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청 패널 토의/ 11:45～12:55 / 83-505 사회: 권오남(서울대)
주제: 수학 수업의 실제와 수학 교사 교육 동향
◆ 기조강연 2/ 14:00～14:35 / 83-505 사회: 장경윤(건국대)

Gabriel Kaiser(독일, Hamburg Univ.)/ Modelling in mathematics education – a survey on the
current debate and recent trends

◆ 기조강연 3/ 14:35～15:10 / 83-505 사회: 김수환(청주교대)

Berinderjeet Kaur(싱가폴, NIE)/ The EPMT Project – Integration of “new” knowledge into
classroom practice of mathematics teachers

13 15:20～16:50 / 16-106 좌장: 류성림(대구교대)

김선희(신라대)/ 한국 예비교사의 미국 교생실습에서 수학 교수 자료 분석 및 개발에 대한 사례
연구
남진영(경인교대)/ 호주의 대학 입학 수학 시험
이소민(이대부속중)/ 수학 학습동기에 관한 진화심리학적 고찰
김미영(경인교대)/ 초등학교 영재학급용 성냥개비 퍼즐 문제 만들기 교수학습 자료 개발
정진영(광주일고)․강순자(전남대)/ 과학고 R&E를 위한 독자적 연구 모형과 지도 사례

14 15:20～16:50 / 83-602 좌장: 김구연(서강대)

이유빈(신정고)․조정수(영남대)/ 수학적 표상 전환에서 CAS 공학의 역할
이은숙(함지고)․조정수(영남대)/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한 수학교사의 공학활용에 대한 신념연구
이윤경(도송중)․조정수(영남대)/ Toulmin의 논증 모델을 이용한 중학교 통계 수업에서 CAS 활용
에 대한 담화 분석
강영란(유강초)․김진환․조정수(영남대)/ TI-73 계산기 활용에 관한 사례 분석 : 초등 5학년 수학
영재 학급 대상
이승훈(영동대)․조완영(충북대)/이차곡선에 관한 수학 교사의 수학내용지식

15 15:20～16:50 / 83-603 좌장: 이봉주(경북대)

오택근(서울대대학원)․강현영(목원대)․이경화(서울대)/ 영재학교 수학수업에서 벡터의 내적에 관한
담론에 대한 초점 분석
김부미(원광대)․김선원(원광대대학원)/ 중학교 수학의「도형의 성질」에 대한 교과서 분석 : 삼각
형의 성질을 중심으로
이지혜(화원중)․김성경(울산에너지고)․손희림(대구교육과학원구원)/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서 다각
형에 관한 예의 분석
최병훈(대구성동초)․방정숙(한국교원대)/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초등학교 6학년 도형 수업
분석
전금옥(빛고을초)․이대현(광주교대)/ van Hiele이론에 의한 초등학생들의 기하학적 사고수준 분석

16 15:20～16:50 / 83-503 좌장: 고호경(아주대)

문준희(광주과고)․박종률(전남대)/ 로그를 이용한 수학과 음악 통합학습 자료의 개발
황홍택(금오공대)/ 기하학적 튜브디자인과 구 모양 창작활동
조진우(서울대대학원)․이경화(서울대)/ 수학적 대상에 대한 학생들의 의미 형성 과정 분석
노은환(진주교대)․강정기(남산중)/ 증명에서 연역 체계 이해에 관한 연구
전수경(달성고)․조정수(영남대)/ 역동기하의 최근 연구동향 분석과 향후 연구방향의 탐색

◆ 기조강연 4/ 17:00～17:35 / 83-505 사회: 강옥기(성균관대)

Merrilyn Goos(호주, Univ. of Queensland)/ Transforming Professional Practice: Teaching
Numeracy across the Curriculum

◆ 기조강연 5/ 17:35～18:10 / 83-505 사회: 김성숙(배재대)

Markku Hannula(핀란드, Univ. of Helsinki)/ Development of Finnish student's mathematical
competencies and affect during compulsory education

◆ 워크숍
1 09:00～11:30 / 16-104

Kouzi Suzuki(일본, NPO Institute), Satoru Akiyama(일본, Nihon Univ.)/ Abacus as an
Educational tool: ABACUS IS GOOD FOR CHILDREN TO UNDERSTAND BASIC NUMBER
CONCEPTS SUCH AS [BASE-TEN] AND [PLACE VALUE].

