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분과발표
3 10:30～11:30 사이버관 305호

좌장: 최영한(KAIST)
LEE, Ji-Eun(Oakland University)/ Examination of Prospective Teachers’
Perceptions on Mathematical Concepts and Their Potential Teaching
Strategies
CHENG, Chun Chor Litwin(Hong Kong SAR)/ Mathematical Thinking through
the Grouping of Numbers
JOSHI, Satya Raj․LUITEL, Bal Chandra(Kathmandu University)/Is spiritual
Nature of Mathematics possible?— A Journey towards Myth and
Message
ACELAJADO, Maxima J.(De La Salle University)/Students’ Mathematical
Experiences and Perceptions: Key to Improving Their Attitudes, Anxiety
and Achievement in Mathematics
ASIKIN, Mohammad․DJUNAEDI, Iwan(Semarang State University)/Developing
INNOMATTS to Improve Mathematics Teachers’ Pedagogical and
Professional Competences: An Indonesian Perspective

◆ 현장 R&E발표
3 10:30～11:30 사이버관 308호

전영주(전북대)
<하나고> 김미주(교사)․강성민․김채원․김재원/ 생물 다양성과 환경, 경제 지표간의
수리적 모형 구축 및 향후 전망 예측
<과천외국어고> 한창훈(교사)․윤동욱(과천중앙고)․류병우/ 삼각항등식 사이의 순환
관계
<경기과고> 이광호(교사)․엄영환․이의민/ Knuth 수열의 성질과 구조 탐구
<부산일과학고> 권종오(교사)․박시현․최지혁․한승헌․오수정․김근영/ 복소수 진법 체
계에 의해 유도되는 프랙타일들
<경산과고> 윤형석(교사)․이재홍․진가인․이병우/ 그래프의 여러 가지 지배수에 대한
연구

◆ 워크숍
1 10:00～11:30 대학원 108호

수로 보는 실세계와 Number 꼴라쥬
안대영(진천여중)/ 수학내용으로 글쓰기 활동
안대영(진천여중)/ 수학으로 만드는 옵티컬 아트
조한혁(서울대)․소호섭․정진환․이지윤(서울대대학원)/ 3D 프린터와 자유학기제 수학
좌장: 이봉주(경북대)
최은미(한남대)․조지인(한남대대학원)/ 피보나치 수열의 다양한 변형을 통한 학교
수학에서 수학적 발견 활동
문준희(광주과고)․박종률(전남대)/ 음악에서의 Frieze Pattern
김지혜(대자중학교)․박종률(전남대학교)/ 정칠각형의 비주기 타일링의 구성
한혜숙(단국대)/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동향 분석 및 수학교과 중심
의 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최인선(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학교육에서 GALT 검사지 활용에 관한 고찰

9 15:20～16:50 사이버관 306호

좌장: 김진호(대구교대)
노은환(진주교대)․강정기(남산중)․노문기(창원과학고)/ 게임 이론을 이용한 사교육
현상에 대한 이론적 접근
허민(광운대)/ 수학 용어의 개선 방향에 대한 소고
김영식(한양대)/ 경제학과에서 미분방정식 교육의 필요성

◆ 워크숍
4 15:20～16:50/ 사이버관 308호

권오남(서울대)․박정숙(반포고)․박지현(반포고)․박재희(경기영재고)․오혜미(보평고)․
이지연(중동고)․조형미(서울대대학원)․배영곤(서울대대학원)․오국환(덕양중)․
김유정(덕수중)․김은지(창북중)․김영기(양양여중)․인수정(관양고)․윤정은(부광
고)․김경민(서울대대학원)/ 함께 만들어가는 수학교사 연수프로그램으로의
초대

5 15:20～16:50 사이버관 311호

김수환․박영희․한대희․김남균(청주교대)/ 과학 기술 영역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융
합형 수업 모델 개발 워크숍
최경식(세종국제고)․김동석(오남고)․주재은(광주자연과학고)/ 지오지브라를 활용한
미적분 교육

