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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병 련 (한국여성수리과학회 회장)

안녕하세요, 강병련입니다.
7월에 회장직을 시작하면서 글로 인사드린 지가 정말 며칠 전인 것
같은데, 어느 새 우리학회의 2013년을 정리하고 새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 기조 강연 외에 70여 편의 논문 발표가 있었던 한국여성수리과학회 국제학술대회, 중학생들에
게 수학과 새롭게 만나는 경험을 하게 해 준 전국 중학생 스토리텔링 대회, 그리고 수학을 만드는
첫 경험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수학을 통하여 세상을 보려하는 차세대 학문 세대들에게
수학에서의 그들의 꿈을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려 했던 리더스 포럼을 올해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많은 회원과 임원들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무나
애써 주셨습니다. KIAS, ICME12, 여성과총 등 2013년에 우리 학회를 후원해 주신 기관들에도 감사
드립니다.
이런 행사들을 통하여 선배와 후배가 함께 하였고, 서로의 연구 결과를 함께 경청하고, 칭찬하고
협력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서로의 필요함과 절실함이 무엇인지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우리
학회가 궁극적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얘기하였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고민을 들어보고, 그
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를 함께 생각하였습니다.
내년 10주년을 맞아 국제여성수학자대회(ICWM2014-지역위원장 노선숙 교수)를 주관함으로써 우리
학회는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2014년 우리 학회의 국제학술대회를 대
신하는 행사입니다.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여 더 큰 꿈에 도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학회가 10주년이 되는 2014년에 ICWM이 국제학술대회를 대신함으로, 우리 창립총회가 열렸
던 고등과학원에서 리더스포럼을 겸한 10주년 기념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우리 학회의 지난 10
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10년을 전망하는 작지만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여성수리과학회 회원님들, 2013년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고 한국 수학의 해인 2014년을 당신의
해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우리뿐 아니라 사회의 소수인 들에게 그들의 선택이 존중되어야
하며 그들의 능력이 발휘되어야 한다는 격려를 보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계원 교수의 창립취지문에서- 3 -

강 순 자 (전남대학교)
한 해를 보내면서 지난 일들을 정리해 봅니다. 특히 차기 여성수리과학회
회장으로서 내년이면 10돌을 맞게 되는 여성수리과학회를 되돌아보게 됩
니다.
여성수리과학회는 여성수학자들의 학문적 교류의 장인 국제 학술대회,
차세대 여성수학자와 신진 여성수학자의 성장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인 리더스 포럼을 양축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면서 ‘여성수학자의 학문적 발전과 활발한 교류 및 여성수학자들의 저변 확
대를 도모하고 수리과학기술의 발전과 보급에 기여’ 한다는 여성수학회의 설립 취지를 실현해
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역대 회장단의 노력과 많은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그리
고 지원이 있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변화해 가는 시대에 현상유지는 퇴보라는 사실을
알기에 더 나은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학부에서 수학을 전공한 학생들 중 여학생 비율은 50%가 넘고, 석사 박사
학위 취득률도 약 25-30%로써 여성의 대학진학률과 전문직 진출 비율이 남성보다 빠르게 증가하
고 있는 게 현실이지만 졸업 후 전문직에서 일하는 여성의 비율은 10%대에 불과하다고 하니, 아
직도 여성주변의 내적 외적 장애요소 때문에 자신의 꿈을 접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환경의 변화도 필요하지만 더불어 여성 스스로 내적 장애요소를
제거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학을 전공한 여성들이 스스로 여
성이라는 벽을 뛰어넘어 적극적인 전문인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발휘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여성수리과학회가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내년 2014년 ICM 기간에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여성수학자대회(ICWM)를 우리 학회가 주관하여 개
최하게 됩니다. 이 행사를 통한 해외 여성수학자들과의 학문적 교류와 긴밀한 네트웤 구축은 세계
속에 굳건히 자리 잡은 여성수리과학회로 발전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포함한 여러 활동의 수행에 있어서 수석 부회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할 것이며 학회의 미래의 큰 발전을 위해서 우선 차기 학회장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알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회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 부탁드립
니다.
2014년 새해를 맞아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학문적 성취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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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회의 가장 큰 행사이자 제일 많은 회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한국여성수리과학회 제 10
회 국제학술대회가 2013년 6월 20일(목)~21일(금) 양일간 서울 고등과학원에서 한국여성수리과학회
와 고등과학원 공동주최로 개최되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여성수리과학회원을 비롯한 국내외 수학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3편의 기조강
연과 71편의 학술발표로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기조강연은 20일 호주 수학교육학회 회장인
Merrilyn Goos 교수(University of Queensland)의 “수학교육에서의 성평등의 현주소”소개로 시작하
여 21일 오전 미국여성수학회(AWM) 회장인 Jill Pipher 교수(Brown University)의 “Geometric
discrepancy theory”와 태국 Nawarat Ananchuen 교수(Silphakorn University)의 “Recent results on
domination-critical graphs” 발표로 이루어졌고 학술발표는 이틀에 걸쳐 대수학, 해석학, 기하와 위
상, 응용수학과 수학교육 등 각 분과별 초청강연을 비롯한 총 51편의 구두 발표와 20점의 포스터
발표로 진행되어 여성수학자들의 뛰어난 수학적 기량과 왕성한 활동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
가 되었다.
특히, 이번 학회에서는 학회의 전체 참여자가 함께 하는 21일의 Banquet 외에 20일 저녁에 각 분
과별 저녁식사 자리를 마련하여 학회 전체의 모임에서는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여성수학자들을 아
우르고 같은 분야의 선배와 후배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학문적 특성을 공감하고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참여 회원들의 호응을 얻었다.
한국여성수리과학회 국제학술대회는 매년 6월에 열리는 학회의 정기행사로 여성 수학자들의 저변
을 도모하고 활발한 수학 활동을 독려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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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The 10th KWMS International Conference
Korea Institute for Advanced Study
June 20~21, 2013
Program - Day 1
June 20 (Thursday)

Place : International Conference Room

Time

Program
Registration

14:00-14:40
14:30-14:40

International Conference Room Lobby
Welcome

Sunsook Noh

Address

The President of KWMS

Open

14:40-15:30

Chair/Place

KIAS

Gender equity in mathematics education:
“Are we there yet?"

