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학교육학회 회장 출마 소견 및 공약서
영남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조정수
30년 전, 1989년 3월 이른 봄바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대학을 갓 졸업하고 발디딘
한국교원대는 황량했습니다. ‘수학교육’이란 단어도 낯설었던 그 시절, 수학교육은 희망 단
어가 아니라 불안한 미래였습니다. 그곳에서 수학교육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여정은 스승과 선배, 동료가 있어 외롭지 않았습니다. 학회 활동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알지
도 못하면서 그들을 무작정 따라다녔습니다. 한국수학교육학회와 인연은 그렇게 시작됐습
니다.
희망은 없었지만, 수학과 심리학, 사회학, 철학이 융합된 수학교육은 흥미를 느끼게 하고
호기심을 묘하게 자극했습니다. 좋아하기에 더 알고 싶었습니다. 1994년부터 2000년까지,
미국 오레곤주립대학교에서 수학교육은 조금씩 희망을 주었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2000
년 가을, 그 희망을 영남대학교에서 심고 가꾸었습니다.
30년 후, 한국수학교육학회와 인연을 이제 학회장으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수학교육 등정
을 시작하게 해준 스승과 선배 어깨 위에서 그 희망을 동료와 후배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선배 길을 따라가면서 새 길을 등정하는 학회장이 되겠습니다. 많은 선배님들이 헌신적으
로 봉사하여 미약했던 우리 학회는 지금 모습을 나름 갖추었습니다. 이제 리모델링을 할
때입니다. 그동안 정이 들어 버리기 아깝고 부수기 힘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더라
도 버리고 부수지 않으면 새 것이 들어올 자리는 없습니다. 새 길 등정을 불안하고 혼돈없
이 이끌어 가겠습니다.
한국수학교육학회장은 수학과 수학교육 두 분야의 다양성을 경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한
국수학교육학회는 다양한 회원 구성에 따라 능력과 목소리, 요구가 다양합니다. 이 다양성
은 우리나라 수학교육 전 분야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원들은 이것을 바랄
것입니다. 회원들의 이런 바람을 이루려면 학회를 이끌어갈 학회장이 이런 다양성을 경험
해야 가능합니다. 저는 초등, 중등 및 대학 수학 및 수학교육 모두를 경험하였고 현재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국수학교육학회장은 리더로서 소통력과 통솔력, 행정력이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회원 구
성 학회에 비젼을 제시하고 이끌어가려면 소통 능력이 필수입니다. 저는 대학 내에서 기숙
사관장, 교육개발센터장, 학생상담센터장, 교원지원실장을 맡아 여러 분야 행정 경험과 다
양한 배경을 가진 분들과 소통하고 그들을 통솔했습니다. 학회장은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
고 이들을 설득하여 학회 활동 참여를 이끌어내어야 합니다. 수 년간 쌓은 소통과 행정 경
험으로 저는 이런 학회장 역할을 실수 없고 물러섬 없이 담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수학교육학회 발전을 위해 다음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1. 대학 교수와 전문 연구기관 연구자 중심의 학회 조직을 정비하고 현장 교사 참여를 확
대하겠습니다. 학교급별(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교사와 장학사에게 본부 부회
장과 지부장 및 부지부장(신설) 역할에 참여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여 학
문 수준의 학회 연구활동과 현장 수학교실 수준의 교수•학습활동을 통합하고자 합니다.
2. 학술대회를 다양화하고 전문화하기 위해 다음 일들을 하겠습니다.
-. 학술대회 프로그램 1개월 전 확정 및 공지
-. 발표원고 심사를 통한 경쟁으로 수준 높은 발표자 확보
-. 초중고 학교급별 수학교사 연수를 위한 수업개선 발표장 마련
-. 초중고 학교급별 수학교사 연수를 위한 수학교수 초청 연수 특강 실시
-. 초청 박사학위취득자 학위논문 발표장 및 박사과정생 토론장 마련
-. 질적/양적 연구방법론 전문가 초청 수학교육연구자 연구능력 향상 특강
-. 워크샵 강화를 위해 가로배열 시간대 확보
-. R&E 사전 심사제도 도입하여 수준 높은 발표대회로 육성
-. 수학교육 관심 있는 기업인, 정치인, 교육행정가 초청 기조강연
3. Topic Study Group(TSG) 세미나를 신설하여 연 2회(여름, 겨울방학) 실시하고자 합니
다. TSG 세미나는 석사/박사과정 학생과 교수에게 수학교육 특정 주제에 관한 연구 동
향을 제공합니다. 회원들이 공동으로 특정 주제를 다룬 20~30개 실험중심 영문 논문을
번역, 발표하여 이 주제를 연구하고자 하는 회원들 연구 활동을 지원합니다.
4. 동남아시아(일본, 중국, 터키, 홍콩, 싱가폴,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
시아 등) 수학교육의 핵심 학회로 키우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수학교육학회는 미
국과 유럽 수학교육 지식과 활동을 쫓아 배우기에 바빴습니다. 여기서 벗어나 동남아시
아 국가와 연계된 학회 활동을 강화하면 한국수학교육학회 외연을 충분히 넓힐 수 있을
것입니다. 학술대회에 초청과 참여를 적극 지원하여 이들 국가 참여자수를 확대하여 아
시아 최대 수학교육학회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영문저널인 시리즈D에 이 국가들 연구
자의 영문 논문투고를 늘리고 인용회수를 높이면 시리즈D의 SCOPUS 등재는 무리없이
가능할 것입니다.
5. 학회 재정을 확대하겠습니다. 공약 1, 2, 3, 4를 충실히 실천하면 회원수가 확대되고 학
술대회 참여자가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이런 증가에 따라 수학 및 수학교육 관련 기업,
기관의 기부와 지원도 늘어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학회장 자격이 주어진다면 기업과
기관 관계자를 열심히 만나 학회 재정 발전에 동참을 호소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학회장 출마 소견과 공약 사항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수학교육학회 발전
을 위하신다면, 지금과 다른 새로운 학회 모습을 원하신다면, 그리고 신명나는 학회 활동
에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이 소견과 공약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요! 작은 한 표로 학회 미래를 바꿀 때입니다.