2 10:00～11:30 / 지오지브라 / 16-217
최경식(세종국제고)․김동석(오남고)․주재은(광주자연과학고)/ 지오지브라를 활용한 미적분 교육
3 09:00～10:10 / 계산기 활용1 / 16-107

김은하(대구현풍중)․박진규(대구달성고)/ TI(Texas Instruments) Nspire CAS 계산기를 활용한 중
고등학교 통계와 함수 지도

4 10:20～11:30 / 계산기 활용2 / 16-107

류현아(대구계명대)․한세호(수지고)․신용대(건대부중)/ 그래픽계산기를 활용한 중등 수학 활동 –

함수․미적분․통계 영역

5 9:00～11:30 / 전수연 / 16-110

박대원(대성여고)/ 게임으로 즐기는 수학
이연희(전주동신초)/ 중세 이슬람 건축, 준결정 및 펜로즈 와 Girih 타일

6 9:00～11:30 / 체험교구 / 83-501

송상헌(경인교대)/ 스토리텔링으로 체험하는 수학교구 1: 스핑크스퍼즐
송상헌(경인교대)/ 스토리텔링으로 체험하는 수학교구 2: 변형 하노이탑
최종현(시흥능곡초)․송상헌(경인교대)/ 스토리텔링으로 체험하는 수학교구 3: 폴리큐브

7 15:20～16:50 / 한국과학창의재단 고등학교 수학국어 통합 교수학습자료 워크숍 / 83-201

2013 대한민국 수학교육관련 학회
연합 학술대회

사회: 황선욱(숭실대)
발표: 황선욱(숭실대), 정달영(숭실대), 임채훈(숭실대), 남호영(삼성고), 박상의(장충고),
신주은(인헌고), 김지영(수도여고)

8 15:20～16:50 / 지오지브라 / 16-217
최경식(세종국제고)․김동석(오남고)․주재은(광주자연과학고)/ 지오지브라를 활용한 미적분 교육
9 15:20～16:50 / 전수연 / 16-110
방순길(포항제철중)/ 현장학습에 적용한 사례를 통한 자료개발
정선영(고성중)/ 종이로 끼워 만드는 델타다면체

◆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발표/ 09:00～11:30 / 83-201

임해미/ OECD PISA 2015 수학 및 협력적 문제해결력 평가의 특징
이광상/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나타난 중학교 성취수준별 학업성취 특성
조윤동/ 한국과 일본의 수학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핵심 역량 비교
박선화/ 성취평가제의 이해 및 적용의 실제-중학교 수학을 중심으로
박지현․김수진/ TIMSS 2011 결과에 따른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 분석

◆ 한국수학교육학회 연보발표/ 15:20～16:50 / 83-502

좌장: 김진호(대구교대)
주제: 구성주의와 수학교육
주제별 발표자: 홍진곤(건국대), 이중권(동국대), 김진호(대구교대), 박만구(서울교대), 고호경(아
주대), 한인기(경상대), 서보억(대구가톨릭대), 이혜경(오산대), 권나영(인하대), 고상숙
(단국대), 장경윤(건국대), 장혜원(서울교대), 김상미(서울영도초)