Plenary

Merrilyn Goos,

Talk 1

The University of Queensland, Australia

15:30-15:50 Break

KIAS
Special
Sessions

(Pai Chai
University)

Session I : Algebra

Room 1424

Session Ⅱ : Analysis

Room 1423

Session Ⅲ : Applied Mathematics

Room 1209

Session Ⅳ : Geometry and Topology

Room 7323

Session Ⅴ : Mathematics Education
18:00-19:00

Sungsook Kim

2013 KWMS Cafe►

Open
15:50-17:50

Oh Nam Kwon
(Seoul National
University)

International
conference room

Session Dinner
(Reservation required in advance at registration desk)

►2013 KWMS Cafe: International Conference Room Lobby

조직위원장
대수학
해석학

강병련 (충남대)

정보

강순이(강원대),

수학교육

박미희(중앙대)

이은정(연세대)
권오남(서울대),
김성옥(한동대)

채명주(한경대),

정보응용

김선영(이화여대),

홍성금(조선대)

수학

이지현(연세대)

기하와

김영주(고등과학원),

위상

진선숙(공주교대)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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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경남대),
이정연(고등과학원)

Program - Day 2
June 21 (Friday)

Place : International Conference Room

Time
09:20-09:50

09:50-10:00

10:00-10:50
10:50-11:10
11:10-12:00

Program

Registration // Tea & Sandwiches
International Conference Room Lobby
Jong Hae Keum,
Vice President of KIAS
Opening
Pyung-Lyun Kang

Address

Chair of organizing committee
& President-elect of KWMS

Open KIAS

Geometric discrepancy theory

Plenary Talk 2

Jill Pipher, Brown University, USA

Break
Recent results on domination-critical
graphs

Open KIAS
Plenary Talk 3

Nawarat Ananchuen, Silphakorn
University, Thailand

Poster Session Presentation
(Poster posting hours : Day 1 14:00 - Day 2 14:30)

Lunch

14:10-14:40

KWMS Meeting (Members only)

14:40-15:00

Break

(Brown
University)

Soojin Cho
(Ajou
University)

International
Conference
Room Lobby

2013 KWMS Cafe►

Session I : Algebra

Room 1424

Open

Session Ⅱ : Analysis

Room 1423

KIAS

Session Ⅲ : Applied Mathematics

Room 1209

Special

Session Ⅳ : Geometry and Topology

Room 7323

Sessions
18:00-20:00

Hee Oh

Conference Photo

13:00-14:10

15:00-17:50

Soon-Yi Ka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2013 KWMS Cafe

12:00-12:10
12:10-13:00

Chair/Place

Session Ⅴ : Mathematics Education
Banquet

International
conference room

Atrium

▷ 국제학술대회 자료는 강병련 회장과 강순이 총무가 정리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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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강병련 교수님께 처음 KWMS학회 소식을 들었다. 대학원에 들어와 처음 접하는 외부
학회였기에, 처음에는 기대와 설렘도 있었지만, 뒤이어 걱정이 앞섰다. 소식을 알려주시고 제안해
주신 교수님께는 정말 감사했지만, 과연 이 학회에 내가 참여해도 될까? 참여해서 내가 얼마나 이
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고등과학원에서 열린 이번 제10회 한
국여성수리과학회 국제학술대회는 그러한 걱정을 잊도록, 또한 가졌던 기대감보다 더 큰, 잊지 못
할 기억을 남겨주었기에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다.
실질적으로 내가 모든 강연의 내용들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는 못했지만, 중요한 사실은 수
학을 공부하는 나에게 전공에 대한 더 많은 흥미와 그로 인한 동기부여, 그리고 더 나은 미래의
모습들을 그려 나갈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것이다. 멘토로써 후배 여성 수학도들을 이끌어주려 하시
는 선배님들의 강연을 통해, 좁은 문의 미래만 바라보던 나는 좀 더 내 잠재력을 믿고 더 멀리,
더 넓게 나아갈 용기를 가지게 되었다.
일정표에 따라 강연을 들으며, 우리나라에도 여성들을 위한 수리학회가 있었고, 이렇게 훌륭한
프로그램들이 있었다는 놀라움이 들었다. 그동안 나는 ‘우물 안의 개구리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러한 소식들을 알게 되었다는 기쁨이 더 컸다. 1박 2일 동안 수학에 대한
여러 분야를 접하며 다양하게 관심을 가질 수 있었고, 그 안에서 어쩌면 나도 ‘한국의 여성 수학
자’이구나 하는 왠지 모를 뿌듯함과 당당한 자신감 또한 갖게 되었다.
끝으로 나처럼 처음에 대한 걱정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KWMS 국제학술대회는
수학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살아 숨쉬는, 가슴 뛰는 강연을 한자리에서 들을 수 있었던 기회였다
고 전하며, 적극 추천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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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여성수학자 커리어 리더스 포럼』은 한국여성수리과학회가 2007년부터 여과총의 지원
으로 매년 수행하는 사업으로, 융합학문시대를 이끌 차세대 여성수학자들의 양성에 기여하는 것에
사업의 기본 목표를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1세기 국가경쟁력을 선도할 새로운 분야를 이해하
고 수학 활용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그 안에서 학문적 동
기를 부여하고, 차세대 여성수학자들의 학문적 역량과 리더십을 함양하기 위해 기획되고 진행된
다. 한국여성수리과학회는 본 사업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2012년 여과총의 우수단체상을 수상하기
도 하였다.
2013년『차세대 여성수학자 커리어 리더스 포럼』은 지난 11월 15일 부산대학교 상남국제회관에
서 200여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어, 다양한 분야에 진출한 선배 여성수학자와 수
학과 학부생 및 대학원생, 그리고 수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고등학생까지 아울러서 만남과
멘토링의 시간을 가졌다. 세부 프로그램은 수학의 사회적 역할모색 및 수학전공자의 진로제시, 차
세대 여성수학자의 리더십 함양에 그 목적을 두고, 3건의 전문가 초청강연과 2건의 선배와의 현
장 멘토링, 4건의 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의 멘토링 논문 구두발표 등으로 구성되었다.
▷ 리더스 포럼은 이동희 교수님이 주관하였고, 자료도 정리해 주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10 -

