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duction

한국여성수리과학회는
한국수학자의 학문적 발전과 활발한 교류 및 여성수학자들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고
수리과학기술의 발전과 보급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학회입니다.
•여성수학자의 평등적 활용 지원
•여성수학자의 연구활동 및 교류 지원
•여성수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 증진
•수학에 관한 자료수집 및 연구서 발간
•전문지식을 이용한 사회 봉사(수리과학의 대중화)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위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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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학회장 인사 |

존경하는 한국여성수리과학회 회원 여러분,

김영희
한국여성수리과학회 회장
(충북대학교 수학과 교수)

어느덧 2011년도 차세대 리더스포럼을 성황리에 마치고 일년을 마
무리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1년 여 동안 업무를 수행하면서 한
국여성수리과학회가 우리나라 여성 학술 단체 중에서도 매우 성공적
으로 활동하는 단체이며, 이를 통해 많은 여성수리과학자의 위상과
입지가 상당히 높아졌음을 실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여성수리과학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여성수
학자들의 아낌없는 수고와 헌신으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음을 모
든 회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한국여성수리과학회는 여성수학자들의 연구활동 및 교류를 지
원하는 장으로서 매 해 국제학술 대회와 차세대 여성수학자 리더스 포럼개최, 유망 여성수학자
단기연수 지원사업을 해왔으며, 수학 대중화 사업으로 여중생 수학탐구대회, 스도쿠 대회 등을
통하여 미래의 한국 여성수학자 양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미국여성수학회(AWM)와 공동협정서를 조인하여 양 국가에서 정회원으로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영문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세계적인 여성수학회로 발돋움
하는 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국여성수리과학회에서는 지금까지의 성과와 실적에 만족하지 않고 재도약 해야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여성수학자들이 학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수학계에서 영향력
을 높이고, 여성수학자의 의견이 국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12년의 ICME-12 와 2014년의 ICM 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하여 수총연합회와 함께 적
극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2014년의 ICM에서 제 2회 ICWM(세계여성수학자대회)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올 해 9월 27일부터 10월 1일에 열리는 일본수학회의
초청으로 ‘한일 여성수학자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기조강연을 통하여 한국여성수학자의 위상을
높였으며 일본 여성수학자들과 교류를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아시아 지역의 여성수학자들과의
학문적 교류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우리학회는 모든 회원님들의 학회입니다.
회원님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 그리고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더욱 성
장하는 학회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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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학회장 인사 |

한국여성수리과학회 회원님들께,
A Brief Message from President Elect Dr. Sunsook Noh
I am honored and humbled to have been given the chance to
work as the next President of a very important and meaningful
organization, the Korean Women in Mathematical Sciences
(KWMS). An organization that has been continuously supporting
the active participation of women in the mathematical sciences
in Korea for over 7 years now. In a very short time, the organi노선숙
zation has grown steadily under the guidance of past presidents
한국여성수리과학회 차기회장
and hard working members to provide the needed support for
(이화여자대학교 수학교육과 교수)
mathematics in Korea. As the next President, I will do my very
best to continue and expand the important work of the KWMS for current and future generation of women interested in mathematics and in related fields. Thank you.
한국여성수리과학회 회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7대 김영희 회장님 임기동안 수석부회장직을 맡은 이화여대 수학교육과 노선숙
교수입니다. 2004년 초대 고계원회장님 임기 초 국내외 여성수리과학인들 네트워킹의 핵심축이
되는 학회 홈페이지를 만들고자 에미 뇌터 등 국내외 수학계에서 실천적 리더십을 보인 여성수
학자들 이야기를 찾아보던 일을 기억합니다. 2011년 현재 저희 학회는 AWM, EWM 등 여성수리
과학 관련 단체들과 함께 여성수리과학계의 국내외적인 역할과 임무, 비전을 같이 나누는 중요
한 학회로 발돋움하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창립 7년 만에 이룬 괄목할만한 성장은 역대 회장님과 임원진, 명예 회원을 비롯한 많
은 회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무한 봉사의 기여에 터함이었으며, 이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
다. 올해 7대 학회를 이끌고 계시는 김영희 회장님의 임기동안 열심히 학회 일을 배우며 학회와
회원 여러분들께서 당면한 여러 가지 현안을 감지하여 여성수리과학계의 발전은 물론 사회적 책
임을 다하는 학회로 거듭나는데 작으나마 봉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앞서간 선배님들의 열정과 봉사의 결실로 만들어진 여성수리과학회가 회원은 물론 많은 학
문후속세대이자 후배들에게 자랑스럽고 든든한 커리어 후원자로서 더욱 단단히 자리매김할 수 있
도록, 회원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열정을 모으고 키워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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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소개

다변수복소함수론 소개
김성연 (강원대학교 수학교육과 교수)

다변복소함수론(Theory of analytic functions in Several Complex Variables)이란 미국 수학회의 수학 분야
분류(AMS Mathematical Subject Classification)에서 32번째 대분야인 Several complex variables and analytic spaces에 복소기하학과 함께 분류되어있는 분야이다. 이 넓은 분야를 소개하는 것은 필자의 능력 밖의 일
이고 지면도 무한정 필요할 것이므로, 이 글에서는 다변수복소함수론이 태동하여 하나의 학문분야로 자리하기까지
일어났던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다변수복소함수론 연구의 구심점이 되
고 있는 한국다변수복소함수론 학회(Korean Several Complex Variables community, KSCV)의 활동을 알리는
것으로 다변수복소함수론 소개를 대신하고자 한다.

학부과정에서 배우는 것은 일변수복소함수론의 고전적 이론이다. 실수계에서 정의 된 일변수함수가 다변수함수로 일
반화 되듯이 복소변수인 경우에도 일변수함수가 다변수함수로 일반화 될 수 있다. 하지만 실함수와 달리 복소함수의 경
우 일변수 정칙함수(holomorphic function)의 성질 중 상당 부분은 다변수 정칙함수로 확장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1906년 경 하르톡스(F. Hartogs)에 의해 처음 관찰되었다. 하르톡스는 복소 2차원의 반지름 2인 구
에서 반지름 1인 구를 뺀 영역에서 정의되는 정칙 함수는 항상 반지름 2인 구 전체로 정칙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증명
하였는데 이를 하르톡스 현상(Hartogs phenomenon)이라 한다. 이는 일변수함수론에서 단순연결곡선들로 유계되어
지는 한 영역마다 그 영역보다 더 큰 영역으로는 확장될 수 없는 정칙함수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과는 확연히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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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르톡스 현상으로부터 우리는 반지름 2인 구에서 반지름 1인 구를 뺀 영역위의 정칙함수를 연구하는 것은 반지름 2
인 구위의 정칙함수를 연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된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영역이 정칙함수론을 전개하는데
옳은 영역이 되겠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정칙함수론을 전개하는데 옳은 영역을 정칙대역(domain of holomorphy)이라 하는데 정칙대역을 주어진 영역의 기하적 특성으로 표현하는 문제가 유명한 레비 문제(Levi problem)이다.
레비문제는 1911년에 레비(E. E. Levi)에 의해 제시 되었다. 레비는 정칙대역이 의사볼록영역 seudoconvex)임을 증
명하였고 그 역이 성립하는지를 문제로 제시하였다. 이 문제는 1940~50년대에 오카(Oka)에 의해 처음 해결되었고
Bremerman, F. Norguet 등이 비슷한 시기에 독립적으로 해결하였다. 오카는 K-완비성 이라는 개념과 코호몰로지
이론을 이용하여 레비문제를 해결하였는데 그가 제시한 방법론은 영역(domain)을 떠나 일반화된 공간으로 확장될 수
있어서 레비문제의 일반화에 아직도 많이 적용되고 있다. 한편 레비문제를 해석학적 방법론을 이용하여 해결하려는 연
구가 1960년대에 J. J. Kohn, G. B. Folland, L. Hörmander 등에 의해 노이만 방정식과 연계되어 진행되었는데 이
들의 연구는 선형 편미분 방정식론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하르톡스 현상이 관찰된 것과 비슷한 시기에 포앙카레는 이차원 복소공간상에서 단위구의 정칙자기동형군과 단위이
중원반(bidisc)의 정칙자기동형군을 각각 구하고 이 두 군이 동형이 아님을 보였다. 이를 통해 포앙카레는 두 영역 사
이에 양방정칙사상이 존재할 수 없음을 증명하였다. 즉 일변수에서의 리만사상정리는 다변수로 확장할 수 없다는 것
이다. 포앙카레는 또한 복소공간속의 실초곡면에는 양방정칙사상에 관한 국소적불변량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언급하였다. 그는 매끄러운 경계면을 갖는 두 영역사이에 양방정칙사상이 만일 존재한다면 경계면까지 매끈한 사상으
로 확장될 것이라 추측하였는데 1974년 C. Fefferman은 영역이 강의사볼록일 경우 이 문제를 해결하여 Fields상을
수상하였다. 포앙카레의 추측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한편 다변수복소함수론은 복소기하학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알고 싶은 분은 고등과학원에서 발행
하는 '과학의 지평‘ 제 40호에 실린 황준묵 교수님의 글 ’복소기하학이란?‘을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이와 같이 20세기 초에 일어났던 일련의 관찰들과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들에 의해 다변수복소함수론은 일변수함수
론과는 독립적인 분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오늘날에는 레비 기하학, 코시- 리만 방정식 및 작용소 이론, CR-기하학,
해석사상 이론, 불변거리계의 완비성 연구, 핵함수 연구, 벡터다발 연구, 쉬프 이론, 코호몰로지 이론 등등의 수많은 수
학연구 분야에 영향을 주며 발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97년부터 8번의 국제학술회의와 18번의 워크샵이 개최되어 국내외 다변수복소함수론 연구자들과의 활
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http://math.postech.ac.kr/kscv참고) 국내에는 약 50여명의 연구자가 활동하고 있으
며 포항공과대학, 부산대학, 고려대학 등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또 고등과학원과 서울대 등을 중심으
로 복소기하학 연구자와의 교류도 진행되고 있다.
2012년에는 2월 27일-29일간 고등과학원에서 제 19회 다변수복소함수론 워크샵이 열릴 예정이다. 이 워크샵에서는
복소공간속의 실초곡면을 일반화 한 코시-리만 다양체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예정이다. 또 7월 중순경에 제 9
회 국제 다변수복소함수론 학술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 학회는 다변수복소함수론의 국내외 최근 연구동향을 알 수 있
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포항공대 수학과와 부산대 등에서 수시로 다변수복소함수론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다
변수 복소함수론에 관심 있는 분은homepage(http://math.postech.ac.kr/kscv)의 mailing list에 등록하면 수시로
학회나 세미나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다변수복소함수론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마치고자 한다. 이 글이 그야말로 수박 겉핧기 식 소개이고 보니 독
자분들께 미안한 마음뿐이다. 다변수복소함수론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변수복소함수론에 대한 소개문인 Steven G.
Krantz의‘What is several complex variables?'를 추천한다.