일 시 : 2013년 11월 1일(금)-2일(토)
장 소 : 서울대학교
주 제 : 수학교실수업
등록비 : 45,000원

◆ 각 학회별 총회/ 18:10～
◆ Poster Session / 83-5층

김한울․박효민․장준영(한남대)/ 프랙탈을 주제로 한 STEAM교육 학습 자료 개발
민주영․조경숙․이인숙(이화여대)/STEM 기반 수학탐구활동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사례연구
민주영․조경숙․이인숙․윤희원․이선미(이화여대)․한혜숙(단국대)/소외계층 중학생의 수학교과에 대한
자신감 향상을 위한 수학탐구활동 프로그램 개발
박현우․김형중(경기과고학생)․이상구(성균관대)/ 리오단 행렬과 루카스 수열에 관한 연구
송만호․김영옥(경남대)/ 자연 속의 수학 : 기본도형의 작도와 이데아의 세계
신은희․정한별(한남대대학원)/ 실생활과 연계한 수학수업이 수학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대전 광역
시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의 적용 사례분석
이은정(서울대대학원)․이경화(서울대)/ 수학 교수-학습에서의 과제의 역할
이일웅(서강대대학원)/ 제곱근과 실수단원에 대한 전문가의 구체적인 문제 풀이가 학생의 학습에
미치는 영향
정경순․민주영․최미숙․윤희원․이선미(이화여대)/ 방학 생활과학교실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결과:수
학을 지배하는 자
최기란(성균관대대학원)․배민형(진선여고)/ 아동 실험을 통한 통계의 기초개념 이해
최미숙․민주영․조경숙(이화여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STEAM 기반 방과후 프로그램의 수학
적 접근 사례 연구
오혜미(보평고)․박지현․ 박정숙․ 권오남(서울대)/ 반례와 증명에 대한 탐구
김태현․김운연․신재문(경기과고 학생)․박재희(경기과고)/ 게임이론과 그래프이론을 적용한 그룹 프
로젝트 효율의 수학적 분석
박정훈․정중근(경기과고학생)․서정선(경기과고)/ 소인수를 기반으로 한 수 제거 규칙으로 정의된
수열의 성질
박한솔․한준호(경기과고)․방승진(아주대)/ 요세푸스문제에서 마지막 생존자를 구하는 공식
배홍권(배재고학생)․정훈용(중동고학생)․이인협(이화여대)/ 빅3 법칙에 대한 수학적 모델 – 그 많
던 전화기 회사는 다 어디 가고 삼성, 엘지, 애플만 남았을까?

공동주최: 대한수학교육학회, 한국수학교육학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전국수학교사모임,
서울대학교
주

관: 한국수학교육학회

◆ 일정표

3 16:30～18:00 / 11-102 좌장: 이광상(평가원)
11월 1일(금)
분
야
등록 및 접수

시 간
15:00~
15:20
~16:10
16:10
~16:30

기조강연1(최영한 교수)
Coffee Break
10-108

16:30
분과발표 1
~18:00
18:00~19:
30
시

분과발표 2

11:35
~11:45
11:45
~12:55
12:55
~13:00
13:00
~14:00
14:00
~14:35
14:35
~15:10
15:20
~16:50
17:00
~17:35
17:35
~18:10
18:10~

분과발표 4

국제분과발표1

워크숍3
워크숍2
분과 분과 분과 분과
(계산기
워크숍6
발표5 발표6 발표7 발표8 국제 KICE 워크숍1 (지오
활용1) 워크숍5
지브라)
분과
(체험
워크숍4
(전수연)
분과 분과 분과 분과 발표2 발표 (국제) 10:00~
교구)
(계산기
발표9 발표10 발표11 발표12
11:30
활용2)
한국수학교육학회, 대한수학교육학회, 전국수학교사모임 회장 인사
초청 패널 토론: 수학 수업의 실제와 수학 교사 교육 동향
단체 사진 촬영
점심
63동 학생회관식당, 201동 전망대 식당

4 16:30～18:00 / 11-112 좌장: 한혜숙(단국대)

계영희(고신대)/ 수학과 미술의 초현실주의
조용욱(신라대)/ GS-automata에서 동형적 성질에 관한 연구
김태수(서울과기대)/ 대학수학교과목 공동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및 활용
김태환(인덕대)/ Geogebra를 활용한 2차원 직교좌표계에서 3차원 구성기법에 관한 연구
이종희(이화여대)․배수경(호곡중)/ 교수학적 변환론의 관점에서 본 초임 수학교사의 외심 단원 수
업 분석

11월 2일(토)
분
야
등록 및 접수
83-403

08:30~

10:20
~11:30

분과발표 3

리셉션(12동 2층 로비)

간

09:00
~10:10

이지현(인천대)/ 정의를 가르칠 것인가 용어를 가르칠 것인가
나귀수(청주교대)․백석윤(서울교대)․박경미(홍익대)․이경화(서울대)․방정숙(한국교원대)․박미미(서울
대)․이지영(한국교원대)/ 탈북학생 지도용 수학과 표준안 개발 연구
박정숙(태릉고)․권오남(서울대)․박재희(경기과고)/ 가상 수업(Lesson Play)을 활용한 교사연수 사
례 탐구
김남희(전주대)/ 산파법의 이해와 적용을 위한 교사 전문성 신장 연수:반성적 이해 과정을 통한
교사의 인식 변화
서보억(대구가톨릭대)․이광상(한국교평)/ Concept Map을 활용한 중학생 성차 문항 분석 방안

포스터 질의 응답
83동 5층

기조강연2: Gabriel Kaiser(독일, Hamburg Univ.)