2013 차세대 여성수학자 커리어 리더스 포럼
“ A Leader's forum for the future of Women Mathematicians ”

2013 리더스 포럼 일정표-오전 세션
시 간
10:40-11:00
(20분)
11:00-11:10
(10분)
11:10-12:00
(50분)

행 사 내 용

좌 장

등록, Sandwich and Coffee
[개회식]
• 개회사: 한국여성수리과학회 강병련 회장
• 축사: 부산대학교 안홍배 교육부총장
[초청강연]
• 연사: 김향숙 교수(인제대)
• 연제: 나를 위한 준비와 설계

이동희 교수
(부산대)
김주영 교수
(대구가톨릭대)

[대학생 멘토링 논문발표]
• 발표자: 김민지, 김효정, 이준희, 정유승(인제대 1~3학년)
• 지도교수: 김향숙(인제대)
12:00-12:40
(40분)

• 발표제목: GSP를 활용한 수학의 시각화
[고등학생 멘토링 논문발표]
• 발표자: 김량경, 장영주, 하소미(만덕고 1학년)
• 지도교사: 신경화(만덕고)
• 지도교수: 엄미례(동서대)
• 발표제목: 미분방정식을 이용한 전염병 모형 분석
• 단체사진 촬영

12:40-14:10
(90분)

• 점심식사 (상남국제회관 1층 문창홀)
• 한국여성수리과학회 임시총회
(13:40-14:10, 상남국제회관 2층 아미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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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아 교수
(조선대)

2013 리더스 포럼 일정표-오후 세션
시 간
14:10-15:00
(50분)

행 사 내 용
[초청강연]
• 연사: 주성진 박사(국방과학연구소)
• 연제: 무기 속의 수학

좌 장
김기원 교수
(신라대)

[선배와의 현장 멘토링]
• 연사: 서효정(메트라이프생명 계리팀)
15:00-15:50
(50분)

• 연제: 수학으로 미래를 디자인하라
[선배와의 현장 멘토링]
• 연사: 김정은(경남은행 재무기획부)

이현영 교수
(경성대)

• 연제: 전공이 직업에 미치는 영향
(수학과 졸업생의 이야기)
15:50-16:10
(20분)

Coffee Break
[대학원생 멘토링 논문발표]
• 발표자: 김현정(포항공대 박사과정)
• 지도교수: 황형주(포항공대)

16:10-16:50
(40분)

• 발표제목: 표면장력파의 진동에 대한 수학적 모델링
[대학원생 멘토링 논문발표]

이은경 교수
(부산대)

• 발표자: 조유영(부산대 박사과정)
• 지도교수: 조경미(동서대)
• 발표제목: 선형 상보성 문제에 대한 내부점법
16:50-17:40
(50분)

[초청강연]
• 연사: 김미진 교수(동서대)
• 연제: 게임과 수학

17:40-17:50
(10분)

저녁 간식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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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영희 교수
(고신대)

