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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10일(금) - 12일(일)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
2021

수학교육관련

“Directions

and

국제연합학술대회가

Challenges

of

발표 신청 논문은 별도의 심사없이 <2021 수학

Mathematics

교육관련 국제연합학술대회 프로시딩>에 게재됩

Education Required in the Artificial Intelligence

니다. 다음 쪽의 “학술대회 발표 논문 모집” 일정

& Information Age”이라는 주제로 권오정(인천

을 참조하여 학회 홈페이지 ksme.info에서 신청해

대), Cindy Jong(University of Kentucky, USA),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일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

Erdinç Çakıroğlu(Erciyes University, Turkey)교

랍니다.

수님을 초청하여 인천대학교(온라인)으로 2021년
12월 10일(금)-12일(일)에 개최됩니다.

한국수학교육학회 회원들을 비롯한수학교육계
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초청강연, 분과발표, 오픈

랍니다.

포럼, 심화토론, 포스터(R&E), 교사들을 위한 워

1. 일시 : 2021년 12월 10일(금)-12일(일)

크숍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픈포럼의 참석자들은 Soo Jin Lee(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orea), Woong
Lim(Yonsei

University,

Korea),

Berinderjeet

Kaur(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 Singapore),
Shuk-kwan S. Leung(National Sun Yat-sen
University, Taiwan)등이 “Building Professional
Collaborations

with

Multiple

Partners

of

2. 장소 : 인천대학교(온라인)
3. 예비등록
예비등록은 홈페이지에서 2021년 9월 8일(수)부
터 2021년 12월 5일(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
청해주시기 바랍니다.

Mathematics Education”이라는 주제로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 위원회
준비위원장 : 최원(인천대)
준비 위원 : 조정수(영남대), 이경화(서울대), 고상숙(단국대), 권나영(인하대),
김동원(청주교대), 김민경(이화여대), 김성연(인천대), 김은하(현풍고),
김진환(영남대), 박정숙(양재고), 신동조(고려대), 양승엽(경북대), 오혜영(인천대),
이광호(한국교원대), 이동선(인천대), 이지현(인천대), 장규환(인천대),
전윤배(금오공과대), 한혜숙(단국대), 허남구(순천대), 황지현(한국교원대)
학회 간사 : 홍미정(한국수학교육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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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발표 논문 모집
분과, 포스터세션
발표 신청 : 2021년 10월 24일(일)
발표신청기한 : 2021년 10월 24일(일)까지
발표신청방법 : ksme.info에서 [학술대회/워크
숍]->[초록접수]

워크숍
발표 신청 : 2021년 9월 30일(목)
발표신청기한 : 2021년 9월 30일(목)까지
발표신청방법 : ksme.info에서 [학술대회/워크
숍]->[초록접수]

2. 개별 양식

줄 간격 140%, 좌우여백 15pt
맑은고딕 14pt
- 중간제목(서론, 볼론, 결론) : 11pt
- 각주 : 8pt, 줄 간격 130%, 내어 쓰기 10pt
- 저자명 및 소속 : 10pt
- 참고문헌 : 내어 쓰기 10pt
- 국문초록 : 8pt,
- 논문제목 :

헌 기술 양식
- 국내 문헌일 경우
1)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 “ , ”로 연결
2) 저널일 경우 : 저널명, 권에 진하게
예) 박성선, 전평국 (1997). 상황적 인지론과 수
3. 참고문

학학습, 한국수학교육학회지 시리즈 C <초등수

발표 논문
논문 제출 : 2021년 11월 7일(일)
발표 논문 분량은 한글 또는 워드 편집으로 가
급적 2페이지-4페이지 이내로 부탁드립니다.
논문은 발표 신청 시 완성된 논문을 함께 등록하
거나 기한까지 ksmedu@hanmail.net으로 보내주시
기 바랍니다.
발표 신청 논문은 별도의 심사 없이 <2021 수
학교육관련 국제연합학술대회 프로시딩>에 게재
됩니다.

학교육> 1(1), 23-32.
3)

저자 서적 : 서적에 진하게, 출판사 지역 명기

예) 박한식 (1991). 한국수학교육사, 서울: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외국 문헌일 경우
1) 저자 2인일 때 : “&”로 연결
2) 저자 3인일 때 : AA., BB., & CC..
3) 저널일 경우 : 저널명과 권에 이탤릭체
ex) Horwitz, R. A. (1979). Psychological
-

effects of the open classroom, Review of

7 6
4) 서적일 경우 : 서적에 이탤릭체, 출판사 지역

Educational Research, 49(1), 1-8 .

■ 논문 편집 양식
1. 기본 양식
- 편집용지 : A4

우 34.5,
머리․꼬리말 12.7
- 서체 : 신명조(장평: 100, 자간: 0) 9pt,
줄간격 160%
- 여백 : 위․아래 41, 좌․

명기
ex) Nyquist, E. B., & Hawes, G. R. (Eds.)
(1972). Open Education, New York: Bantam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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