◆ 국제분과발표
1 16:30～18:00 / 12-410 좌장: 이경화(서울대)

KIM, Young Sik (Hanyang Univ.)/ Efficacy of Calculus Education through Portal Site in
University
KIM, Hee-jeong(University of California)/ Towards Teaching for Developing Students’
Mathematical Reasoning: A Case Study on Teaching Formative Assessment
Lessons
KURZ, Christopher A. N. (Rochester Institute of Technology)/ Mathematics Through the
Eye: Visual Teaching and Learning for the Deaf During the Late Nineteen Century
SUPRATMAN, Ahman Maedi(University of Siliwangi Tasikmalaya)/ Piaget’s Theory in the
Development of Creative Thinking
LEUNG, K. C. Issic(Hong Kong SAR)/ Prospective Teachers’ Understanding of the Constant
Nature of π and their Knowledge of How to Prove its Constant Property

기조강연3: Berinderjeet Kaur(싱가폴, 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
분과
발표13

분과
발표14

분과
발표15

워크숍7 워크숍8
한국수학
분과
워크숍9
(수학국어 (지오지브
교육학회
발표16
(전수연)
통합과제)
라)
연보발표

기조강연4: Merrilyn Goos(호주, Univ. of Queensland)
기조강연5: Markku Hannula(핀란드, Univ. of Helsinki)
각 학회별 총회

11월 1일(금)/ 등록 : 10-106

◆ 기조강연 1/ 15:20～16:10 / 12-401 사회: 박규홍(서원대)
최영한(KAIST)/ 수학 학습을 통한 창의력 신장
◆ 분과발표
1 16:30～18:00 / 11-108
좌장: 변희현(평가원)

안대영(진천여중)/ 논리곱과 논리합을 이용한 프랙탈 만들기
안대영(진천여중)/ Computational thinking의 수학교육에서 활용
안상현(장산중)․조정수(영남대)/ 2009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수학 교과서의 공학
활용에 대한 사례 분석
박지현(반포고)․권오남(서울대)/ 컴퓨터 기반 수학 평가 문항 설계 원리 설계․개발 연구
조정수(영남대)/ 학생-(CAS 공학)도구 사이의 관계 탐색을 위한 도구발생(Instrumental Genesis)
이론의 고찰

2 16:30～18:00 / 11-101 좌장: 강현영(목원대)

김동중․배성철(고려대)/ 수학교수에서 창의·인성 교육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인식변화
오국환․권오남(서울대)/ 비판적 수학교육 수업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수학적 분석에 대한 연구
이영혜․권종겸(경북대대학원)․이봉주(경북대)/ 교육실습 과정에서 나타난 초등예비교사의 수학에
대한 교사 효능 신념의 변화
권점례․홍선주(한국교육과정평가원)/ 초등학생들의 수학적 오류 및 오개념 교정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 개발 연구
도종훈(서원대)․박지현(서원대대학원)/ 교육 과정 변천에 따른 초, 중, 고등학교 수학 용어 변화표

11월 2일(토)/ 등록 : 83-403

◆ 분과발표
5 09:00～10:10 / 16-106 좌장: 이동환(부산교대)

최경식(세종국제고)․강현영(목원대)/ 지오지브라를 이용한 자취 문제 해결 지도 방안
김동석(오남고)․최경식(세종국제고)․주재은(광주자연과학고)/ 스마트 환경에서 GeoGebra를 포함한
수학 평가 시스템 설계
양정은(서울대대학원)유연주(서울대)/ 통계적 글쓰기의 수업모형 개발 연구

6 09:00～10:10 / 83-602 좌장: 김성준(부산교대)

문범식(광주용산초)․이대현(광주교대)/초등학생들의 소수의 개념과 그 연산에 대한 이해도 분석
나희란(서울정목초)․백석윤(서울교대)/ 역동적 기하 환경에서 사각형 개념 학습 과정에 대한 분석
김신영(대전여고)․김원경․이수진(한국교원대)/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학교 내 수학수업분석 교
사공동체 활동 모델 제안
김종준(대구용계초)․류성림(대구교대)/ 초등수학영재 선발전형에 활용되는 교사 관찰 추천서의 분
석 및 평가에 관한 연구

7 09:00～10:10 / 83-603 좌장: 이정례(대진대)