수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미래의 훌륭한 수학교사를 꿈꾸는 대학생으로서, 그리
고 얼마 남지 않은 나의 대학생활에 대한 활력을 찾고 싶은 마음을 안고 참여한 리더스 포럼에서
의 강연들은 하나같이 나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강연이었다.
대학생활 4년이 다가기 전에 꼭 한 번쯤은 수학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학회에 참여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되어 우리 학과 이정엽 교수님의 소개로 한국 여성수리과학회
에서 주관하는 ‘리더스 포럼’을 알게 되어 참가하게 되었다. 개최하는 장소가 부산인지라 다소
거리감이 있었지만, 지원해주는 교통비와 주말을 할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로 인해 가벼운 마음
으로 다녀올 수 있었다.
11시부터 시작한 리더스포럼에서는 먼저, ‘나를 위한 준비와 설계’라는 인제대학교 김향숙 교
수님의 강연으로 시작되었다.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으로 손꼽는 수학이 얼마나 재미있는
학문인지 1000년 동안 세계를 빛 낸 100인 중 2위를 차지한 Newton을 소개하며 수학인으로서의
자긍심과 노력을 당부하고 수학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셨다. 또한 창의적 문제해결력이 요구되는
현대에 살고 있는 수학인의 자세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끔 하는 강의였다.
이어 진행된 강연은 인제대학교 학생들이 ‘GSP를 활용한 수학의 시각화’라는 주제로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피타고라스 정리를 비롯하여 도로에서 들리는 자동차 소음이 아파트 층
수에 미치는 영향, 포물선의 탐구 및 사각형 내의 사각형 반복 등의 내용을 소개하였다. GSP의 활
용은 1학년 때 ‘컴퓨터와 수학교육 및 실습’이라는 전공과목에서도 다루었던 프로그램이었기에
더욱 관심 있게 살펴보았다. 특히나 GSP와 같은 프로그램은 그래프를 그리는 경우나 도형을 작도
하는 경우, 그리고 그래프나 도형의 특정 변수가 변함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수학에 다가가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하
므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아주 유용한 도구이다. 이러한 GSP를 이용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피타
고라스 정리의 증명을 보다 수월하게 접근 하여 과정을 살펴보면서 또 한 번 학습에 있어서 시각
화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또한, 도로에서 들리는 자동차 소음과 아파트 층수의 상관관계를 수학적
으로 모델링화하여 살펴보았는데 우리 주변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들을 수학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에 수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다음 강연은 ‘미분방정식을 이용한 전염병 모형 분석’이라는 주제로 고등학생들의 논문발표가
이어졌는데, 이 순서는 리더스 포럼을 오기 전부터 가장 궁금하고 기대되는 강연이었다. 논문발표
를 하는 대상이 고등학생이라는 점과 대학생인 우리도 배운지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은 미분방적식
을 사용하여 발표한다는 점이 너무나 놀라웠기 때문이다. 미분방정식을 이용하여 우리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례는 많이 나타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전염병 모형을 분석하는 것이
라고 한다. 이 연구는 세균에 의해 감염될 경우, 전염병의 전파가 어떤 양상으로 이루어지는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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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으로 이해하고 전염병의 형태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모형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 것이다. 감염되지 않은 사람이 세균이라는 매개체에 의해 감염되고 감염된 사람이 면역을 가지
게 되는 순리를 수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SI모형, SIR모형, SIRS모형을 통해 설명하였다. 수업
시간에도 교수님께서 몇 차례 언급하셨던 사례였기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들은 강연이었다.
점심시간을 가지고 또 다른 초청 강연으로 우리의 관심을 끌었는데, 그것은 바로 국방과학연구소
주성진 박사님의 ‘무기 속의 수학’이라는 강연이었다. 실제로 수치해석학을 전공하신 주성진 박
사님은 현재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에 근무하고 계신데, 오늘날과 같이 수학이 쓰이지 않는 분야
가 없는 시대에 수학을 전공하여 갈 수 있는 길은 무수히 많으며 그 중 하나가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원이라고 말씀하셨다. 취업의 길을 국한된 범위에서 찾으려고 노력하는 수학전공자들에게 정
말이지 유익하고 참신한 강연이 아닐 수 없었다. 특히 박사님께서 무기와 전투복 발명사진을 보여
주셨는데 지금 보아도 정말 참신하고 감탄을 자아내는 발명품들이 무려 십여 년 전에 고안해낸
것이라고 하셨는데, 미리 십년을 앞서 내다보는 통찰력도 갖춘 직업이라는 것에 너무나 큰 매력을
느꼈다.
이어지는 강연은 교수님이 아닌, 수학과를 졸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서효정, 김정은 멘토의

직

업 강연이었는데, 한 분은 메트라이프생명 계리팀에 근무하고 다른 한 분은 경남은행에 취업한 사
례였다. 두 강연 역시 앞선 주성진 박사님의 강연에서처럼 수학전공자들의 다양한 직업군을 소개
해주었다.
전공과목과 연계한 폭 넓은 논문발표부터 한창 취업으로 인해 걱정 많은 대학생들을 위한 직업
군 소개 강연까지 다채롭고 새로운 정보들을 많이 얻어 갈 수 있었던 이번 리더스 포럼의 참가는
너무나 만족스러웠고 나도 언젠가는 저 자리에 서서 수학을 전공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 뜻과
진심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3 한국여성수리과학회 국제 학술대회에 참석한 강순이 교수와 강원대학교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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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MS는 2012년도에 창의재단에서 공모하는 2012년 상반기 과학문화민간활동 지원사업에 “수학
자와 함께 하는 수학문화 나눔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지원하여 선정되어 사업비(2000만원)를 지
원받아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였다.(주관교수:김영희 충남대 교수) 2012년도 진행한 ‘중학생 수학
스토리 구연대회’사업의 연속으로 2013년도에는 중학생 대상 수학스토리텔링 한마당대회를 개최
하여 흥겨운 수학 나눔 잔치를 벌였다.

(18쪽으로 연결됩니다)

▪대상:전국 중학교생.
▪예선1회(35팀/55명), 본선1회(20팀/38명)
수학스토리
구연대회

▪일시:2012년 8월 9일(목),
▪장소: 한남대학교
▪주관교수: 신인선(한국교원대),
최은미(한남대)

▪대상:충청남북지역 중학생(30명)
수학문화

▪일시:2012년 9월 15일(토)

체험활동Ⅰ

▪장소: 속리산 법주사 경내

(중부권)

▪주관교수: 김영희(충북대),
김미혜(충북대)

수학문화
체험활동Ⅱ
(동남권)

▪대상:경상남북지역 중학생(71명)
▪일시:2012년 9월 22일(토)
▪장소: 경주 불국사 경내
▪주관교수: 김주영(대구카톨릭대)

▪대상:전라남북지역 중학생(31명)
수학문화
체험활동Ⅲ
(서남권)

▪일시:2012년 9월 8일(토)
▪장소: 무등산 일대
▪주관교수: 김선아(조선대)

