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견서
한국수학교육학회 회장 후보자: 박만구
존경하는 한국수학교육학회 회원님께,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14대 한국수학교육학회 회장 겸 현 수석부회장
에 입후보한 서울교육대학교 수학교육과 박만구입니다.
저희 한국수학교육학회는 1962년 우보 박한식 교수님을 중심으로 창립된 후, 수많
은 회장님들과 임원님, 그리고 회원님들의 열정과 애정으로 57년여의 시간을 거치면
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가장 큰 수학교육 학회로 성장해 왔습니다. 저에
게 한국수학교육학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전임 회장님들의 유지
를 받들고 그 동안 이루신 성과를 바탕으로 학회가 보다 지속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
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회원님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현안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 학회의 위상을 높이고 재정의 확충을 기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선도적인 연구와 학술대회 등으로 수학에 대한 사회
/기업/일반인의 관심을 높이고, 수학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노력으로 학회
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학회 차원에서의 사업과 기관 및 개인의 기부금을
확충하여 학회 활동의 원동력이 되는 재정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 학회의 회원 증대를 기하겠습니다.
최근 각 대학의 신임교수 충원률이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어 학회의 교수 회원 수
가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석·박사 과정에 있는 대학원생이나 수학교
육학 석사나 박사 학위를 받은 신진연구자들이 속해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
과학창의재단, 국립과학관 및 수학문화원, 중등학교 및 영재학교 수학교사들의 정회원
등록을 독려하여 학회 회원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학술지의 질을 높여 SCOPUS 목록에 신청 및 등재를 하겠습니다.
한국수학교육학회의 학술지인 <수학교육>, <수학교육 논문집>, <純粹 및 應用數
學>, <初等 數學敎育> 은 이미 KCI(Korea Citation Index, 한국학술지인용색인) 인
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어 논문집 시리즈 D도 김진호 편집장님을 중심으로 혁신
적인 변화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두 세 개의 저널은 가능한 한 빨리
국제저널 인증인 SCOPUS 목록에 신청/등재하여 그 혜택을 회원들이 누리도록 하겠
습니다.

□ 다양하고 질 높은 학술 활동을 이어 가겠습니다.
그 동안 질 높은 학술지 발행과 국제학술대회 및 국내학술대회를 통하여 다양한 정
보를 공유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KSICMI(Korean Sub-commission of ICMI, 국제수
학교육 한국위원회) 및 한국수학관련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교육
부,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각종 수학연구소, 기업 등
과 긴밀히 협조하여, 다양한 학술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 현장 교사들의 학회 참여를 높이겠습니다.
국제학술대회나 국내학술대회에서 현장교사들이 원하는 주제나 문제를 포함하는 워
크숍 등을 포함하여 현장 교사들의 학술대회 참여를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학회
소속인 전국수학문화연구회 회원들뿐만 아니라 전국수학교사모임 및 한국초등수학연
구회 등 교사 중심의 모임이나 연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연구나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여, 현장교사들의 실질적인 전문성 향상을 돕
고 학회 회원으로서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 수학교육 관련 학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겠습니다.
대한수학교육학회, 한국학교수학회, 한국초등수학교육학회 등의 학회와 필요시 국제
학술대회 및 워크숍을 공동 개최하여 미국의 NCTM처럼 학술대회가 수학교육 관련
학자와 교사들의 축제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술대회가 수학교육에 대한
정보 공유의 장뿐만 아니라 인적 네트워크 및 친교를 위한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
다.
□ 정책연구와 개인연구를 지원하겠습니다.
저희 학회를 통한 정책연구나 개인연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학회의 위상
제고 및 간접비 확보 등을 통하여 재정적인 확충을 기하겠습니다. 단계적으로는 학회
에서 각 연구자들의 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학회 및 회원의 국제화를 추구하겠습니다.
한국수학교육학회의 글로벌화를 위해 국제학술대회 초청 인사로 젊고 능력 있는 학
자를 초청하여 학회 회원들과의 네트워킹 강화 및 공동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
겠습니다. 그리고 신진학자와 대학원생을 포함한 학문후속세대의 국제학회 논문발표
를 지원하여 이들의 국제화를 돕겠습니다. 그리고 독창적인 한국수학 교육의 연구와
콘텐츠를 우리 학술지 및 공동워크숍을 통하여 한국수학교육을 국외의 연구자들에게
소개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의 수학교육을 선도해 가겠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넘어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계학습 등을 기반으로 하는
초연결의 시대로 수학의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교육 환경과 교육 패
러다임에 맞추어 수학교육의 변화 방향을 본 학회가 선도적으로 연구해 가도록 하겠
습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를 교수와 교사들이 공유하도록 하고, 유치원과 초중등수학
교육, 그리고 대학수학교육에 대한 적절한 수학교육 방향을 정부에 제시하여 우리나
라 수학교육에 기여하는 한국수학교육학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부족한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섬기는 자세로 그 동
안의 경험과 열정으로 앞서 제시한 사업과 회원님들의 다양한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한국수학교육학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하시는 일에 행운이 함께 하시고, 가정, 학교, 기관에도 좋은 일들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14대 한국수학교육학회회장 후보자 박만구 올림

이력서
• 성

명 : 박 만 구(朴萬九, Park, Mangoo)

• 출생연도 : 1963년
• 소속 및 직위 : 서울교육대학교 수학교육과 교수
• 연락처 : (사무실) 02-3475-2447 (휴대폰) 010-8886-9995
• 이메일 : mpark29@snue.ac.kr