최경식(세종국제고)․김동석(오남고)․주재은(광주자연과학고)/ 지오지브라를 활용한
미적분 교육

최경식(세종국제고)/ 지오지브라 5를 활용한 3차원 기하 지도
백상숙(영주여고)/ 아이들의 감성을 담은 수학문집

2 10:00～11:30 / 지오지브라 사이버관 501호
3 09:20～11:30 / 전수연 사이버관 309호

변재연(영종중)/ 자유학기제를 적용한 수학수업의 실제
박재희(경기과고)/ 고등학생의 수학 연구 지도의 실제

◆ 통계교육/ 10:30～11:30 사이버관 310호

좌장: 서보억(대구가톨릭대)
이정진(숭실대)․이태림(한국방송통신대)․강근석(숭실대)․김성수(한국방송통신대)․박헌
진(인하대)․이윤동(서강대)․심송용(한림대)/ 초중등생을 위한 통계 교육 팩키
지 통그라미
서보억(대구가톨릭대)/ 초․중학교 ‘확률과 통계’ 영역 교육과정 소고
사회: 김성숙(배재대)

김용운(한양대)/ 왜 스토리텔링인가?

◆ 초청강연 3/ 14:20～15:10 사이버관 303호

사회: 권오남(서울대)
김수환(청주교대)/ 과학기술영역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융합형 수업모델 개발

◆ 분과발표
7 15:20～16:50 사이버관 304호

일 시 : 2014년 4월 4일(금)-5일(토)
장 소 : 한국외국어대학교
주

제 : 수학교육에서 타 교과와의 통합 교수-학습의
고찰

등록비 : 40,000원

6 15:20～16:50/ 지오지브라 사이버관 501호

안대영(진천여중)/ 프랙탈로 도시 만들기

◆ 초청강연 2/ 11:40～12:40 사이버관 303호

2014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8 15:20～16:50 사이버관 305호

좌장: 이광호(한국교원대)
노은환(진주교대)․정상태(사천용산초)․김민정(사천정동초)/ 톱니바퀴 관련 문제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원인의 분석 및 지도방안
조미경․윤수영․노일순(이화여대대학원)․김민경(이화여대)/ 수학 융합 수업의 실제:

7 15:20～16:50/ 전수연 사이버관 309호

◆ KSICMI/ 15:20～16:50 사이버관 310호
◆ Poster Session 사이버관 로비

윤수영․조미경․노일순(이화여대대학원)․김민경(이화여대)/ 수학과 과학의 통합적 관
점에서 바라본 착시 현상에 대한 탐구중심 수업
노일순․조미경․윤수영(이화여대대학원)․김민경(이화여대)/ 기어 개념 및 원리를 활용
한 수학과 과학 원리 탐구 수업
김경록․박현규․고일석(경기과고)․김병학(경희대)/ Polar Taxicab 기하에서의 일반화
된 이심률에 관한 연구
정다은(진선여고)․박선재(압구정고)․박지현(반포고)/ 한국 전통 무늬 구성의 수학적
접근

주
최

한국수학교육학회
The Korean Society of Mathematics Education

한국교육과정평가원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주
관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일정표
4월 4일(금)
시

간

분

14:30~
15:00~16:30

야

등록 및 접수
분과발표 1

분과발표 2

국제분과발표
1

분과발표 3

16:30~16:50

Coffee Break

16:50~17:40

초청 강연 1
최영한(KAIST)

18:00~

리셉션

간

분

09:00~

09:20~10:20

야

분과발표
4

현장
R&E발표
1

현장
R&E발표
2

10:20~10:30

Coffee Break

10:30~11:30

국제
현장
분과발표 분과발표
분과 R&E발표 통계교육
5
6
발표 3
3

워크숍 3
워크숍 1 워크숍 2
(전수연)
(프랙탈) (지오지브라)
10:00
~11:30

10:00
~11:30

11:30~11:40

Coffee Break (포스터 질의 응답)

11:40~12:40

초청 강연 2
김용운(한양대)

12:40~13:50

점심 식사 (포스터 질의 응답)

13:50~14:20

개회식 및 정기총회

14:20~15:10

초청 강연 3
김수환(청주교대)

15:10~15:20

15:20~16:50

4월 4일(금)

대학원 507호

◆ 국제분과발표
1 15:20～16:30 대학원 226호

등록 및 접수
국제
분과
발표 2

3 15:00～16:30 KICE:

