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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29. (금)
개회식 및 축사
사회 : 이광호(한국교원대)

교수학습

Zoom Room 5

좌장 : 서보억(충남대)

15:00 - 15:10
Zoom Room 1

손복은(경기대)·고호경(아주대)/ 수학 학습에서 메타정의의 개념 요소와 의미 탐색
류웬팅(영남대대학원)·조정수(영남대)/ 중국 수학교실에서 교사 질문활동 유형 분석
이동근(잠일고)/ <수학 과제 탐구> 과목의 인물 중심 수업 자료 개발 관련 연구
서보억(충남대)/ 수학교육에서 실물교구와 가상교구의 연결

환영사: 조정수(한국수학교육학회 회장)
축사 1: 김종우(한국교원대학교 총장)

심화토론 1
기조강연 1
사회 : 권성룡(공주교대)

15:10-16:00
Zoom Room 1

17:50 - 19:10
Zoom Room 2

사회 : 탁병주(전주교대)
신동조(부산대)/ 수학교사의 인공지능 활용 방향과 과제

김보경(망운초)/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전남 수해력 교육 사례

학회상 시상식
사회 : 이광호(한국교원대)

분과발표
1

교육평가

심화토론 2
16:00 - 16:10
Zoom Room 1

16:20 - 17:40

17:50 - 19:10
Zoom Room 3

사회 : 최지선(광주교대)
이광호(한국교원대)/ 뇌기반 교육 연구를 통한 수학교육

19:10 –20:00

이사회

Zoom Room 1
Zoom Room 5

사회 : 이광호(한국교원대)
좌장 : 김구연(서강대)

2022. 4. 30. (토)

나장함(조선대)/ 수학교육에서의 질적연구법 활용에 대한 분석: 연구결과의 타당성 증진 방안을 중심으로
김구연(서강대)·이다은(서강대대학원졸)/ 수학 수업지도안에 제시된 형성평가 분석
김구연(서강대)·조유진(선린인테넷고)·전혜림(병점고)·송은영(서강대대학원)/ 수학 수업 관찰 및 분석틀 개발
김은현(이화여대대학원)·김래영(이화여대)/ 수학 교과에서의 정보 리터러시 재개념화

2

산업수학

기조강연 2
Zoom Room 2

좌장 : 김성연(인천대)

강하람(서울대대학원)·조한혁(서울대)/ 수학교과와 정보교과를 융합하는 코딩수학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연구
강수산(아주대대학원)·허난(경기대)·노지화(부산대)·고호경(아주대)/ 수업활동 중심의 AI 보조교사 모델 개발
조정수(영남대)/ 근사 유추를 이용한 Taylor 급수의 CAS 공학적 탐색

초등수학교육

Zoom Room 1

박선화(한국교육과정평가원)/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수학 교수학습 방안 탐색

권오남(서울대)·이경원(단국대사범대학부속중)·오세준(이화여대사범대학부속이화금란고)·박정숙(양재고)/ <인공지능 수학> 교과서의 ‘관련
학습 요소’ 반영 내용 분석

3

사회 : 김남균(청주교대)

9:30 - 10:20

분과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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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Room 3

교육과정

10:30 - 11:50
Zoom Room 1

좌장 : 김영옥(경남대)

좌장 : 조영미(공주교대)

김구연(서강대)·조수현(서강대대학원졸)/ 수학교사는 교과서를 어떻게 활용하고자 의도하는가
한인기(경상국립대)/ 다면체 절단면의 작도문제 해결과 논의

임미인(공주교대)/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의 대분수와 가분수의 상호 변환 활동 분석

송은영(서강대대학원)·김구연(서강대)/ 수학 교사의 수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 활용 및 특성 탐구
김구연(서강대)·문지혜(서강대대학원)/ 수학 교사의 교과서 활용 및 재구성 방법과 의도 탐구

김용석(성균관대)/ 수학적 모델링에 대한 초등학교 예비교사들의 인식변화
오영열(서울교대)·박주경(서울행현초)/ 측정 오차를 활용한 삼각형의 내각의 합 지도 방안에 관한 연구

4

교육심리

좌장 : 한선영(성균관대)
박주현(성균관대대학원)·한선영(성균관대)/ 수학 학습에 대한 상황적 흥미 요인 탐색
김홍겸(안산광덕고)/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수학 원격수업 실태 및 원격수업 만족도와 수학학습의 연관성 연구
강성권(동국대사범대학부속영석고)·홍진곤(건국대)/ 수학교사의 노티싱(Noticing)분석을 통한 중심신념 탐색
홍창준(청심국제중고)·김구연(서강대)/ 국제중학교 학생들의 수학적 추론 및 증명 구성 능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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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Room 4