▷ 김영희 교수님이 2012년 주관한 사업으로 신인선 교수님이 자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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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수학 스토리텔링 한마당’은 KWMS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수리과학 대중화 사업의 일환
으로 수학 개념과 이론을 다양한 형태의 이야기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수학을 좀 더 친밀하
고 유용한 것으로 느끼게 하고자 기획되었으며 작년에 이어 두 번째 대회이다.
중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직접 고민해 만든 수학 스토리텔링 대본을 연극이나 콩트, 뉴스, 연주
등 자유로운 형태로 직접 구연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올해 대회에는 치열한 예선을 거쳐
전국에서 참가한 15팀이 확률, 함수와 방정식, 평행선의 성질, 원의 성질 등 다양한 수학 개념을
연극이나 뉴스 등의 다양한 형태로 구현했다. 특히 학생들은 직접 외계인 의상이나 까마귀 의상은
물론 배경음악과 동영상까지 준비해 무대를 다채롭게 구성하는 열정을 보였다. 대상을 수상한 배
수현(고양 화수중 2) 양은 “과목 중에서 유독 수학을 어려워했다”며, “선생님의 추천으로 대회
에 참가하게 됐는데 대본을 짜고 연극 연습을 하는 준비과정을 통해 수학을 재미있게 생각하게
되었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학생들이 스스로 준비하면서 어렵게 느끼는 수학의 원리를 쉽게 이해하며 연극 등의 과정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수학을 소재로 자신의 넘치는 끼와 창의력을 발산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였으며. 구연한 작품 수준이 신선하면서도 수준이 높아 실제 수업에 바로 응용해도 좋을 정도의
훌륭한 성과를 보여주었다. KWMS에서는 앞으로도 수리과학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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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수학동아 2013년도 11월호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상 내역

작품 제목

수상자

학교

대상(한국교원대학교 총장상)

놓지마, 확률!

김지원, 배수현, 이채원

경기 고양 화수중

은상(한국여성수리과학회장상)

견우와 직녀

김규원, 김예란, 홍은혜

대전 어은중

은상(한국여성수리과학회장상)

2013견우와 직녀

이준영, 이창윤

대전 동화중

금상(한국여성수리과학회장상)

외계인의 선물

박지윤, 최수빈, 황세원

대전 어은중

▷ 전국 중학생 스토리텔링 한마당은 ICME12의 지원을 받아 신인선 교수님이 주관하였습니다.

(15쪽에서 계속됩니다)
2012년도 시행한 수학대중화를 위한 “수학자와 함께 하는 수학문화 나눔 프로젝트”는 각 지역
에 계신 교수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운영되었
으며, 적은 사업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가능하였다. 사업의 효과 및 의의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
음과 같다.