Korean Women in Mathematical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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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한국여성수리과학회 국제학술대회
한국여성수리과학회는 2011년 6월 20일(월)~21(화) 양일간 제8회 한국여성수리과학회(KWMS)
국제학술대회를 서울 고등과학원에서 개최하였다.
일시 : 6월 20일(월)~21(화) 장소 : 고등과학원(KIAS)

20일의 기조강연은 이화여대 이향숙교수의 여성과학자를 위한 R&D 지원프로그램 소개와 세르비아 Univ. of Belgrade의 Stana Nikevi 교수, 일본 Nihon Univ.의 Noriko Hirata-Kohno 교수, 중국 CAS 의 Min Ji 교수, 한국
울산대 장선영교수가 각 나라의 여성수학자의 현황 및 활동을 소개하였고, 21일의 기조강연은 세르비아 Stana
Nikevi교수의「Geometric Realization of Curvature」
, 일본 Noriko Hirata-Kohno교수의「The abc Conjecture
and Diophantine Problems」
, 중국 CAS 의 Min Ji 교수의「Steady States of Fokker- Planck Equation」
의
발표가 있었으며 이어서 각 분야의 논문 발표 및 포스터 발표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에는 약 200여 명의 여성수학자 회원을 포함한 많은 과학계 인사들이 참석을 하여 자리를 빛냈으
며, 8편의 기조강연과 51편의 학술발표가 있었다. 학술발표는 5개 분야(대수학, 해석학, 응용수학, 기하와 위상수학.
수학교육학)에서 31편의 수준 높은 구두발표와 18편의 흥미있는 포스터 발표로 진행됐으며 각 세션의 발표는 성황리
에 마무리됐다. 8회를 맞은 한국여성수리과학회 국제학술대회는 여성수학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왕성한 활동을 과
시하는 학술-교육의 토론장으로, 여성수학자들의 성장과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각 분야별 조직위원
•해석학 : 김기원 (신라대) kwkim@silla.ac.kr / 김성아 (동국대) sakim@dongguk.ac.kr
•대수학 : 임복희 (전남대) bim@chonnam.ac.kr / 임보해 (중앙대) imbh@cau.ac.kr
•기하, 위상수학 : 김주영 (대구가톨릭대) jykim@cu.ac.kr / 박정형 (성균관대) parkj@skku.edu
•수학교육 : 신인선 (교원대) shinis@knue.ac.kr /이경화 (서울대) khmath@snu.ac.kr
•응용수학 : 김정욱 (전남대) jkim@chonnam.ac.kr / 김향숙 (인제대)mathkim@inje.ac.kr
김미혜 (충북대) mhkim@cbnu.ac.kr
•포스터세션 : 최은미 (한남대) emc@hannam.ac.kr/ 백란 (호남대) baik@honam.ac.k
주관 : 한국여성수리과학회, 고등과학원, 후원 : 고등과학원(KIAS), 국가수리과학연구소(N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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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Schedule Day 1
Day 1 - June 20 (Monday)

Place : Room1114

Time

Chair
Welcoming Remark Sun Young Jang, President of KWMS

15:00-15:10

15:10-15:40

Congratulatory Remark Jong Hae Keum, Vice President of KIAS

Plenary Talk

Support Programs for Women Scientists and Engineers in NRF
Hyang Sook Lee, Director, Division of Natural
Sciences, Directorate for the Basic Research in
Science and Engineering,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Yoon Mee Ham,
(Kyonggi
University)

15:40-15:50 Break
15:50-16:10

16:10-16:30

Plenary Talk

Plenary Talk

Trends in the Presence and Roles of Women
Mathematicians in Serbia
Stana Nikevi, University of Belgrade, Serbia
Activities of Female Mathematicians in Japan
Noriko HIRATA-Kohno, Nihon University in
Tokyo, Japan

Eunmi Choi,
(Hannam University)

16:30-16:40 Break
16:40-17:00

Plenary Talk

Introduction of Women Math Activities in China
Min Ji, Academy of Mathematics and System Sciences, Chinese Academy of Sciences, China

17:00-17:20

Plenary Talk

KWMS, Last 7 Years and Next 7 Years
Sun Young Jang, Ulsan University, Korea
(President of KWMS)

17:20-17:50 Discussion
18:00-20:00 Welcoming Reception Dinner (Place : Restaurant (4th Floor)

Jeongook Kim,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yeong Hwa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n Women in Mathematical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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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Schedule Day 2
Place : Room 1114

Day 2 - June 21 (Tuesday)
Time
9:00-9:30

Chair
Registration
Opening Remark

Sun Young Jang, President of KWMS
9:30-10:00 Congratulatory Remark Dong Youp Suh, President of KMS
Award Ceremony
Plenary Talk Ⅰ

10:00-10:40
10:40-10:50

Plenary Talk Ⅱ

Geometric Realization of Curvature
Stana Nikevi, University of Belgrade, Serbia

Gyeong Mi Cho,
Steady States of Fokker-Planck Equation
Min Ji, Academy of Mathematics and System Sci- (Dongseo University)
ences, Chinese Academy of Sciences, China

Plenary Talk Ⅲ

12:20-12:30

Conference Photo

12:30-13:30

Lunch (Place: Cafeteria (2nd Floor ))

13:30-14:00

KWMS Meeting (Members only)

15:30-15:50

15:50-17:30

17:30-18:00
18:00~

JeongHyeong Park,
(Sungkyunkwan
University)

Break

11:40-12:20

14:00-15:30

10

Sun Young Jang, President of KWMS
The abc Conjecture and Diophantine Problems Bo Hae Im, (ChungNoriko HIRATA-Kohno, Nihon University in
Ang University)
Tokyo, Japan

Break

10:50-11:30
11:30-11:40

Youngmee Koh
(Suwon University)

Contributed Talk
Sessions

Ⅰ : Algebra

(Place: Room 1404)

Ⅱ : Analysis

(Place: Room 1423)

Ⅲ : Applied Mathematics

(Place: Room 1209)

Ⅳ : Geometry and Topology

(Place: Room 1302)

Ⅴ : Mathematics Education

(Place: Room 1105)

Ⅰ : Algebra

(Place: Room 1404)

Ⅱ : Analysis

(Place: Room 1423)

Ⅲ : Applied Mathematics

(Place: Room 1209)

Ⅳ : Geometry and Topology

(Place: Room 1302)

Break

Contributed Talk
Sessions

Ⅴ : Mathematics Education
Poster Sessions (Place: Lounge around Auditorium)
Banquet (Place : Atrium)

한국여성수리과학회

Sae Ran Kwon, (Daelim University)

(Place: Room 1105)

뉴스레터 Vol.7

Session Schedule
Contributed Talk Sessions Ⅰ : Algebra

Place : Room 1404

Time

Chair
Todd Operator, Special Values of Zeta Function and Generalized Dedekind Sum
Jungyun Lee* , KIAS Byungheup Jun, KIAS

The Arithmetic of Weakly Holomorphic Drinfeld Modular Forms
14:00-15:30 So Young Choi, Dongguk University

Sunsook Noh,
(Ewha Woman's
University)

The Semi-direct Galois Covers in the Aﬃne Line
Bo Hae Im, Chung-Ang University
15:30-15:50

Break
Combinatorial Group Theory Applied to Closed Curves on Hyperbolic Surfaces
Donghi Lee, Pusan National University
Wall-crossings for Twisted Quiver Bundles
Hwayoung Lee, KIAS

