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 차 국제수학교육대회
2016 년 7 월 24-31 일, 독일 함부르크

제 13 차 국제수학교육대회(ICME-13)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2016년, 독일에서 제13차 국제수학교육대회(ICME-13)가 개최됩니다. ICME-13은 국제수학교육위원회(ICMI) 주관 독일
수학교육학회(The Society of Didactics of Mathematics) 주최로 7월 24일(일요일)부터 7월 31일(일요일) 까지 함부르크
대학교(University of Hamburg)에서 개최됩니다. 독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함부르크(Hamburg)는 독일의 북쪽에 위치한
인구 180만의 국제적인 항구도시로서 이번 대회를 위한 최고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976년 독일의 카를스루에(Karlsruhe)에서 개최된 ICME-3 이후로, 다시 한번 전세계의 수학교육자들을 독일로 초청할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참석자들은 이번 대회를 통해 ICMI의 초대 회장인 Felix Klein으로부터 이어져오고 있는
독일 수학교육의 매우 특별한 전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전통은 논증과 증명, 응용 및 모델링 교수-학습, 교사
교육, 이론과 실제 간의 협력, 시각화 및 수학적 모델에 대한 중요성 등에 관한 연구를 통해 계승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의
수학교육은 수학 교수(didactics of mathematics)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있는 유럽의 전통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번 대회는 이러한 특징을 조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ICME-13은 다양한 시설을 갖춘 함부르크 대학교 및 그 맞은 편에 위치한 세계적 수준의 컨벤션 센터인 Congress Center
Hamburg에서 개최됩니다. 대회 장소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도시 및 주변 지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함부르크는
편리한 항공편을 갖추고 있으며, 유럽에서 가장 우수한 시설을 갖춘 공항 중 한 곳인 함부르크 공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회 장소 인근에 위치한 Dammtor 역은 고속철도를 통해 여러 도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세계의 수학교육자 여러분을 함부르크로 초청합니다. ICME-13은 우리 모두를 위한 풍부한 경험의 장이 될 것입니다.
*대회의 공식 언어는 영어입니다.
논문 및 포스터 제출 기간
2015년 10월 1일

논문 제출
포스터 제출 (등록비 지원 신청 예정자)

2015년 12월 10일-20일

논문 및 포스터 (등록비 지원 신청 예정자) 선정

2015년 12월 22일

등록비 지원 신청

2016년 1월 12일

등록비 지원 신청 결과 발표

2016년 1월 31일

포스터 접수 (등록비 지원 미신청자)

2016년 2월 22일

포스터 선정

등록 기간
2016년 1월 1일 - 3월31일

조기 등록 (390 유로)

2016년 4월 1일 – 5월 31일

일반 등록 (430 유로)

2016년 6월 1일 이후

늦은 등록 (450 유로)

For further information see the website: www.icme13.org
Or contact us in English under: contact@icme13.org

University of Hamburg
Convenor of ICME-13

President of the Society of
Didactics of Mathematic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