▶ 수학스토리구연대회 - 다양한 지역, 학년층의 학생들이 참가하여 동화, 만담, 연설, 개그 등
여러가지 장르의 수학스토리를 구연함으로써 수학스토리텔링에 대한 확산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으며, 수학을 즐기는 대회’로 만들었음
▶ 수학문화체험활동 - 수학을 인문학 및 예술 등의 다양한 분야와 융합하여 새로운
학습프로그램 개발. 가정과 학교에 가능성 있는 토요체험학습프로그램으로서의 모델 제시.
저소득층 학생들과 차상위 계층학생들을 우선 선발함으로써 수학대중화의 저변확대를 꾀함과
아울러 사회복지차원의 프로젝트를 수행함
▶‘학생들로 하여금 수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였으며, 문화적
접근을 통해 간학문적이면서 융합적인 수학적 사고력을 진작시킬 수 있는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 및 체험학습 프로그램의 모델을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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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순 이 (강원대)
한국여성수리과학회(KWMS, 이하 여성수학회)는 지난 6월 20~21일 이틀간 창립총회가 열렸던 고
등과학원의 국제회의실에서 열 번째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학술대회 첫 문을 연 호주 퀸즈
랜드 대학의 메릴린 구즈 교수가 기조강연에서 던진 “수학교육에서의 성평등: 아직도 멀었나?”
라는 질문은 창립 10주년을 앞둔 여성수학회의 화두와 다르지 않다.
수학자 앞에 붙은 ‘여성’이라는 수식어가 끊임없이 소수자로서의 자각을 일깨웠을 시절에 외
로움과 어려움을 묵묵히 혼자 감당했던 선배 여성수학자들은 한국 수학계의 선도자로 자리매김하
자 후배 여성수학자들이 힘을 모을 수 있는 장을 만드는데 시간과 공을 들이기를 마다하지 않았
다. 그들의 노고 덕에 마침내 각지의 여성수학자들이 처음 한자리에 모였을 때 기대와 달리 반가
움을 압도한 것은 오히려 자랑스러움이었다. 한국의 여성수학자들은 여전히 만연한 불합리하고 불
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위산의 소나무처럼 빼어나고 당당했다. 제1회 국제학술대회에서 보여준
여성수학자의 뛰어난 수학적 기량과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바라는 거침없는 목소리는 모임의 주
체가 된 여성수학인들 뿐 아니라 여성수학회의 태동을 무심히 바라보던 비 여성수학인들에게도
국내 여성수학자들의 위상을 다시 바라 볼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후 때로는 ‘수학’에 때로는 ‘여성’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학술 대회와 멘토링, 포럼 등을
병행하던 여성수학회는 창립 5년째부터 명실상부한 수학학회로서의 ‘한국여성수리과학회 국제학
술대회’와 차세대 여성수학인 리더 양성을 도모하는 ‘리더스포럼’, 그리고 청소년들의 수학에
대한 흥미 고취와 과학적 소질 계발에 목표를 둔 ‘중학생 수학 스토리텔링 한마당’으로 수학과
여성 인재 발굴, 그리고 후세대 교육에 각각 중점을 두어 핵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13년도에
도 서두에 말한 대로 지난 6월에 고등과학원에서 미국여성수학회 회장인 브라운 대학의 질 파이
퍼 교수, 호주 퀸즈랜드 대학의 메릴린 구즈 교수, 태국 실파콘 대학의 나와랏 아난추엔 교수 등
세 명의 기조 연설자를 비롯해서 대수, 해석, 응용수학, 기하 및 위상 그리고 수학교육 등 다섯 분
과의 총 51명의 발표자와 20점의 포스터 발표로 열 번째 국제학술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10월
12일에는 한국교원대학교에서 구연, 만담, 연극, 개그, 수학마술 등 자유로운 형태로 수학을 얘기
하며 재미와 논리를 겨뤄보는 전국 중학생 스토리텔링 한마당을 주최하고, 11월 15일에는 부산대학
교에서 다양한 분야에 진출한 선배여성수학자와 수학과 학부 및 대학원 여학생, 그리고 수학에 깊
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고생까지 아울러서 만남과 멘토링의 자리를 마련해 주는 2013 차세대여
성수학자 커리어 리더스 포럼을 개최한다. 여성수학회 창립 10주년이 되는 2014년에는 때마침 서
울에서 열리는 제27차 세계수학자대회(ICM)와 연계하여 8월 12일과 14일 양일간 세계여성수학자대
회(ICWM)를 주관할 예정이다.
여성수학회가 창립되고 여덟 번 임원진이 바뀌는 동안 조직, 운영, 사업 등 학회의 외연은 많은
성장을 거두었다고 본다. 창립기념 학술대회를 비롯하여 여성수학회가 새로운 행사를 열 때 마다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우수한 여성 수학자들을 찾아내는 등 여성수학자들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
겠다는 학회의 일차 목표도 제법 달성되고 있지 않나 싶다. 이제 탄생 10주년을 앞두고 여성수학
회가 아직 갈 길이 먼지, 얼마나 남았는지 자문도 하고 질문도 받는다. 그런데, 여성수학회는 한국
에 ‘여성수학자’는 없고 ‘수학자’만 있는 날을 한 번 만들어 보자는 절치부심이 아니라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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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적인 요소들로 인해 수학을 자유롭게 하는데 지장을 겪어 본 이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거나 또
앞으로 할 가능성이 있는 이들을 불러 모아 서로 도우면서 즐겁게 수학을 해 보자는 단순한 각오
로 시작했다. 그 다짐이 적지 않은 호응을 불러일으켰고 5개년이니 10개년이니 하는 변변한 살림
살이 계획도 없이 지금까지 발전하면서 이어져 온 것이다. 이 사실은 여성수학회가 수학계와 여성
과학계에 무척 필요했고 앞으로 한동안 없어져선 안 될 조직임을 반증한다. 또한 여성수학회가 스
스로 던질 질문은 다름 아니라 얼마나 제대로 원래의 각오를 실행해서 여성수학인들의 공감을 얻
고 있는가이다. 그리고 다가올 10년 뒤에도 모임의 당위성과 아름다움을 잃지 않으려면 적어도 여
성수학회 안에서는 소외감이 자리할 수 없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여성’을 넘어서서 다양한 소
수의 목소리와 소통하고자 하는 비범한 노력이 필요하다. 초대회장을 역임한 고계원 교수의 창립
취지문에 여성수학회가 나아갈 바가 바로 담겨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우리뿐 아니라 사회의 소수인 들에게 그들의 선택이 존중되어야 하며
그들의 능력이 발휘되어야 한다는 격려를 보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글은 2014년 KWMS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대한수학회 뉴스레터에 기고된 글입니다)

세계여성수학자대회(ICWM 2014) 창립
2004년 창립된 한국여성수리과학회(KWMS)는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2014년도에 2014년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수학연맹(IMU)의 협력으로 세계여성수학자대회(ICWM 2014) 창립대회를 주관합니다. 자
세한 사항은 다음 쪽 자료에 있습니다.