교육과정
좌장: 조윤동
변희현․권점례․이광상/ 2009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쟁점 분석 : 초등학교를 중심
으로
최승현․조윤동/ 중학교 수학과 핵심 성취기준 개발 및 활용 방안
권점례/ 초등학교 1-2학년군 핵심 성취기준 선정 및 수학과 교육과정 재구성 방
안
이광상/ 초등 3-4학년 핵심 성취기준 선정 및 교육과정 재구성 방안 연구
변희현/ 초등학교 5-6학년군 수학과 핵심 성취기준

4월 5일(토)
시

조성민․김재홍․최지선․최인선․양성현/ 2017학년도 수능 수학 영역의 변화
박선화/ 고등학교 성취평가제 시범 운영에 따른 수학과 성취수준별 문항 특성 분
석
박지현․김수진/ TIMSS 2015 수학 평가틀의 특징 및 변화 방향
임해미․송미영/ PISA 2012 결과에 나타난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 성취 특성
최승현/ 국외 우수 사례를 통한 수학과 정의적 특성 함양 고찰 -싱가포르와 캐나
다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Coffee Break

09:20
~11:30

좌장: 량도형 (Univ. of North Carolina)
VIDAD, Dinah C.(Mariano Marcos State University)/ Effects of Group Work on
Students’ Problem-Solving Skills in Trigonometry
YUGAY, Lev P.(Gwangyang Jecheol High School)/ Nonstandard Methods of
Global Extremum Searching for Teaching Gifted Students in High
Schools
LEUNG, K. C. Issic․DING, Lin․LEUNG, Allen Yuk Lun․WONG, Ngai Ying(Hong
Kong SAR)/ Prospective Teachers’ Competency in Teaching how to
Compare Geometric Figures: The Concept of Congruent Triangles as
an Example
ALSHEHRI, Zafer F.(King Khalid University)/ Integrating Technology into
Mathematics Education in the Saudi Context

◆ 초청강연 1/ 16:50～17:40 대학원 226호
최영한(KAIST)/ How to Increase
Mathematics Leaning

photo session

분과발표 분과발표 분과발표 워크숍 4 워크숍 5 워크숍 6 워크숍 7
KSICMI
(융합형수 (지오지브
(함수연)
(전수연)
7
8
9
업모델)
라)

등록: 대학원 2층 로비

◆ 분과발표
1 15:00～16:30 대학원 409호 좌장: 박성호(한국외대)

최지선․이광상(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 학습 변화
김영기(서울대대학원)․권오남(서울대)/ 고등학교 초임 수학교사의 대수 지식 연구
김진호(대구교대)/ 한 구성주의자의 수학 수업 실천:도전
신준국․부덕훈(충남대)․서보억(대구가톨릭대)/ 수학교과에서 인성교육을 위한 수업
모형 탐색
박혜숙․도종훈․박윤범․김영국․박규홍(서원대)/ 수학과 사회 통합 교수-학습자료 개발
조용욱(신라대)/ 군-semiautomata 상에서 동형적 성질에 관한 연구

2 15:00～16:30 KICE: 교육평가 및 교수 학습 대학원 506호

좌장: 박선화

4월 5일(토)

Students’

사회: 김영록(한국외대)
Positive Attitude toward

등록: 사이버관 301호 / 다과: 사이버관 302호

◆ 분과발표
4 09:20～10:20 사이버관 304호

좌장: 유충현(한남대)
정수용(한양대대학원)․송륜진(한양대한국교육문제연구소)․주미경(한양대)/ 수학 교
과서 속 수학자들에 대한 비판적 분석 : 융합적 협업으로서 다문화교육적
관점에서
송륜진(한양대한국교육문제연구소)․주미경(한양대)/ 다문화수학교사교육 모델 개발
연구
오우상(수원영생고)/ 런던과학관 STEM콘텐츠 활용 STEAM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사례 : 수학 기반의 인문계고등학생 대상 STEAM프로그램
오우상(수원영생고)․고호경․유미현(아주대)․김정현(숙지중)/ 중학교 수학과 타 교과
융합형 교육내용, 방법, 평가체제 개선 모델 개발