Bokhee Im,
15:50-17:30 Crystal Bases for the Quantum Queer Superalgebra and Semi-standard Decom-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osition Tableaux
Ji Hye J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An Application of Complicatedness to BH-Algebras
Eun Mi Kim*, Dongguk University
Sun Shin Ahn, Dongguk University
[AL 1] Constructing Composite Bilinear Group for Subgroup Decision Problem
Soyoung Ahn, Ewha Woman's University
[AL 2] Zero Forcing Number and Minimum Rank of Some Simple Graphs
Bokhee Im,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wa Young Le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oster
Sessions
17:30-18:00 [AL 3] Metrics on Complex Manifolds
Jung Ha Im, Ewha Woman's University

Wansoon Kim,
(Hoseo University)

[AL 4] Multi-point Algebraic Geometry Codes Using Higher Degree Places
Boran Kim, Ewha Woman's University
Yoonjin Lee, Ewha Woman's University

Korean Women in Mathematical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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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ibuted Talk Sessions Ⅱ : Analysis
Time

Place : Room 1423
Chair

Nonlinear Oscillations of Drops Perturbed by Electric Force
Joohee Lee, POSTECH
14:00-15:30

Characterization of the Primitive Ideal Space of Row-finite k-graphs.
Sooran Kang, University of Wollongong, Australia

Ja A Jeong
(Seoul National
University)

Curvature Invariants and Generalized Operator Canonical Models
Hyun Kyoung Kwon, Seoul National University
15:30-15:50

Break
A Note on Harmonic Bergman Spaces over the Ball and the Half-space
Kyesook Nam, Seoul National University

15:50-17:30

A Complex Version of The Frobenius Theorem and Its Generalization
HyeSeon Kim, Sungkyunkwan University

Sung Yeon Kim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he Boundary of A Domain with Noncompact Automorphism Group
Minju Song, KIAS

[AN 1] On 2×2 Operator Matrices
Sungeun Jung, Ewha Women's University
Yoenha Kim, Ewha Women's University
Eungil Ko, Ewha Women's University
[AN 2] Properties of Complex Symmetric Operators
Sungeun Jung, Ewha Women's University
Eungil Ko, Ewha Women's University
Ji Eun Lee, Ewha Women's University
Poster
Sessions
17:30-18:00

[AN 3] Semilinear Biharmonic Problem
Tack Sun Jung, Kunsan University
[AN 4] Moduli of Continuity of Bloch Functions in Domains
Ki Won Kim, Silla University
[AN 5] Some Generalized Higher Schwarzian Operators
Seong A Kim, Dongguk University
[AN 6] Conformal Equivalence Between Planar Domains
Moonja Jeong, The University of Su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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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 Won Kim,
(Silla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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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ibuted Talk Sessions Ⅲ : Applied Mathematics

Place : Room 1209

Time

Chair
A Two-level Nonoverlapping Schwarz Method for the Stokes problem
Hyea Hyun Kim, Kyung Hee University

14:00-15:30

Corrections to the Term Structure of Interest Rate Derivatives under
Multi-scale Stochastic Intensity
Sunwha Cho, Yonsei University

Mi Young Kim,
(Inha University)

Mathematics in Catastrophe Risk Models
Soonyoung Yu*, NIMS
Hyunuk An, NIMS
Sunju Lee, NIMS
15:30-15:50

Break
New Interior-point Methods for P*(k)-horizontal Linear Complementarity
Problem Based on A New Kernel Function
You Young Cho*, Pusan National University
Gyeong Mi Cho, Dongseo University

15:50-17:30

A Interior-Point Method for Linear and Semidenite Optimization Based on
New Kernel Functions
Jinhee Jin*, Pusan National University
Gyeong Mi Cho, Dongseo University

Tack Sun Jung,
(Kunsan University)

Mathematical Approaches to Medical Problems such as Ischemia and Hypoxia Chung Seon Yi
Covariant KSGNS Constructions for -Completely Positive Maps on Hilbert C*-modules
Young Yi Kim*,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Jaeseong Heo, Hanyang University
Un Cig Ji,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AM 1] Multiscale Discontinuous Galerkin Methods for
Advection-diﬀusion-reaction Problems
Shinja Jeong, Inha University
Mi Young Kim, Inha University
Poster
Sessions
17:30-18:00

[AM 2] A Fingerprint Comparison of Diﬀerent Prisoner’s Dilemma
Payoﬀ Matrices
EunYoun Kim, NIMS
[AM 3] Hierarchical Bayesian Model for Small Area Estimation of Poisson Means
Hyun Yung Lee, Silla University
Jae Cheol Na, Pusan National University

Mi Hye Kim,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AM 4] Portfolio Optimization under Hybrid Stochastic and Local Volatility
Seungjin Yang, Yonsei University

Korean Women in Mathematical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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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ibuted Talk Sessions Ⅳ : Geometry and Topology
Time

Place : Room 1302
Chair

Eta Invariant and Chern-Simons Invariant for Schottky 3-manifolds
Jinsung Park, KIAS
14:00-15:30
Dynamics of Group Actions on Manifolds and Its Applications to Number Theory
Seon Hee Lim, Seoul National University
15:30-15:50

Jaehyun Hong
(Seoul National
University)

Break
Minimal Vector Fields on Contact Metric Manifolds
Sun Hyang Chun*, Sungkyunkwan University
Jeong Hyeong Park, Sungkyunkwan University
Kouei Sekigawa, Niigata University

15:50-17:30

Real Hypersurfaces in Complex Two-plane Grassmannians with -parallel Structure Jacobi Operator
Imsoon Jeong*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yang Sook Kim
C.J.G. Machado, Universidad de Granada
(Inje University)
J.D. Perez, Universidad de Granada
Young Jin Suh,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Real Hypersurfaces in Complex Two-Plane Grassmannians with Generalized
Tanaka-Webster Parallel Shape Operator
Hyunjin Le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Imsoon Jeo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Young Jin Suh,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oster
Sessions
17:30-18:00

[GT 1] A Curvature Identity on 4-dimensional Riemannian Manifolds
Yunhee Euh, Sungkyunkwan University
Chohee Jeong, Sungkyunkwan University
[GT 2] Remarks on 3-dim Contact Metric Manifolds
Jieun Jin, Sungkyunkwa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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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um Sook So,
(Hallym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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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ibuted Talk Sessions Ⅴ : Mathematics Education

Place : Room 1105

Time

Chair
Mathematics Teachers and Curriculum in Mathematics Classrooms
Gooyeon Kim, Sogang University

14:00-15:30

Mathematics Teachers' Instructional Reflection and Its Influence on
Their Development of TPACK: A Case Study
Min Hee Lee*, Ewha Woman's University
Rae Young Kim, Ewha Woman's University

Ju Young Kim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Students' Misconceptions and Obstacles in Generating Histograms
using Variables Collected During Statistical Investigation
Hyung Ju Yun*, Seoul National University
Yun Joo Yoo, Seoul National University
15:30-15:50

Break
An Analysis of Problem-Solving through Analogical Reasoning
Ji Seon Kim*, Chonnam National University
Bo Mi Shi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15:50-17:30

Construction of Teaching-learning Program for the Gifted on the Sum of Two
Squares
Pyung Lyun Ka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In Sun Shi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Using 'The Nine Chapters on The Mathematical Art' in the School Mathematics
Hae Nam Jung, Sungshin Women's University

Poster
Sessions
17:30-18:00

[ME 1] Mathematically Gifted Students' Understanding of
'Distinguishable' and 'Indistinguishable' in Combinatorial Problems
Jin Woo Cho, Seoul National University
Kyeong Hwa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Jin Hyeong Park, Seoul National University
Mimi Park, Seoul National University
Min Sun Park,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ng A Kim,
(Dongguk
University)

[ME 2] Mathematically Gifted Students' Analogy in Statistics by Problem Posing
Eun Sung Ko, Seoul National University
Dong Hwan Lee, Korea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 Creativity
Kyeong Hwa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Mimi Park,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n Women in Mathematical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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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한국여성수리과학회
국제학술대회 참여 후기 1
제8회 한국여성수리과학회 국제학술대회를 돌아보며
김성아 (동국대학교 수학교육과 교수)
지난 6월 20~21일 이틀 동안 고등과학원(KIAS)에서 제

이런 까닭인지 학부에

8회 한국여성수리과학회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서 수학을 전공하는 여

2004년에 조직된 한국여성수리과학회가 매년 6월에 개최

학생들의 수가 우리나

하는 국제학술대회로 올해로 여덟 번째 맞는 대회였다.

라의 상황과 비교해볼

충북대 김영희 교수가 조직위원장으로 이번 학술대회를 준

때 현저히 적은 편이라

비하였다.

한다.

한국여성수리과학회는 수학 및 통계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
거나 대학원에서 이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여성 학자들의 모

Prof. Noriko Hirata-Kohno
(Japan)

3명의 초청연사들은
둘째 날 오전에 ple-

임(회원 320여명)으로 남성 회원들의 가입도 환영하고 있다. 이

nary talk으로 연구발

번 학술대회의 프로그램은 물론, 학회 설립목적과 역대임원들의 명

표를 하였다. 필자가 재

단, 그동안의 활동을 http://www.kwms.or.kr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미있게 들은 인상적인
강연은 정수론 전공인

학회 첫날 개회식에 이어, 이화여자대학교 이향숙 교수

Kohno 교수의 ‘abc

가 한국연구재단(NRF)의 여성 이공계 전공자에 대한 지원

Conjecture and Dio-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이향숙 교수는 2010년 1월부터 2
년 동안 NRF 기초연구본부에서 수리과학연구 단장을 맡

Prof. Min Ji (China)

phantine Problem’이
라는 제목의 강연이다.