□ 학력
• 1996-1999 미국 조지아대학교 PhD (수학교육)
• 1994-1996 미국 웨스트체스터 대학교 MED (수학교육)
• 1987-1990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수학교육), 중등수학교사 자격 취득
• 1983-1987 서울교육대학교 학사 (초등교육(수학교육)), 초등교사 자격 취득

□ 경력
• 1987-1994, 2000-2004 : 서울시내 초등학교 교사(서울잠실, 노량진, 난곡초등학교)
• 1994-1999 : 미국 웨스트체스터 대학교 RA 및 미국 조지아대학교 RA 및 TA
• 2013-2015 : 서울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 2017-2019 : 전국영재선발고사 개발 수학과 책임 교수 역임
• 2004-현재 : 서울교육대학교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
• 2004-현재 : 서울교육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운영위원 및 지도교수
• 2009-현재 : 초등학교 국정수학교과서 집필 및 학년 책임교수(2015)
• 2017-현재 : 서울교육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 위원장

□ 수상
• 초등수학교육학회 공로상(편집장) 2010, 영재교육지도교사상 2009, 우수교사상, 2003

□ 학회 및 사회활동
• 2005-2010 한국초등수학교육학회 편집위원장 (한국초등수학교육학회지 등재지 준
비 및 등재)
• 2014-2016 대한수학교육학회 총무
• 2016-2018 한국수학교육학회 부회장, 대한수학교육학회 부회장
• 2018-현재 한국수학교육학회 부회장

대표논문 및 저서 (110여편) 일부
□ 논문
• 박만구 (2018).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초등수학교육학회
지, 22(1), 47-67.
• 박만구 (2018). 일반학생, 영재학생, 예비교사, 현직교사의 다전략 수학 문제해결
전략 분석. 한국학교수학회논문집, 21(4), 47-67.
• 박만구 외 (2018). 텐저블 코딩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한국초등수학,
29(4), 23-49.
• 김혜영, 박만구 (2018). 과제 구조화 정도에 따른 초등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수
학 문제제기 비교분석. 한국초등수학교육학회지, 22(3), 309-330.
• 이보람, 박만구 (2018).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나타나는 초등학생들의 협력적 발화
특성 분석. 수학교육, 57(3), 271-287.
• 허준호, 박만구 (2018). 함수적 상황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공변추론 사례연구. 초
등수학교육, 21(1), 55-73.
• 박만구 (2017). 초등수학 수업의 동기유발 방법 분석. 초등수학교육, 20(1),
101-115.
• 박만구 외 (2017). 초등수학 수업의 동기유발에 나타나는 수학적 창의성 분석. 한
국초등교육, 28, 71-85.
• 박만구 외 (2017). 수학적 창의성의 정의에 대한 고찰. 수학교육학술지, 2017(1),
100-101.
• 박만구 (2016). 수학과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른 수학적 모델링 제시 방법 분석. 한
국학교수학회논문집, 19(1), 103-122.
• 박만구 (2016). 예비교사의 관점에서 본 초등수학 수업에서 교구의 의미와 사용
방법 분석. 초등수학교육, 19(1), 61-78.
• 배경준, 박만구 (2016). 동료 멘토링 수학 수업에서 학생의 수학적 인성 및 수학
학업성취도 분석. 초등수학교육, 19(4), 261-276.
• 배준환, 박만구 (2016). 반성적 문제 만들기 활동이 초등학생들의 문제해결력 및
수학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초등수학교육학회지, 20(2), 311-331.
• 진성현, 박만구 (2016). 교육과정의 변천에 따른 초등 수학 교과서에서 소수의 곱
셈과 나눗셈 지도 순서 및 방법 분석. 한국초등교육, 27(2), 55-75.
• 박만구 (2015). 문제해결에서 생산적 실패의 경험이 초등학생의 수학적 문제해결
력 및 수학적 성향에 미치는 영향. 초등수학교육, 18(2), 123-139.
• 박만구 (2015). 초등예비교사의 수학 창의성에 대한 인식 분석. 한국초등수학교육
학회지, 19(1), 81-105.
• 박만구 외 (2015). 게임형 플레이팩토의 활용 수업이 학생의 수학 학업성취도 및
수학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초등교육, 26(1), 225-241.
• 박만구 외 (2015). 주제 중심의 초등학교 수학교과서 모형 연구. 학교수학, 17(1),
79-98.

□ 저서 및 역서
• 박만구 (2017). 엄마, 수학에 생각을 더하다. 서울: 맘스톡.
• 박만구 외 (역) (2018). 수학 수업 어떻게 해야 하지? 서울: 신한미디어.
• 박만구 외 (역) (2017). 수와 기수법의 필수 이해. 서울: 경문사.
• 박만구 (공동집필) (2015). 수학교사 지식. 서울: 경문사.
• 박만구 외 (역) (2015).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 서울: 경문사.
• Kim, J. H., Han, I. K., Park, M. G. & Lee, J. K. (Eds.). (2015). Mathematics
education in Korea (Vol. 2): Contemporary trends in research in Korea . Singapore:
World Scientific.

□ 학회발표
• Park, M. et al. (2017). Effect of the Coding Education Based on J. Bruner's EIS
Theory on the Ability to Think in Computing. KSM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thematics Education.
• Park, M. (2017). Connecting Mathematics to Humanity and Character Education.
KSM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thematics Education.
• Park, M. (2017). Professional development in mathematics modeling for
elementary school teachers. Joint International Workshop on Mathematics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Park, M. (2017). 수학적 창의성의 정의에 대한 고찰. International Workshop on
Mathematic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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