◆ 국제분과발표
2 09:20～10:20 사이버관 305호

좌장: CHENG, Chun Chor Litwin(Hong Kong SAR)
RIVERA TORRES, Adrián Andrés(University of Puerto Rico)/ From Arithmetic
to Algebra: Smoothing the Transition
RAGUAL, Ciriaco T./(Mariano Marcos State University)Mathematical
Characterization of the Patterns of the Abel Paoay

RYANG, Dohyoung (Univ. of North Carolina at Greensboro)/Establishing the
Factorial Validity of the Mathematics Teaching Efficacy Scal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ONG, Tak Wah․LAI, Yiu Chi (Hong Kong SAR)/ A Case Study of
School-based Curriculum Development on Significant Figures
AGRANOVICH, Yury Yakovlevich(Voronezh State Technical University)․
PODVALNIY,
E.
S.(RANEPA)․KHATSKEVICH,
Viktor
Anatol’evich(Voronezh State University)/ Subtangential Method in the
Problems of Dynamical System Control on an Example of One
Mathematical Immunology Model

◆ 현장 R&E발표
1 09:20～10:20 사이버관 306호

좌장: 이정례(대진대)
<경기과고> 조경희(교사)․강승윤․박설홍․이선구/ GSP를 활용한 동적 기하 탐구 :
일반화된 Four Dogs Puzzle을 중심으로
<경기북과고> 신영준(교사)․이현종․이주훈․장선웅․이의정/ 고전 암호 방식의 한글
암호 설계 및 키의 주기에 따른 통계적 특성 분석
<하나고> 유수민(교사)․박경호/ 집단유전학에서 비정규분포를 따르는 생태계의 전
이율에 관한 수학적 분석 :확산방정식에 대한 Fractional Partial Differntial
Equation을 중심으로
<숭문고> 이동흔(교사)․전동수․이도현․박세찬․황강경/ 프로그래밍 기법과 최소제곱
법을 통한 HR도의 분석 및 천체의 분광형과 절대 등급의 관계의 수학적
모델링

2 09:20～10:20 사이버관 308호

좌장: 노은환(진주교대)
<숭문고> 김하연(교사)․유재성․나유승․박정호․오동현/ 체바의 정리를 활용한 주요
상권의 분포 분석 및 신도시 번화가 위치 예측
<경기과고> 정민석(교사)․박정훈․박재성/ Total linear discrepancy를 이용한 토너
먼트의 효과적인 랭킹 방법
<하나고> 이항로(교사)․박재영․유한호․주형준/ 셀분할기법을 이용한 로봇청소기의
효율적인 주행방식 연구
<경기북과고> 조영경(교사)․황현진․원치원․김황호․정민섭/ 선호도가 고려된 주차함
수의 확장

◆ 분과발표
5 10:30～11:30 사이버관 304호

좌장: 한혜숙(단국대)
정미린(고려대대학원)․황우형(고려대)/ 유추를 통한 조립제법 탐구활동 사례 연구
주미경(한양대)․문종은(한양대한국교육문제연구소)/ 융복합교육을 위한 교사 전문
성 개발 방안:실행연구 사례를 바탕으로
문종은(한양대한국교육문제연구소)․노선숙(이화여대)․주미경(한양대)/ 융복합 수학
수업의 구성원리와 실천방안 연구
박모라(한양대대학원)․문종은(한양대한국교육문제연구소)․주미경(한양대)/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1학년 수학교과서의 함수 영역 학습과제 분
석: 융복합교육적 관점으로

6 10:30～11:30 사이버관 306호

좌장: 고호경(아주대)
오국환(덕양중)․권오남(서울대)/ 비판적 수학교육을 적용한 수업 사례 연구
권오남(서울대)․박규홍(서원대)․김성숙(배재대)․이정례(대진대)․신준국(충남대)․이재성
(서강대)․서보억(대구가톨릭대)․최수일(수학교육연구소)․이동흔(하나고)․박정
숙(태릉고)․박지현(반포고)․오혜미(보평고)․박재희(경기과고)/ 함께 만들어가
는 수학교사 연수프로그램 모형
권오남(서울대)․조형미․배영곤․이아란(서울대대학원)/ 수학교실의 상호작용에 대한
담론의 변화
김부미(원광대)/ 중․고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수학 학습 동기의 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