세계여성수학자대회(ICWM 2014) 『2014 Together Project』모금운동
특히 『2014 Together Project』는 ICWM 2014에서 기획한 그랜트 프로젝트로서 개도국 수학
자를 지원하는 ICM의 나눔 프로젝트와 그 뜻을 같이하여, 개발도상국 여성수학자 100명에게 세
계수학잔치인 ICM 2014, ICWM 2014 두 대회 참가를 독려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개발도상국
여성수학자들의 학문적, 교육적 성장을 지원하여 전 세계 수학계가 함께 발전을 추구하려는 목적
으로 고계원 초대학회장님과 샘표식품의 아름다운 기부로 시작된 2014 Together Project에 2013년
에도 많은 분들이 동참하였습니다. 2013년도 말까지
▪ (주)재능교육 500만원
▪ LG생명과학 500만원
▪ 노선숙 KWMS 전회장 800만원을 비롯하여 48분이 총 23,333,380원
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ICWM 웹사이트
http://www.kwms.or.kr/icwm2014
를 방문하여 기부금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이 뉴스레터 뒷부분에 있는 기부금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Icwm2014.seoul@gmail.com, 혹은 kwms2004@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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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ongress of Women Mathematicians
2 0 1 4 세 계 여 성 수 학 자 대 회
ICWM 2014 with『Together Project』
August 12, 2014 at Ewha Womans Univeristy, Seoul, Korea
August 14, 2014 at COEX Convention Center, Seoul, Korea
▸2014 세계여성수학자대회(ICWM 2014)는 한국여
성수리과학회(KWMS)가 국제수학연맹(IMU)의 긴
밀한 협조로 2014년 서울에서 주관하는 역사적
인 창립대회로서, 향후 세계수학자대회(ICM)와
연계하여 세계 전 지역에서 4년마다 개최될 것
입니다. 세계 여성수학자들과 수학을 귀하게 여
기는 지원자들이 모여 그간 이룬 수학 발전과
수학적 힘을 나누고 여성의 수학분야 활동을
독려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개발도상국가 여성
수학자들을 포함하여 전 세계 수학계가 함께
나누며 발전하는 신뢰기반 네트워킹구축을 목
표로 합니다.
▸2014 세계수학자대회(ICM 2014)는 1897년 취리
히 창립대회를 시작으로 국제수학연맹(IMU)이
지원하여 매 4년 열리는 수학의 올림픽과도 같
은 전 세계 수학계 축제로서, 수학의 노벨상이
라고도 불리는 필즈상(1936 시작)을 개최국 국
가원수가 개막식에서 시상합니다. 최근 괄목할
성장을 이룬 국내 수학계가 100여년 역사에 처
음으로 대한민국, 서울에서 27차 대회를 유치하
였으며, 개도국 수학자 1000명을 지원하는 귀중
한 NANUM2014 프로젝트를 운영합니다. ICM
대회에 이어 ICWM 대회도 새롭게 창설하고 지
원하는 국제수학연맹은 1920년 결성되어 현재
77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전
세계 수학과 수학자들의 고른 발전을 지원하는
국제수학기구입니다.
▸ICWM 2014는 8월 12일과 14일에 이화여대와
COEX에서 개최됩니다. 프로그램으로는 IMU가
구성한 PC에서 선정한 콜로키엄 형식의 초청강
연, 수학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요즘 전 세
계 여성수학자들의 학문적 발전과 커리어 지원
을 위해 각국의 현황을 모으고 비전을 함께 모
색하는 ICWM-Forum 세션, LOC가 기획하는 세
계 여성수학자들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포스
터세션, 주관기관인 KWMS 세션, 여성수학의 현
재와 미래에 대한 IMU 총재 기획발표가 예정되
어 있습니다. ICM행사인 Emmy Noether 강연 이
후 역사적인 세계여성수학자대회 창립대회를
축하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발전을 추구하는 전
세계
수학계
네트워킹을
위한
모임인
ICWM-Night이 개최됩니다.

▸2004년 창립된 한국여성수리과학회(KWMS)는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ICWM 창립대회
를 주관하는 기관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미국
AWM, 유럽 EWM에 이은 여성수리과학인 지원
단체로서 현재 300여명의 회원들이 국내, 국제
학술대회를 통해 여성수학자 지원과 차세대 여
성수리과학인
교육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4 Together Project』는 ICWM 2014의 특별 프
로그램으로서 개도국 수학자 1000명 지원을 목적으
로 하는 ICM 2014의 나눔2014와 비전을 같이하며 개
발도상국 여성수학자 100명에게 세계수학계 축
제인 ICM 2014과 ICWM 2014 두 대회 참가를
독려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최근 TIMSS와 PISA
국제수학교육비교연구 결과에서 보듯이 대한민
국 수학교육은 세계 최우수 수준으로 우뚝 섰
으며, 고등수학계 역시 ICM을 유치할 만큼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큰 발전과 수혜를
받은 대한민국 수학계, 교육계가 상대적으로 기
회가 적었던 개발도상국
수학계와 미래세대의
학문적, 교육적 성장을 지원하여 나누고 함께
발전하려는 비전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초대학회
장이신 고계원교수님의 아름다운 기부로 시작
하여, 학회는 본 프로젝트에 뜻을 같이 하는 분
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모금운동을 펼치고 있습
니다.
▸수학을 사랑하고 수학계를 지원하는 국내외 모
든 분들이 『2014 Together Project』비전에 함께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역사적인 창립대
회를 뜻 깊게 자리매김하기 위해, 그리고 미래
(여성)수학계의 발전을 세계 모든 국가가 함께
도모해 나가기 위해 보내주시는 성원과 격려는
전 세계 수학 미래 세대들 마음에 작은 씨앗으
로 심어져서, 함께 추구하는 수학발전을 통한
함께 나아가는 미래사회 구축에 소중하게 기여
할 것입니다.
▸전 세계 이목이 수학에 집중될 2014년 8월 서울
에서 개최되는 세계수학인의 축제 ICM 2014와
더불어 역사적인 세계여성수학자대회 창립대회
인 ICWM 2014 으로 수학을 사랑하는 모든 분
들을 기쁜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December, 2013

ICWM 2014 조직위원회: http://www.kwms.or.kr/icwm2014, icwm2014.seoul@gmail.com

- 20 -

김 선 자 (청운대학교, 현 KWMS 부회장)
2013년 11월 1일 대전에 소재한 NIMS에서 한국여성수리과학회는 고계원 초대회장과 강병련 회장
님을 비롯한 임원들과 NIMS의 여성연구원들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은 NIMS의 축제일이기도
하였는데, 이곳에 수리과학의 소통에 기여하는 연구허브의 역할을 할 수학원리응용센터(Center for
Applications of Mathematical Principles)의 개소식이 있었다.
여성은 가족구성원으로서의 특별한 역할로 인하여 학문적 활동을 중단 없이 집중적으로 하기가
매우 어렵고 이에 따라서 어느 시기에는 학문적 성취가 남성에 비하여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성이 학자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이 척박할 수밖에 없기에, 한국여성수리과
학회는 2004년 창립 이후에 여성수학자들이 모여서 다양한 경험들과 극복해야 할 문제들을 나눌
수 있는 장을 여러 가지 형태로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다.
특히 NIMS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수의 젊은 여성수학자들이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기
에, NIMS의 여성연구원들과의 간담회는 우리 여성수학계에 더욱 의미가 있는 자리였다. 이번 간담
회를 통하여 선배인 학회 임원들은 우리의 후배들이 여전히 어려운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후배 여성수학자들을 위한 연구 환경 및 제도 개선을 이루려는 그간의 노력이 부
족하였음을 반성하고 다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동시에 연구소에서의 경험이 그
에 임하는 자세에 따라 앞으로의 연구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잇음을 알려주고 싶었다. 여러 가
지로 부족한 자리였지만 후배들에게 선배인 학회 임원들과의 대화가 조금이라도 격려가 되고 희
망을 주는 자리였기를 소망한다.

