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공지
학회지 발행 안내
학회지 시리즈 A
제60권 제4호(통권 175호) 2021. 11.

조선미․방정숙/ 대수적 사고를 강조한 분수
나눗셈 수업의 분석
여승현․서희주․한선영․김진호/ 초등 수학교
과서의 문제해결 역량 및 과제 유형 분석: 수와 연
산 영역의 도전/생각 수학과 탐구 수학을 중심으로
Jihyun Hwang & Dong Hoon Shin/ Effects on
equity in mathematics education: Multilevel
analysis via the PISA 2015
강하람․임채령․조한혁/ 수학교과와 정보교과
를 융합하는 코딩수학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연구
송효섭․정희선/ 중학생이 인식한 학습자 중심
수학수업이 수학자기효능감과 수업참여에 미치는
영향: 성취수준에 따른 다집단 분석
이지현․이규희/ 실생활 문장제에서 현실맥락
고려에 관한 예비교사들의 인식 분석
도주원/ 초등학교 6학년 한국어학습자의 수학
학습에 대한 인식의 특성 분석
허남구/ 동적 기하 환경의 문제 해결 과정에서
연속 스펙트럼 활용에 대한 소고
박주현․한선영/ 수학 학습에 대한 상황적 흥미
요인 탐색

58

학회지 시리즈 B
제28권 제4호(통권 94호) 2021. 11.

JUNG MI KO & YONG CHAN KIM/ Fuzzy
Complete Lattices and Distance Spaces
JAE GIL CHOI/ A Representation for an Inverse
Generalized Fourier-Feynman Transform associated
with Gaussian Process on Function Space
AMRISH HANDA/ Utilizing Generalized
Meir-Keeler Contraction in Periodic Boundary
Value Problems
N. M. MADHAVAN NAMBOOTHIRI, T. C.
EASWARAN NAMBUDIRI & JINEESH
THOMAS/ Frame Operators and Semi-frame
Operators of Finite Gabor Frames
H. HWANG, Y. CHOI, S. KWAK, Y.
HWANG, S. KIM & J. KIM/ Efficient and
Accurate Finite Difference Method for the Four
Underlying Asset ELS
IRFAN AHMAD WANI, MOHAMMAD
IBRAHIM MIR & ISHFAQ NAZIR/
Generalization of Some Inequalities to the Class
of Generalized Derivative
TANMAY BISWAS & CHINMAY BISWAS/
A Note on the Integral Representations of
Generalized Relative Order (α, β) and Generalized
Relative Type (α, β) of Entire and Meromorphic
Functions with respect to an Entire Function
DAE HYUN PAEK/ Evaluations of the
Rogers-Ramanujan Continued Fraction by
Theta-function
GWANG HUI KIM/ On the Superstability of
the pradical Sine Type Functional Equations
SEON JEONG KIM & EUNJU KANG/ A
Weierstrass Semigroup at a Generalized Flex on
a Plane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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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공지
학회지 시리즈 D
제24권 제4호(통권 78호) 2021. 12.

Jung Colen, Sheunghyun Yeo, Nayoung Kwon,
Hoyun Cho & Jinho Kim/ Teaching Moves for
Students' Mathematical Proficiencies in
Multiplication Lessons
Jihyun Hwang/ What Topics Have Been
Studied in Korean Mathematics Education for 15
Years: Latent Topic Modeling Analysis

학회지 시리즈 E
수학교육 논문집
제35집 제4호(통권 88호) 2021. 12.

손복은ㆍ고호경/ 수학 학습 메타 정의의 개념
요소와 의미 탐색
강성권ㆍ홍진곤/ 수학교사의 노티싱(Noticing)분
석을 통한 중심신념 탐색
유미영ㆍ최영기/ 수학적 대상으로서의 공집합
오영열ㆍ박주경/ 측정 오차를 활용한 삼각형의
내각의 합 지도 방안 사례 연구
권오남ㆍ이경원ㆍ오세준ㆍ박정숙/ <인공지능 수
학> 교과서의 ‘관련 학습 요소’ 반영 내용 분석
이동근/ <수학과제 탐구> 과목의 인물 중심 수
업 자료 개발 관련 연구
최은아ㆍ정연준/ 한국, 일본, 싱가포르, 미국의
초등교과서에 제시된 곱하는 수가 두 자리 수인
자연수 곱셈 지도 내용의 비교 분석
이다은ㆍ김구연/ 수학 수업 지도안에 나타난 교
사가 설계하는 형성평가 분석
김정원ㆍ방정숙/ 초등 수학 교과서 내용과 교사
이해를 중심으로 한 들이 개념 지도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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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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