고 있다. 다음으로 세르비아, 일본, 중국에서 온 세 명의

Kohno 교수는 타전공자들도 이 문제에 흥미를 가질 수

초청 연사들이 차례로 자국 여성수학자들의 역할과 활동,

있도록 강연을 재미있게 이끌었다.

현황을 소개하였다.

이 학술대회를 마지막으로 임기를 마친 한국여성수리과

아인슈타인의 첫 부인이자 공동연구자인 세르비아인 여

학회 제6대 회장인 장선영 교수의‘학회의 지난 7년과 앞

성 물리학자 밀레바의 영향으로, 세르비아에서는 많은 여

으로의 7년’이라는 주제의 강연으로 첫 날 강연은 막을 내

성들이 이공계 분야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고, 여성 교

리고 환영 리셉션을 가졌다.

수 수가 반이 넘는 수학과도 드물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Prof. Stana Nikcevic (Serb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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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cevic 교수의 인상

둘째 날 오후, 대수, 해석학, 응용수학, 기하 및 위상수

적인 ppt 자료는 세르

학, 수학교육학 등 5개 분야의 연구발표가 분야별로 이루

비아 여성수학자들의

어졌다. 이번 대회에서는, 특히 젊은 여성수학자들의 발표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와 그에 대응하는 뜨거운 질의응답으로 각 발표장들이 열

있게 하였다. 일본은 아

기로 가득했다.

직도 여성수학자들이

또, 인상적인 것은 포스터 발표장이다. 등록과 휴식 장소

대학에 전임교수로 발

인 1층(1호관) 로비의 한쪽 벽은 18장의 포스터를 붙이기에

을 딛기 힘들다고 한다.

넉넉했다. 포스터발표의 장을 활짝 열어볼 계획을 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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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관련 학회가 있다면, 이 광경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필
자는 국내 수학 관련 어느 학술대회에서도 이처럼 신선하고
세련된 포스터발표를 여지껏 경험해보지 못했다. 여성수학
자들이 이번 대회에서 포스터발표의 본을 보인 셈이다.

Banquet (Atrium)

포스터 세션

공로상 수여

한편, 이번 대회에서,

학술대회 다음 날부터, 여성수리과학회는 김영희 교수를 회장

여성수리과학회는 그동

으로 제7대 회장단의 역사를 시작하였다. 지난 9월에는 일본 여성

안 여러 차례 학술대회

수학자들의 초청으로, 일본 수학회의 전국학술대회에 김영희 회장

장소뿐만 아니라 지원을

과 본 학회 몇 임원들이 참석하였다. 여성수학자들을 위한 특별

아끼지 않은 고등과학원

분과에서 우리나라 여성수학자들의 활동을 소개하며 교류하는 시

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간을 가졌다. 대내외적으로 뻗어나가는 본 학회의 활동이 여성수

김두철 원장에게 공로상

학자들의 역할을 더욱 빛내고 있다.

을 수여하였다.

둘째 날, 포스터 세션의 질의응답을 마친 후, 천장이 높
고 유리창으로 둘러싸여 밖이 환히 보이는 Atrium에서 끝
이 보이진 않지만 활짝 열려있는 학문의 길을 가슴으로 느
끼며 만찬을 즐길 수 있었다.

단체사진

plenary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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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술대회

제8회 한국여성수리과학회
국제학술대회 참여 후기 2
김영이 (충북대학교 수학과 박사과정)

지난 6월 20일, 21일에 고등과학원에서 열린 제8회 한국여성수리과학회 국제학술대회에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참
석하였다. 다른 국제학회와 달리 여성수리과학회의 국제학술대회는 좀 더 차분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또한 수학을 공부
하고 있는 여학생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고, 일선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많은 여교수님들을 만나면서 내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뜻 깊은 자리라고 느꼈다.
첫째 날 행사는 KWMS 회장님이신 장선영 교수님의 개회사와 KIAS 부원장님이신 금종해 교수님의 축사를 시작으로
여러 나라의 여성 수학자들의 활동에 대한 5개의 기조강연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날 오전에는 해외의 유명 여성수학자
세 분의 기조강연과, 오후에는 분과별 발표와 포스터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분과별 발표는 다섯 개 분과마다 두 세션으로 나뉘어졌는데, 개인적으로 분과별 발표자와 초청강연이 많지 않은 것이
아쉬웠지만 내가 발표한 세션에서 평소 관심이 있었는데 접해보지 못했던 분야의 선생님을 만나 유익하고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이 번에 여성수리과학회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여 얻은 큰 수확 중 하나다. 그리고 한가지 바라는 것
은 나와 유사한 분야(각 분야 마다)를 공부하는 학자들과 토론의 장이 마련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그것은 앞으
로 한국여성수리과학회의 국제학술대회가 발전해 감에 따라 많은 여성 수학자들이 참여함으로써 해결될 것이라 생각한다.
끝으로,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영희 교수님을 비롯한 한국여성수
리과학회에 감사드리며, 학회에서 만난 여러 훌륭하신 교수님들처럼 나도 언젠가 한국여성수리과학회에 기여할 수 있
는 수학자가 되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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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차세대 여성수학자 커리어 리더스 포럼 |

‘2011 차세대
여성수학자 커리어 리더스 포럼’
'2011 차세대 여성수학자 커리어 리더스 포럼' 이 10월 7일 금요일에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4호관 코스모스홀에서 열렸다.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수학을 전공한 교
수, 수학을 전공한 후 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인들과 학부생, 대학원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논문발표 및 전문가의 초청강연을 듣고 수학과 미래에 대하여 논
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포럼은 278명의 회원 그리고 학부학생들이 참석하여 성황
리에 치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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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스 포럼

2011 차세대 여성수학자 커리어 리더스 포럼 행사 일정표
•일시 : 2011년 10월 7일 (금)
•장소 :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4호관 코스모스홀

시간

행사내용

좌장

10 : 30 ~ 11 : 00 (30분)

접수 및 등록

11 : 00 ~ 11 : 10 (10분)

개회사 : 한국여성수리과학회 김영희 회장

11 : 10 ~ 11 : 20 (10분)

축사 : 전남대학교 김윤수 총장

11 : 20 ~ 11 : 45
11 : 20
(25분)
~
12 : 10 11 : 45 ~ 12 : 10
(50분)
(25분)

멘토링 논문발표 : 공학에 적용되는 퍼지 적분
발표자 : 이평, 권지선, 김미혜 ( 충북대 )

12 : 10 ~ 12 : 50 (40분)

멘토링 논문발표: Weak compatibility in certain
quasigroup homogeneous space
발표자 : 류지영, 이설희, 임복희 ( 전남대 )
초청강연 : 여성 과학인의 리더쉽
연사 : 김경신 교수 ( 전남대 )

12 : 50 ~ 13 : 00 (10분)

단체사진 촬영

13 : 00 ~ 14 : 10 (70분)

점심식사 ( 열린교직원식당 )

14 : 10 ~ 15 : 00 (50분)

초청강연 : 파생상품의 이해 및 증권사에서
수학전공자의 역할 - 연사 : 이희정 박사 (삼성증권)

15 : 00 ~ 5 : 50 (50분)

초청강연 : “내가 수학전공을 잘 할 수 있을까?”
연사 : 고계원 교수 ( 아주대 )

15 : 50 ~ 16 : 05 (15분)
16 : 05 ~ 16 : 55 (50분)

17 : 45 ~ 19 : 10 (8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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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련 교수
(충남대)

오춘영 교수
(전남대)

김성아 교수
(동국대)
마인숙 교수(전북대)

Coffee Break
초청강연 : 사이버전 사이버테러
연사 : 조현숙 박사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멘토링 논문발표
16 : 55 ~ 17 : 20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수학 체험활동
16 : 55
프로그램 사례 연구 - 프로젝트형 체험활동을 중심
(25분)
~
으로 발표자 : 김은미, 김기원 ( 신라대 )
17 : 45
(50분) 17 : 20 ~ 17 : 45 멘토링 논문발표 : 산술에서 대수로의 이행
(25분)

김선아 교수
(조선대)

발표자 : 이은정, 이경화 ( 서울대 )
저녁만찬 ( 열린교직원식당 )

이동희 교수
(부산대)