교수학습

Zoom Room 2

좌장 : 이정례(대진대)
이윤경(서울교대대학원)·오영열(서울교육대)/ 수학 문제해결 과정의 갈등 상황에서 나타나는 담화의 특성 분석
전혜림(병점고)·김구연(서강대)/ 중등 수학 교사가 갖는 교사로서의 정체성 발현 양상에 관한 탐구
오서영(부평고)·권나영(인하대)/ 고등학교 수학 교사의 과정 중심 평가 실행의 어려움
조유진(선린인터넷고)·김구연(서강대)/ 수열의 극한 학습에 대한 Learning Trajectory: 수열 개념 및 함수의 극한 개념을 학습한 후 수열의
극한을 학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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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수학교육

Zoom Room 3

2022 춘계학술대회

좌장 : 방정숙(한국교원대)
김정원(신탄진초)·방정숙(한국교원대)/ 초등 수학 교과서 내용과 교사 이해를 중심으로 한 들이 개념 지도에 대한 분석
최은아(우석대)·정연준(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 일본, 싱가포르, 미국의 초등교과서에 제시된 곱하는 수가 두 자리 수인 자연수 곱셈

일시 : 2022년 4월 29일(금) - 30일(토)
장소 : 한국교원대학교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
주제 : 미래 수학교실에서 교사의 역할

지도 내용의 비교 분석
도주원(서울용암초)/ 초등수학의 규칙성 영역 단원에 제시된 발문의 특성 분석
도주원(서울용암초)/ 초등학교 6학년 한국어학습자의 수학 학습에 대한 인식의 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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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수학교육

Zoom Room 4

좌장 : 박미영(경남대)

4월 29일 금요일

김남균(청주교대)·송동현(종촌초)·김수지(칠금초)·오민영(연서초)·이현정(청주내곡초)/ 해법 공간 분석에 기반한 개방형 수업 실행 연구
오민영(연서초)·김남균(청주교대)/ Dienes의 수학학습이론에 따른 사다리꼴의 넓이 학습에서 학생들이 구성한 예 공간 분석
이지은(Oakland Univ.)·황성환(장평초)/ Investigating Preservice Teachers’ Interpretations and Discussion of Real-Life Example (실생활

15:00 – 15:10

개회식

15:10 - 16:00

기조강연1
김보경 교장(망운초)

16:00 - 16:10

학회상 시상식

16:10 – 16:20

휴식

예시에 대한 예비 교사의 해석 및 토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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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학위초청발표

Zoom Room 5

좌장 : 이대현(광주교대)

16:20 – 17:40

손태권(청주봉명초)/ 인지진단모형을 적용한 지능형 교수 시스템 개발 및 적용: 중학교 수와 연산 영역을 중심으로
강윤지(서울홍연초)/ 초등 수학 교육에서 수학 용어 정의시 사용된 표현에 대한 분석

분과발표1
(교육평가)

분과발표2
(산업수학)

17:40 - 17:50

워크숍 1 (전국통계교육교사모임)
학교 통계교육의 현재 모습과 미래 방향

12:00 - 13:10

17:50 – 19:10

분과발표3
(초등수학교육)

분과발표4
(교육심리)

분과발표5
(교수학습)

휴식
심화토론1
수학교사의 인공지능 활용 방향과 과제

심화토론2
뇌기반 교육 연구를 통한 수학교육

Zoom Room 4
19:10 -

탁병주(전주교대)/ 학교 통계교육의 새로운 지향: 데이터 기반 확률・통계교육
이자미(전주덕일초)/ 통계적 사고의 초석, 초등수학교육에서의 통계교육의 방향
정승호(영남고)/ 중학교 통계교육의 방향: 삶과 연계한 주제를 통한 통계교육
김은하(현풍고)/ 고등학교 통계교육의 모델: 실용통계 인정과목

워크숍 2 (전국수학문화연구회)

이사회

4월 30일 토요일

12:00 - 13:10

9:30 - 10:20

기조강연2
박선화 선임연구원(한국교육과정평가원)

10:20 - 10:30

휴식

Zoom Room 5
10:30 - 11:50

허선(표선고)/ 표선고등학교에서의 IB 수학 수업

분과발표6
(교육과정)

분과발표7
(교수학습)

분과발표8
(초등수학교육)

분과발표9
(초등수학교육)

분과발표10
(박사학위초청발표)

강은주(원주중)/ 오작교 수학수업 이야기(ZIP)
11:50 - 12:00

폐회식
사회 : 이광호(한국교원대)

13:10 - 13:30
Zoom Room 4

12:00 - 13:10

휴식
워크숍1
(전국통계교육교사모임)

13:10 - 13:30

주최│한국수학교육학회
주관│한국교원대학교
후원│천재교과서, ㈜타임교육C&P, 경문사,

워크숍2
(전국수학문화연구회)
폐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