김지영(서울수색초)․방정숙(한국교원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수학적 논의를 이끌 수 있을까?
: 교사가 알아야 할 5가지 관행을 중심으로
송근영(대구동성초)․방정숙(한국교원대)/ 초등학교 수석 교사의 수학 수업 사례 분석 : 학생 이해
에 관한 지식을 중심으로
김지원(대구동변초)․방정숙(한국교원대)/ 초등학교 수학 수업의 계획 분석: '수업 프로토콜을 통한
사고(TTLP)'를 중심으로
이은숙(서울자운초)․백석윤(서울교대)/ 초등수학에서의 메타문제 적용 가능성 탐색

8 09:00～10:10 / 83-503 좌장: 유충현(한남대)

김동근(청구고)/ QUIZ BELL을 활용한 실시간 학습 평가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강현영(목원대)/ 중등예비수학교사의 수업능력 향상을 위한 포트폴리오 활용방안 연구
김구연(서강대)․권나영(인하대)․신재홍․이수진(한국교원대)/ 교수 활동(teaching practice)에 대한

연구 동향
이경화(서울대)/ 수학수업의 이해와 설명

9 10:20～11:30 / 16-106 좌장: 남진영(경인교대)

박미미(서울대대학원․이경화(서울대)/ 유추 이론에 대한 고찰: 수학교육의 관점에서
박진형(서울대대학원)․이경화(서울대)/ 폴리아의 항아리 모델을 활용한 복합사건의 확률 탐구
김도연(고려대대학원)․김홍찬(고려대)/ 중학생들의 수학적 신념과 수학적 개념·절차의 이해정도
분석
김윤아(한국교원대대학원)․신재홍(한국교원대)/ Tablet PC를 활용한 함수 개념 학습 자료 개발 및
적용

10 10:20～11:30 / 83-602 좌장: 김선희(신라대)

조현경(한국교원대대학원)․신현용(한국교원대)/ 지수표현을 활용한 로그 단원의 지도 효과
이광상․최지선(한국교평)/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교육에 대한 논의
강순자․박종률(전남대)/ Escher의 Circle Limits 분석과 재구성
김래영(이화여대)․이현희(이화여대대학원)/ 서술형 평가에 나타난 무게중심 문제 해결과정에서의
오류 분석

11 10:20～11:30 / 83-603 좌장: 조정수(영남대)

김동중(고려대)․정연준(충남대)/ 수학사 기반 토론활동 자료 개발 연구
강미광(동의대)/ 학습활동에서 이론적 사고의 구축
김한솔(서울대대학원)․이경화(서울대)/ IB Diploma 수학의 수행평가 평가기준에 반영된 수학적
역량 분석
박민선(서울대대학원)․이경화(서울대)/ 통계적 추리에 대한 교수학적 분석

12 10:20～11:30 / 83-503 좌장: 황혜정(조선대)

하정미(별가람중)․김동중․최상호(고려대)/ 동료 멘토링 방법과 수업 참여
김구연(서강대)/ 수학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수학 학습기회
황혜정(조선대)․안정선(조선대여자고)/ 교사 의견 조사에 기초한 수학 수업평가 기준 및 활용 탐
색

◆ 국제분과발표
2 9:00～11:30 / 83-502 좌장: 김동중(고려대)

JANG, Hongshick(Hanyoung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Math Modelling, Storytelling,
the Metaphor and Metonymy in modelling permutation of Rubick’s Cube
YUGAY, Lev P.(Gwangyang Jecheol High School)/ Nonstandard Problems with Parameters
for Teaching Gifted Students in High Schools
BAE,Young Gon․KWON,Oh Nam(Seoul National Univ.)/ Practice of Inquiry Oriented Learning
Activities in the Flipped Classroom for Multivariable Calculus
RIVERA TORRES, Adrián Andrés(University of Puerto Rico)/ From Arithmetic to Algebra:
Smoothing the Transition
CI-WATT, Jeffrey Xavier(IUPUI)/ CI-STEP: Transforming the Calculus Course to Increase
STEM Graduates
DARTO, Hafiz(Department of Mathematics Education State Islamic University Sultan Syarif
Kasim)/ Improving the Communication Mathematics Ability by using Realistic
Mathematics Education Approach
ABDULLAEVA, Nazokat(National University of Uzbekistan)/ Computer-aided Design and
e-Learn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