신인선 교수
(교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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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여성수학자를 위한 리더스포럼 후기
김은미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2011 차세대 여성수학자 커리어 리더스 포럼. 처음 교수님께서 리더스 포럼에 참석하여 발표를 해보자고 제의를 하셨
을 때 내가 그곳에서 발표할 정도의 수준이 될까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가장 먼저, 많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대학
원생으로 논문을 써야하는 입장에서 이번 기회가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여 교수님께 함께 해보겠다고 말씀
을 드렸습니다. 사실 아직 석사 논문 준비를 주제만 잡았지 다른 어떤 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 준비
를 하려니 막막한 생각도 들었지만 교수님께서 다행히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셔서 어렵지 않게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원을 다니며 여러 번의 학회 참석 기회가 있었지만 매번 참석하지 못하고 좋은 기회를 놓치기만 했
었는데 이렇게 교수님의 추천으로 좋은 자리에 참석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기뻤습니다.
이번 리더스 포럼의 발표 내용들이 모두 수학을 공부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었고 많은 것을
배우고 오게 된 기회였습니다.
저는 특히나 가장 재미있게 들었던 강의는 아주대 고계원 교수님의“내가 수학전공을 잘 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고계원 교수님께서 학생들의 질문을 먼저 받으시고 질문에 대한 답을 프리젠테이션으로 준비 해오셔서 직접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루하지도 않고 정말 저희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궁금해하던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강연을 해주셔서
학생들에게도 호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요즘 학생들이 대학교 학비가 비싸다고
이야기 하는데 자신들이 수업시간에 수업을 얼마나 집중해서 듣는지와 수업시간의 3배 또는 4배 정도의 공부 시간을
투자 하지 않는다면 학생들이 등록금이 비싸다고 말할 수 없다는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현재 대학생 대
부분이 등록금이 비싸다는 생각만 하고 자신들이 그 수업에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는지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현실인데 그 점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셔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발
표와 강연들이 평소에 저희가 알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하여 새롭게 알게 되고 배우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마지막 순서가 다가올 무렵 저의 발표순서가 다가 왔습니다. 분명 발표 순서가 오기 직전까지 전혀 긴장
되는 것도 없이 즐겁게 강연과 발표를 듣고 있었는데 발표 자리로 나가는 순간 너무 긴장이 되었고 또한 시간이 촉박
하여 발표시간을 줄이셔서 당황한 나머지 준비한 만큼의 이야기를 전달하지 못하고 온 것 같아서 실망이 되기도 하였
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표하는 그 순간 많은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제 발표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호응도 잘 해주시고 관
심을 가져주셔서 제가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최선을 다해 잘 준비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과, 흥미를 줄 수 있는
부분이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하면서도 부족한 부분을 제 스스로 알게 되었고 석
사 논문을 쓸 때도 이번 경험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발표 시간들이 조금씩 지연이 되어 버스 시간이 촉박하여 마지막 강연은 듣지 못하고 돌아오게 되어 아쉬운 점이 많았
지만 짧은 시간동안 많은 좋은 강연도 들을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논문에 대해서도 발표 할 수 있는 경
험도 하게 되어 이번 리더스 포럼 참석이 저에게는 아주 특별하고 뜻 깊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Korean Women in Mathematical Sciences

21

한 · 일 여성수학자 워크숍

한·일 여성수학자 워크숍을 다녀와서
장선영 (울산대학교 수학과 교수)
나고야 공항에 내려 입국 수속을 마치고 문을 빠져나오는

유창한 영어와 재미있는 입담으로 매우 즐거운 시간이었다. 식

우리 일행에게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은 규수대학 수학과에 재

사 중에 같이 식사를 하던 고이소교수가 병원 진료로 다시 동

직하고 있는 자그마한 체구의 미유키 고이소 교수였다. 고이

경으로 가야한다며 일어섰는데 우리 일행을 안내하러 일부러

소 교수는 이번 “한일 여성 수학자 워크샾에” 조직위원으로

마쯔모도까지 와서 그 날로 다시 동경으로 돌아가는 고이소교

2010년 대한수학회 추계 학술대회에 초청되어서 온 일본측 수

수의 정성에 미안한 생각까지 들었다. 숙소는 호텔내 프리미

학자중 한 사람이다. 우리를 매우 반갑게 맞이하는 고이소 교

엄급으로 숙소가 있는 층 자체가 출입이 격리된 층이어서 부

수를 따라 복잡한 나고야 공항을 빠져 나와 일본 수학회가 열

담감까지 들었다.

리는 마쯔모도시로 향하는 기차를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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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여성 수학자 워크샾에 대한 이야기 2010년 인도 ICM에

마쯔모도에는 해가 거의 다 진 다음에 도착을 하였는데 기

서 시작되었다. Seoul ICM 조직위에서는 2014년 Seoul ICM홍

차역에는 일본수학회 요치 미오아까(동경대)회장이 마중을 나

보를 위하여 인도 하이드라바드 ICM 대회장에 서울 ICM홍보

와 있었다. 전형적인 일본 중 소 도시인 마쯔모도는 기차역 앞

부쓰를 마련하였다. 우리 홍보 부쓰 가까이 일본수학회 홍보

도 사람들의 통행은 있었으나 조용했다. 촉촉한 느낌이 나는

부쓰가 있었고 우리는 서로 홍보 부쓰를 방문하면서 그 당시

거리를 잠깐 걸으니 숙소인 부에나 비스타 호텔이 되었고 로

일본 수학회 회장인 쯔보이 교수를 만나게 되었다. 쯔보이 교

비에는 전 일본 수학회장이 타카시 쯔보이 교수(동경대)기다

수로부터 일본 수학회에 방문에 대한 제안이 있었고, ICM에서

리고 있었다. 우리 일행이 짐을 푼 뒤에 일본 수학회장단과 식

귀국후 일본 수학회 이사로 일하고 있는 모토코 고다니 교수

사를 같이 했는데 처음 예정한 뷔페 식당에 자리가 없어 호텔

(동북대학)로부터 한일 여성 수학자 워크샾을 개최하면 좋겠

내 일본 식당으로 안내 되었다. 넓은 일본 식당내 기모노를 입

다는 이 메일이 왔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것을 2011년 초에 열린

은 여 종업원이 기다리고 있었고 한 눈으로 보아도 음식 값이

이사회에서 논의 하여 김영희 교수와 본인이 워크샾에 참석하

심상치 않은 장소로 보였다. 식사는 서동엽 대한 수학회장의

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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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쯔모도시에 도착한 다음날 아침에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

패널토론에서는 금종해교수(KIAS), 권오남교수(서울대), 일

고 있는 미오아까 일본 수학회장을 따라 일본 추계수학회가

본 전 수학회장이었던 야수오 모리타교수(동북대), 고다니교

열리고 있는 신슈대학으로 갔다. 신슈대학은 마쯔모도시 근방

수, 그리고 내가 발표를 했다. 금종해 교수는 여학생들에게

에 여러개의 캠퍼스를 가지고 있는 국립 대학으로 높지도 않

role 모델로서의 여성 수학자 혹은 여성 수학교사의 필요성에

고 화려하지도 않은 건물들이 군데 군데 자리잡고 있는 조용

대하여, 그리고 권오남교수는 서울대 여교수 협의회에서 구체

한 캠퍼스를 가지고 있었다. 일본 수학회가 열리고 있다는 현

적으로 여성 교수를 위해 어떠한 일을 하는 가를 소개 하였다.

수막 하나도 없고, 집행 본부가 있는 건물에 나지막한 나무 팻

고다니 교수는 일본 문부성이 세계 정상의 글로벌 연구센터로

말에 흰 종이로 일본 수학회 추계 학술 대회를 알리는 표지판

일본 각지에 6개 지정하여 세운 WPI*AIMR(World Priemer In-

만 있었다. 집행 본부 건물의 강의실을 이용하여 각 분야별 프

ternational Research Center)의 부소장으로 현재 차기 소장으

로시딩을 팔고 또 서적을 소개 하고 파는 장소를 꾸몄는데 일

로 내정되었으며, top level 여성 롤 모델의 필요성과 일본에서

본이 아니었으면 돈이 참 없구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학회는

의 여성과학자 현황에 대해 발표하였다. 모리타교수는 과학을

검소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천 여명의 일본 수학자들이 참석

전공하며 결혼을 하여 자녀를 키우고 있는 자신의 딸을 이야

했다는데 집행 본부가 있는 휴게실 등에는 별로 일본 수학자

기 하며 여성의 사회 진출에 따른 일본 사회와 가족 환경의 변

들이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스페셜 세션 강의장에 가니, 200

화에 대하여 발표를 했다. 본인은 EWM, AWM, KWMS 같은 여

여명이 앉을 수 있는 대형 강의실이 일본 수학자들로 꽉 차 있

성 전문인 협의회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 발표하였고 한일 여

었고, 거의 모든 분야의 스페셜 세션 강의 장이 비슷한 모습이

성 수학자들의 미래에 대한 말로 워크샾 끝맺음을 하였다. 워

었다. 1991년에 미국수학회 연례 학술대회에 참석한 적이 있다.

크샾장에는 이 일에 관심있어 보이는 일본 수학자들이 참석

본인으로서는 해외 학술대회에 처음 참석한 경우 였는데, 화

했으며 일본 수학회 측은 워크샾 성과에 매우 만족해 하는 분

려하고 넓은 컨벤션 센터, 컨벤션 로비의 여기 저기 테이블에

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서 종이와 연필을 들고 무엇인가를 토론하고 있는 수학자들의

이번 한일 여성 수학자 워크샾이 앞으로 어떤 영향과 의미

모습이 인상 깊었는데, 이번 일본 수학회 참석은 “이것이 일본

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지금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EWM이

의 숨어있는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하였다.