조정수 학회장 후보 학력 사항
1985년~1989년 : 인천교육대학교 초등교육 학사
1989년~1991년 : 한국교원대학교 수학교육 석사
1994년~2000년 : 미국 오레곤주립대학교 수학교육 박사

경력 사항
영남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2000년~현재)
영남대학교 기숙사관장 역임
영남대학교 교육개발센터장 역임
영남대학교 학생상담센터장 역임
영남대학교 교무처 교원지원실장 역임
미국 오레곤주립대학교 연구 조교
한국교원대학교 전자계산소 조교 및 강사

학회 활동
현 한국수학교육학회 부회장
현 대한수학교육학회 지부장
현 한국질적탐구학회 이사
한국수학교육학회 시리즈 A, E 편집장 역임
한국수학교육학회 지부장 역임
대한수학교육학회 <학교수학> 편집장 역임

<연구활동>
저서
101 영재 감성 코칭. 경문사(2017, 공역).
수학에서의 시각적 사고. 경문사(2015, 공역).
문제제기의 기술. 경문사(2012, 공역).
질적연구방법론. 경문사(2010).
보고 생각하고 증명하라-그림으로 증명하는 수학. 경문사(2010, 공역).
수학의 모자이크. 경문사(2009, 공역).
학교수학의 교수.학습을 위한 수학교육학 기초론. 영남대학교출판부(2006, 공저).
수학의 힘을 길러주자: 왜? 어떻게? 경문사(2005, 공역).
수학의 천재들: Journey Through Genius. 경문사(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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