

과학기술부

학생의 수학 정의적 성취 향상 방안 연구

한국과학창의재단

2021.06 ~ 202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