버클리 ICM에서 몇 몇의 여성수학자들의 모임으로 시작 되었

“한일 여성수학자 워크샾”은 9월 30일에 열렸다. 미오아카
일본 수학회장이 개회사가 있었고, 그는 거기에서 한국에 여

던 것 처럼 우리는 “Small start toward great future”를 향한 첫
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성수학자들이 많은 비결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했다. 주제
발표는 김영희 회장의 “한국여성 수학자의 현 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일본수학회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인 료이코 미오아
끼 교수(동북대)의 “일본의 여성과학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이있었다. 료이코 미오아끼 교수는 현 일본 수학회장 미오아
끼 교수의 부인으로 세 아이의 어머니고 대수기하 분야에서도
연구 업적이 뛰어난 사람을 알려져 있다. 일본 수학회 양성 평
등위원회가 상당히 오래전에 설립이 되어져 있고 그 활동이
매우 활발하다. 그 이유중에 하나가 일본에는 수학을 전공하
는 여성 자체가 매우 작아, 수학 인적 자원 확대와 활용 측면
에서 여성수학자 양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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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일 여성수학자 워크숍

한·일 여성수학자 워크숍 프로그램
Symposium "Japanese and Korean Women Mathematicians 2011"
- Current Status and Prospect of Women Mathematicians in Japan and Korea September 30, 2011, Shinshu University, Japan
Organizing Committee
Miyuki Koiso (Kyushu University, Japan)
Motoko Kotani(Tohoku University, Japan)
Noriko Hirata-Kohno (Nihon University, Japan)
Sponsored by the Mathematical Society of Japan (MSJ)

Program
16"F00-16"F05 Opening speech : Yoichi Miyaoka (President of the MSJ, The University of Tokyo, Japan)
16"F05-16"F30 Keynote speech I : "Current Status and Issues of Women Mathematicians in Korea"
Young Hee Kim (President of the Korean Women in Mathematical Sciences (KWM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16"F30-16"F50 Keynote speech II : "An overview of Support Programs for Women
Scientists in Japan" Reiko Miyaoka (Chair of the Committee on Gender Equality of the MSJ, Tohoku University, Japan)
16"F50-17"F20 Panel Discussion
Young Hee Kim (President of the KWM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Sun Young Jang (Former President of the KWMS, Ulsan University, Korea)
Keum JongHae (KIAS, Korea)
OhNam Kwon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Yasuo Morita (Former President of the MSJ, Tohoku University, Japan)
Motoko Kotani (Tohoku University, Japan)
Miyuki Koiso (Kyushu University, Japan)
17"F20-17"F25 Summary of the panel discussion : Noriko Hirata-Kohno (Nihon University, Japan)
17"F25-17"F30 Closing speech : Sun Young Jang (Former President of the KWMS, Ulsan University,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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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ME-12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권오남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 교수)

서 개최된다. 1969년 프랑스 리옹에서 제1회 대회가 열린

미리 보는 ICME-12
한국은 TIMSS(국제수학과학성취도평가연구)나 PISA(국
제학업성취도평가)의 수학 분야에서 늘 상위 성적을 차지
하면서 높은 성취도를 보이고 있고, 한국 학생의 수학과
과학 우수성은 국제 학업성취도 비교를 통해 꾸준히 보고
된다. 디지털 소양능력에서도 최근 한국이 세계 일등을 차
지했다. 그러나 국제 수학교육계에서 학업성취도 우수국인
일본이나 싱가포르는 주목받고 있는데 한국 학생의 우수
성은 관심의 초점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수업 연구
(lesson study)는 세계적으로 수학교사 교육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실제로 일본의 수업 연구방법을 도입해 교사
교육에 활용하는 국가도 있다. 미국 일부 주는 싱가포르
수학교과서를 그대로 쓰고 있다.
일본이나 싱가포르가 이렇게 국제적으로 부상한 배경은
무엇일까. 바로 국제학술대회를 유치해 국제적으로 알리는
노력을 했다는 것이다. 일본은 2000년 제9차 국제수학교
육대회를, 싱가포르는 2002년 동아시아 국제수학교육자
대회를 각각 개최했다.
한국 수학교육계의 숙원이던 제12차 국제수학교육대회
(ICME-12)가 내년 7월 8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코엑스에

후 4년마다 개최되는 대회로 한국이 일본에 이어 아시아
에서 두 번째로 개최한다. 1년 후 세계 100여 개국의 수
학자와 수학교사, 수학교육연구자 등 수학교육 관계자 4000
명 이상이 한국에서 수학교육에 대한 열띤 논의를 할 예정
이다. ICME-12의 공식 홈페이지는 http://icme12.org로
이곳에서 등록뿐만 아니라 프로그램과 마감일 등을 모두
확인 할 수 있다. 참고로, 등록비는 2012년 4월 1일 이전
까지 400$이며, TSG(Topic Study Groups)와 Workshops & Sharing Group(WSG)은 2011년 11월 30일 이
전까지 제출해야한다.
ICME-12의 구성을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다. 첫째, 세
계 각국의 78명의 저명한 수학교육학자들의 다양한 분야
의 주제와 이슈를 바탕으로 강연을 들을 수 있는 Regular
Lectures가 있다. 둘째, 특정 주제와 이슈 또는 중요한 지
식이나 새로운 관점을 바탕으로 한 5개의 Survey Teams
이 있다. 셋째, 한국을 비롯하여 싱가포르, 미국, 인도, 스
페인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수학교육 트렌드에 대한 발표가
비디오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넷째, 수학교육의 특정 주제
에 관심 있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Topic Study
Groups(TSG)는 ICME-12의 참가자들을 위한 주요 분야
로 'study'라는 단어가 암시하듯 주제와 관련된 연구의 중
요 트렌드와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에 중점을 둔다. 각
TSG는 5개에서 6개의 팀과 의장과 2명의 부의장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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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며 TSG의 목적은 국제적인 관점으로 본 최근 주제에

았으나 집행위원회 표결에서 멕시코로 개최지가 결정되었

대한 토론을 제공한다는 데에 있다. TSG에 참여하려면 웹

을 때 국내 수학교육학계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사이트에 소개된 37개의 주제와 가이드라인을 확인하고

두 번째 유치에 도전해 2007년 말 한국이 제12차 국제수

그에 맞는 프로포졀을 11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다

학교육대회 개최지로 결정되었을 때의 감동은 아직도 생

섯째, 17개의 Discussion Groups는 세계 다양한 지역을

생하다.

대표하는 그룹이 제안한 흥미 있는 분야와 방법, 쟁점이
되는 이슈 등을 주제로 토론한다. 이는 주제별로 이뤄지는

이제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일이 남았다. 한국의 수학교

TSG와 달리 좀 더 구체적으로 특정 이슈를 쟁점화 한다.

육을 세계에 알려‘교육한류’붐을 일으키는 계기로 발전

여섯째, ICME-12 웹사이트에 미리 등록한 한정된 참가자

시켜야 한다. 최근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교사

들이나 작은 그룹에 의해 이루어지는 Workshops and

를 국가 건설자(national builder)라고 발언한 이후 미국

Sharing Groups(WSG)는 관련 수학 경험을 토론한다.

에서는 우리나라의 수학 및 과학 교사에게 관심을 보이고

Workshops는 교사, 대학원생이나 연구자등 특정 참가자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우리나라 교사의 해외 진출을 추

를 대상으로 하며, WSG는 공통관심사를 주제로 연구나

진하고 있어 그 가능성이 보인다. 또 5월 15일자 동아일

교수-학습에 관한 경험에 초점을 둔다. 마감일은 TSG와

보에서 세계폐암학회 유치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

마찬가지로 2011년 11월 30일까지이다. 마지막으로 포스

석한 것과 같이 국제수학교육대회 유치로 상당한 경제적

터로 ICME-12에 참가하려는 참가자들은 수학교육연구나

효과도 거둘 수 있다. 국제수학교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활용을 주제로 영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등 4개 국어

로 인한 유형, 무형의 효과는 엄청나다고 볼 수 있다. 최

로 발표할 수 있다. 포스터는 2011년 12월 15일까지 제출

근 국내에서 열린 국제의료학술대회를 통해 알 수 있듯 국

할 수 있다.

제수학교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려면 교과부와 교육
청, 각급 학교, 관광공사, 외국 공관, 교육연수원 등 관련

또한 ‘수학자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국제수학자대회

기관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국제 학술

(ICM)가 2014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된다. 이 대회에서 수

대회 유치와 준비, 개최 과정에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재

학의 노벨상인 필즈메달이 수여된다. 우리나라는 국제수학

정적 지원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국내 수학교육자들

교육대회와 국제수학자대회를 2년 시차를 두고 개최하는

의 활발한 참여가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유일무이한 국가가 된다.
국제수학교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는 한국 수학교육의
이처럼 수학 관련 국제학회가 한국에서 잇따라 개최되

발전과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나

는 데는 국내 수학자와 수학교육자들의 국제학회에 대한

아가 국격을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우

관심과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제수학교육대

리나라에서 국제수학교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교육

회를 유치하기 위해 2000년부터 노력해 왔다. 2003년 실

한류의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

사단이 방문해 치밀한 조직력과 시설에서 높은 점수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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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안내 |

유망 여성 수학자 단기연수 프로그램
사업목적
•국제학술대회 참여를 통하여 여성수리과학인의 국내 연구 성과의 국제적 확산,
선진학문지식 및 연구정보습득, 연구능력의 국제화 도모
•향후 국제공동연구, 국제공동세미나 및 학자 상호교류 등 여성수리과학인의
학술교류 네트워크 구축 기반 조성의 기회 제공

사업제안서 신청 및 자격요건
•한국여성수리과학회 회원으로 대학원생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6년 이내의 여성수리과학자
(※ 회원 가입은 한국여성수리과학회(http://www.kwms.or.kr) 홈페이지 참조)
•국제학술대회에 연구결과 발표 또는 단순 참여를 목적으로 하거나 국제 수리과학 관련
프로그램 또는 기관에 단기 연수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사업선정 및 지원내용
① 지원내용
•공모방식: 자유공모
•지원 규모: 300만원 이내
•지원자 수: 1~2인
•방문대상 국가 : 북미, 유럽, 아시아
② 지원방향
•학문적 잠재력을 가진 유망 여성 수리과학자의 학술교류 능력 배양 및 활성화
•향후 국제적 학술 교류 가능성이 높은 연구자에 대해 우선 지원
③ 지원 형태 및 내용
•국제학술대회(단기연수) 참가 경비 지원: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사업비는 한국연구재단 여비규정에 의하여 집행

제안서 평가 및 심사
•심사주관 : 한국여성수리과학회 (패널심사단)
•심사내용 : 지원자의 자격심사 및 전공심사
(방문목적과 연구내용의 연계성, 지원신청의 타당성, 필요성 및 연구 역량 등)
•심사항목 : 4개 항목 100점
- 국제학술대회 참가 또는 단기 연수 방문의 타당성 및 필요성(30점)
- 방문목적과 연구내용의 연계성(20점)
-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30점)
- 연구역량(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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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연수 프로그램

| 유망 여성 수학자 단기연수 프로그램 참여 후기 |

Kyoto Symposium on Complex Analysis in
Several Variables를 다녀와서
김혜선 (성균관대학교 수학과 BK21사업단)

지난 2011년 7월 19일부터 22일까지 일본의 Kyoto University에서는 Kyoto Symposium on Complex
Analysis in Several Variables가 열리었습니다. 저는 여성수리과학회의 유망여성수리과학자 국제학술대
회 참가지원을 받아서 이번 학회에 다녀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본 내의 국제학회 중 이례적으로 큰 규모
를 자랑하는 이 학회는 1970년대 초에 시작되어 올해로 14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올해는 특히 일본 및 국제
적인 위상으로도 다변수복소함수론의 리더이신 Nagoya University의 Takeo Ohsawa교수와 Kyoto University의 Tetsuo Ueda교수의 예순 번째 생신을 기념하는 행사도 두 번째 날에 개최되어 공식적으로 등록
된 참가자만 해도 124명에 달하였습니다. 일본의 일변수 및 다변수복소함수론, 미분기하학, 대수기하학과 함
수해석학 분야의 원로교수님들을 비롯하여 유럽이나 미국 등지에서 참가해주신 여러 교수님들과 저를 비롯
한 신진 연구원들의 참가도 많았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학회는 Hayama Symposium이란 제목으로 일본의
Kanagawa시에서 열리었으나 올해 3월의 일본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의 피해로 인하여 장소와 날짜를 변
경하여 Kyoto University에서 열리었습니다. 당초에 참가가 예정되어 있던 해외 학자들의 참가여부가 지진
으로 인하여 불투명해진 것이 아닌가하고 우려가 되었으나 예정된 모든 학자들이 참가하여 성공된 학회를
이끌었습니다. 학회의 시작은 7월 19일 오전 9시 반경에 시작되었기에 하루 전인 18일에 도착하였는데 제가
머무른 곳이 main speakers들이 머무르는 곳이어서 학회 중 아침식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자유롭게 여러
학자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 분들 중에서도 Eric Bedford교수와 Friedrich
Haslinger교수는 책으로만 만났던 경이로운 수학자의 모습을 상상했으나 어려운 수학 이야기도 재치 있는
농담을 섞어서 재미있게 하는 재주까지 지니고 있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지루하지 않고 매우 유익하였습
니다. 또한 세 번째 날의 젊은 연구원 및 신진교수들의 발표 중에서 Yuji Odaka의 강연에서 공동연구자로
발표된 수학자가 3년 전인 2008년 겨울, 서울대학교 재학시절 학생대표단의 일원으로 Kyoto University의
RIMS를 방문하였을 때 만났었던 학생이었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모두 연구원이 되어 또 다른 학회에서 만
나게 된 것에 매우 반가웠습니다. 이외에도 Tokyo University에서 재직하다 올해 8월로 서울대에 조교수로
부임하게 된 Raphaël Ponge교수가 한국인 참가자들에게 부임소식을 먼저 알리고 한국의 수학의 동향 및
서로의 연구의 관심사를 나누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그의 강연,‘Holomorphic Morse Inequalities in CR
geometry’에 등장한 Heat equation관련 부분을 fractional non-local equation에 응용하여 연관 지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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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Kyoto Symposium은 요즘의 다른 학문의 연구동향과도 같이 수학적으로 인접한 주제와의 융합이 단
연 돋보였습니다. Tetsuo Ueda교수와 Eric Bedford교수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된‘Semi-parabolic
implosion in complex dimension 2’는 Numerical Analysis가 Several Complex Variables에 응용된
좋은 본보기였으며 또한 Algebraic Geometry, Differential Geometry의 내용이 접목된 Jean-Pierre
Demailly교수의‘From the Ohsawa-Takegoshi theorem to asymptotic Cohomology estimates' 역
시 인상적이었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고유분야를 깊이 발전시킨 예로 Ken-Ichi Yoshikawa교수의 'Singularities and analytic torsion'에 관한 강연 도중, 자신이 증명한 오래전의 정리 옆에 매우 신난 얼굴로
느낌표를 그려 넣은 발표 자료를 보여주었는데 원로 학자임에도 수학자의 순수함이 묻어나기도 했고 자신의
학문에 대한 깊은 믿음이 느껴져서 그 모습이 본받을 만 하였습니다. 국제적인 다변수복소함수론의 수학적
위상은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연구하는 학자들의 비율은 낮은 편이나 다양한 분야로의 응용과 학문 그 자
체의 내용의 깊이와 수학 전체의 발전의 기여도에 비추어본다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
번 연수기회를 통해서 세계 각지에서 긴밀한 교류를 갖고 활발한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대하여 다
시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후로는 박사학위논문에서 다루었던 Almost complex manifold이론,
학위과정 중 한종규 선생님께 배운 Completely determined prolongation method, Symmetry group의
계산법과 Post-doc과정 중 이기암 선생님께 배운 fractional mean curvature flows와 같은 non-local
equation과 관련한 이론, 또한 이것을 융합시키는 연구들에 확신을 갖고 집중할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여성수리과학회의 지원을 통하여 소중한 해외연수기회를 갖게 된 것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며
보다 많은 여성수학자들이 수학자로서의 역량을 갖추게 될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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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동정 및 학회소식

학회소식
1. 2011년 유망여성수리과학자 국제학술대회 참가 및 단기 연수 지원 심사 결과 김혜선
(성균관대학교 수학과 BK21 사업단)이 150 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2. 한국여성수리과학회가 2011년도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심화
사업으로 '제8회 리더스포럼'을 전남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진행하였고 기본사업으로 회원명
단 DB 를 구축하였습니다.
3. 학회 영문 홈페이지를 제작하였습니다. 국문 홈페이지에서 영문을 선택하면 영문 홈페이지
로 연결됩니다.

4. 2011년 9월 30일에 일본 수학회(신슈대학교)에서 한일 여성 수학자 워크샾의 일환으로 김영희
회장이 “한국여성수학자의 현 상황과 문제점”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였습니다.
5. 2011년 10월 1일부터 AWM(미국여성수학회)와 공동협정서를 조인하여 각 학회에서
등록을 하면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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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동정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가
2011년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혜숙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 이화여자대학교 수학과 교수

이혜숙 교수님께서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2011. 1)이 되셨습니다.
다음은 센터 홈페이지(www.wiset.re.kr)에 있는 소장님 인사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KAI-WISET)홈페이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 경쟁력은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에 달려있습니다.
특히 융합과학기술시대에 여성과학기술인들의 감성과 관계지향적인 특성이 중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우수한 여성과학기술인재 확보를 중요한 의제로 설정하고 여성과학기술인육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4W사업
(WIST, WISE, WIE, WATCH21)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가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정책 및 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여성과학기술인지원사업(4W사업)을 효율적으로 연
계, 통합, 추진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새롭게 출범합니다.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는 여성과학기술인적자원계발의 세계적
선도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출범원년인 2011년 다음과 같은 5대 핵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첫째.

4W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통합 기반을 구축하고

둘째.

소통과 창조를 통해서 열린 센터를 지향하여 선진화와 효율화를 이룰 것입니다.

셋째.

여성의 전생애주기에 맞는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넷째.

여성과학기술인들을 위한 다층적, 다면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범 사회적인 지지기반 확대와
영향력 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다섯째. 사업 성과가 공유되고 환류되어 새로운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쌍방향 지식관리시스템을
국내외에 널리 제공하겠습니다.
본센터가 여성과학기술진흥사업의 종합지원기관으로서 총체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COE(Center or Exellence)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는 참여와 협조 그리고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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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대한수학회
공로상 수상
고계원
아주대학교 수학과 교수

고계원 교수님께서 2011 대한수학회 정기총회 및 가을 연구발표회(2011.10.21-22, 경북대학교)에서 2011년도 대한수학회 공로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다음은 대한수학회 소식지 140호에 실린 관련기사입니다.
우선 저에게 이런 상을 받도록 추천해주신 분들과, 심사위원분들 그리고 대학수학회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추천이 된지도 몰라서 소식을 듣고 잠시 동안은 당황했었습니다. 저에게는 이 공로상을 드리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지방에 있는 대학들에서
수학자로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온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어느 지방에 계신 회원님께서“한 달에 두 세
번씩 기차, 버스 아니면 비행기라도 타고 서울로 간다. 수학의 끈을 붙들고 있기 위해서 나 스스로라도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수원에서 일하는 게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이 계십니다. 여성수학자들입니다. 여성과 수학이라는 것이 이질
적으로 들리는 사회 속에서, 가족 안에서, 그리고 수학계 내에서 많은 여성분들은 수학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리에서 꾸준히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계신 여성수학자들께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며, 이 공로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4년에 있을 ICM을
박형주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잘 치러서 한국의 수학이, 그리고 수학계가 발전하여 이러한 환경들이 좀 더 나아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계원 회원은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퍼듀대학에서 석사학위를, 그리고 1980년 스탠포드대학에서 B. Weiss 교수의 지도하에 박사학위
를 취득하였다. 브린모어대학의 교수로 부임한 후,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에서 수년간 연구비 지원을 받았고, 1987년에는 프린스턴고등연구소에 초
대받아 1년간 연구원으로 재직하는 등 가는 곳마다 ‘한국인 여성 1호’의 수식어를 달고 다녔다. 그리고 브린모어대학에서 제안한 종신직 교수 자리를
마다하고 1991년 귀국해 현재까지 아주대학교 수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고계원 회원은 과학계와 사회에서 수학의 위상을 높이고, 대중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여왔다.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수학의 중요성과 연구 환경의 열악성을 알림으로써, 수학계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2004년
한국여성수리과학회를 창립하고 초대회장으로 활동하였다. 현재 여성수리과학회는 매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여성 수학자의 연구 능력
계발과 학문 후속세대 양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2014년 국제수학자대회의 유치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크게 공헌하였으며, 현재는 조직위원
회에서 원로 수학자로서의 경륜과 풍부한 국제적 경험을 활용하여 성공적인 개최 준비에 이바지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들에게도 좋은 멘토 역할을
하여 지난 2005년 과학문화재단에서 시행했던 ‘닮고 싶고 되고 싶은 과학기술인’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학술적으로 고계원 회원은 에르고딕 이론과 동역학계 분야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 수준의 수학자이다. 우수한 국제 학술지에 50여 편의 학술 논
문을 발표하였고, 주요 국제학술대회에 조직위원, 학술위원, 초청강연자로 참석하고 있으며,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많은 학술대회와 워크숍을
주최하고 있다. 특히 중국, 일본의 연구자들을 모두 아우르는 동아시아의 동역학계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학술대회를 개최하는데 주도적인 역할
을 하고 있으며, 물리학 등 인접 학문과의 교류도 활발히 하여 연구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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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동정 및 학회소식

신임교수
정연승

배명진

카이스트 수리과학과 조교수
임용일자 : 2011년 1월 1일
전 공 : 통계학
약 력 : 이학박사(Univ. of North Carolina)

포항공과대학교 수학과 조교수
임용일자 : 2011년 7월 1일
전 공 :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s
약 력 : 이학박사(Univ. of Wisconsin-Madison)

김화정

강순이

한남대학교 수학과 조교수
임용일자 : 2011년 3월 1일
전 공 : 위상수학
약 력 : 이학박사(Univ. des Saarlandes)

강원대학교 수학과 부교수
임용일자 : 2011년 8월 29일
전 공 : 정수론

김지현
한남대학교 수학과 조교수
임용일자 : 2011년 3월 1일
전 공 : 응용수학
약 력 : 카이스트 이학박사

아름다운 기부 - 감사합니다.
•샘표식품주식회사(ICM학술대회지원) : 20,000,000원
•고등과학원 : 1,000,000원
•고계원 교수님 : 500,000원
(2011년도 대한수학회 공로상 수상금 중 500,000원을 기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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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한국여성수리과학회 정기총회
일시
참석자
의안

2011년 6월 21일

장 소

KIAS 1호관 1114호

45명 참석 (정회원 재적수 : 111명)
2010, 2011년도 업무 및 재무 보고, 차기임원선출 (회장, 감사 2인)에 관한 안건

(1) 전회의록 낭독 (유인물)
(2) 사업보고 (김기원 사업이사)
가) 2010년 사업 결산
·유망여성수학자 국제학술대회 및 단기연수 지원 : 전선향(성균관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300만원
·2010년 6월 21-22일 국제학술대회 (장소 충남대학교) ▶결산 : 19,652,030원
·2010년 차세대 여성수학자 커리어 리더스 포럼 : 2010년 10월 1일 서울대학교
▶결산 : 9,012,000원
·전국여중생 수학 탐구 발표대회 : 2010년 7월 23일 / 이화여자대학교
▶결산 : 1500만원(14,938,000원 + 간접비)
·여성과학자 수렴과학기술대회 포스터 발표 : 2010년 11월 9일 /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한국여성수리과학회 소식지 발간 (2010년 12월) ▶결산 : 1,980,000원
·한국여성수리과학회 홈페이지 관리 ▶결산 : 2,244,000원
회의내용
요지

나) 2011년 사업계획
·유망여성수학자 국제학술대회 및 단기 연수 지원 ▶예산 : 350만원
·2011년 6월 20-21일 국제학술대회 (장소 KIAS) ▶예산 : 2300만원
·2010년 차세대 여성수학자 커리어 리더스 포럼 ▶예산 : 770만원
·한일 여성 수학자 워크샾 예산 : 400만원
·여성과학자 수렴과학기술대회 포스터 발표
·한국여성수리과학회 소식지 발간 ▶예산 : 200만원
·한국여성수리과학회 홈페이지 관리 ▶예산 : 20만원
·한국여성수리과학회 영문 홈페이지 제작 ▶예산 : 150만원
·한국여성수리과학회 DB 구축 ▶예산 : 300만원
(3)재무보고 (고영미 재무이사)
·결산 보고 (2010.01.01 ~ 2010.12.31)
·예산 보고 (2011.01.01 ~ 2011.12.31)
(4) 감사보고 (김성아 감사)
1) 2010년도에 7회 국제학술대회를 포함하여 5개의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뉴스레터를 발간하고 학회
소식 및 회원들의 상황을 알리고자 홈페이지 관리를 하였음. 완료된 각 사업에 대한 감사는 각각의
사업결과 보고서 제출 때 함께 제출하였음.
2) 적은 예산으로 활동한 여러 일들을 매우 알뜰하게 진행했던 것이 여러 곳에 보였음.
3) 감사한 결과 모든 수입과 지출이 아주 잘 되었음을 보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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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 회의록

2011년 한국여성수리과학회 정기총회

회의내용
요지

(5) 의결사항
1) 2010년 사업 결산 및 2011년 사업 계획 보고 및 승인
2) 2010년 결산 및 2011년 예산 보고 및 승인
3) 차기회장 및 감사 선출 ( 임기: 2012.06.22 ~ 2013. 06.21)
4) 2011년 한국여성수리과학회 신임원진 (임기 2011.06.22 ~ 2012. 06.21) 발표 및 인준
(6) 유망여성수학자 선정보고 및 시상
수상자- 김혜선 (성균관대 수학과 BK21 사업단)
1) 2010년 사업결산 및 2011년 사업 계획 동의 : 원안대로 승인 및 의결함
2) 2010년 결산 및 2011년 예산 : 원안대로 승인 및 의결함
3) 차기회장 및 감사 선출
가. 차기 회장 선출
이화여자대학교 노선숙 교수를 차기 회장으로 추천하였으며, 만장일치로 선출됨
나. 감사
수원대학교 정문자 교수, 전남대학교 임복희 교수를 감사로 추천하고 재청이 있어 감사로 두기로 함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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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1년 한국여성수리과학회 신임원진 인준 (임기 2011.06.22 ~ 2012. 06.21)
회 장 - 김영희(충북대)
부회장 - 노선숙(이화여대,수석부회장), 김주영(대구 가톨릭대), 계영희(고신대)
강순자(전남대), 김기원(신라대)
대외협력이사 - 함윤미(경기대), 김성아(동국대), 김미혜(충북대)
총무이사 - 권세란(대림대), 김정욱(전남대)
사업이사 - 권오남(서울대), 엄미례(부산대)
정보이사 - 김향숙(인제대), 백 란(호남대),
학술이사 - 최은미(한남대), 김선영(이화여대)
재무이사 - 고영미(수원대), 이경화(서울대)
감사
- 김성숙(배재대), 신인선(한국교원대)

한국여성수리과학회

제 8대 한국여성수리과학회 임원진
(임기 2011. 06 .23 ~ 2012. 06. 22)

이혜숙(이화여대), 김선아(조선대), 고계원(아주대),

고문

위인숙(고려대), 강주호(대구대), 김경화(이화여대)
김완순(호서대), 장선영(울산대)
김영희(충북대)

회장

노선숙(이화여대) 수석부회장
김주영(대구가톨릭대)

부회장

계영희(고신대)
강순자(전남대)
김기원(신라대)

대외협력이사

함윤미(경기대), 김성아(동국대), 김미혜(충북대)

총무이사

권세란(대림대), 김정욱(전남대)

사업이사

권오남(서울대), 엄미례(동서대)

정보이사

김향숙(인제대), 백 란(호남대)

학술이사

최은미(한남대), 김선영(이화여대)

재무이사

고영미(수원대), 이경화(서울대)

감사

김성숙(배재대), 신인선(교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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