이 사진을 찍고 계신 빨강바바리의 이동희 교수님, 인기가 너무 많
은 고계원 교수님과 이향숙 교수님, 조금 빨리 자리를 뜬 장선영 교수
님은 사진을 같이 찍지 못하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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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종해 교수 대한수학회 학술상 수상
우리학회 특별회원이자 우리 학회의 적극적인 후원자인
고등과학원 금종해 교수가 대수기하학의 오래된 미해결
문제인 “유한표수위에 정의된 K3 곡면의 사교 유한 대
칭군의 분류” 문제 해결과 K3 대수곡면에 대한 연구,
Fake 사영평면의 연구 등 대수기하학의 여러 분야에서
훌륭한 연구 업적을 인정받아 2013년 11월 25일 서울시
립대학교에서 열린 2013년도 대한수학회 정기총회 및 가
을 연구발표회에서 대한수학회 학술상을 수상하였다.

▣ 김서령교수, 진범자 교수 KMS 논문상 수상
2013년도 대한수학회 정기총회 및 가을 연구발표회에서
서울대학교의 김서령 교수와 목포대학교의 진범자 교수
가 대한수학회 논문상을 각각 수상하였다.

▣ 고등과학원 박희상 박사, WISET-KMS 젊은여성우수연구자상수상
2013년도 대한수학회 정기총회 및 가을 연구발
표회에서 고등과학원 박희상 박사가 WISET-KMS
젊은여성우수연구자상을 수상하였다. WISET-KMS
젊은여성우수연구자상은 젊은 여성과학기술인들
의 연구의욕을 제고하고 지속적으로 연구를 격
려하고자 제정한 상이다.

▣ 고등과학원 박희상 박사, 한국여성과학기술총연합회 미래인재상 수상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고등과학원
박희상 박사를 4차원 다양체와 복소곡면 분
야에서의 연구 업적을 인정하여 2013년 미래
여성인재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2013년 11월 7
일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10주년 기
념식 및 학술대회에서 시상하였다.

▣

김기원 교수,

2013

과학기술진흥유공자훈장

수상
신라대학교 김기원 교수가 2013년 4월 19일 정부과천청
사에서 열린 제 46회 과학의 날 및 제58회 정보통신의
날에 차세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사업에 기여한 공으로
과학기술진흥유공자훈장을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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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원 교수 2013 과학기술진흥유공자훈장 수상소감
지난 4월 19일, 제 46회 과학의 날 및 제 58회 정보통신의 날에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인․정보통신인 한마음 대회에서
과학기술훈장을 받았습니다.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여러분께 이렇게
지면으로나마 수상 소감을 전하게 되어 감사드리며 또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01년 이화여대에서 차세대여성과학기술인 육성사업(WISE)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였을 때, 이 사업을 모든 것이 수도권보다
열악한 다른 지역에서도 시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마침
2002년 WISE 사업이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그 해부터 부산/경남지역센터를 맡아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2012년까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사업(WISET) 동남권 신라대학교 사
업책임자를 역임하면서 했던 많은 일들이 떠오릅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부산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무작정 찾아가기도 하고 맨몸으로
부딪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나중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도움을 주셨습니다. 여학생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중고
등학교 수학․과학 선생님, 컨텐츠를 개발하고 주말이면 실험실을 열어 수고해주신 교수님과
연구소의 연구원 선생님, 각종 대회 마다 지도해 주신 지도교사와 지도교수님, 한국여성과
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이신 이혜숙교수님, 전국 WISET 사업 단장님들과 연구원들, 대한여
성과학기술인회 여러분들(원미숙 박사님, 민병주 국회의원, 하경자 교수님, 김정선 교수
님...)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분들의 참여와 도움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업에서는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이 이공계로 진학하고, 이공계 여대생들은 전공분야
의 전문가로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컨텐츠를 개발하여 실시하였는데,

10년

간 총 10만명 이상이 사업에 참여하였고, 참여한 여학생들에 대한 추적조사 결과 90%이상
이 이공계로 진한 것으로 분석되어 무척 보람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학교 때 수학에 자신감을 잃으면 이공계로 진로를 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여
중생수학탐구발표대회와 다양한 수학체험 프로그램들을 제공하여 여학생들이 수학에 자신
감을

갖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작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국제수학교육대회

(ICME-12)의 프로그램 중 하나 였던 ‘Girl's Math Day'의 실무책임자로서 여학생친화
적인 소재로 수학체험부스를 운영하고, 여성수학자를 꿈꾸는 많은 여학생들을 초청해 여성
수리과학자와의 멘토링을 실시하였으며, 수학교사들의 성인지적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국
제수학연맹의 첫 여성회장인 잉그리드 도브시 듀크대 교수를 초빙하여 특강을 실시한 것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이번의 수상을 계기로 제가 교육자로서 늘 마음에 담고 있는 퇴계선생님의 말씀인 敎以
學行 備給書冊(교이학행 비급서책: 학문과 행함으로 가르치고, 서책을 갖춰 주도록 하라)을
더욱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 노력하도록 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은 KWSE 뉴스레터에 게제된 것을 김기원 교수님의 동의로 재 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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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령 교수 2013 KMS 논문상 수상소감

이번에

대한수학회논문상을

받은

논문은

“Graphs

with

one

hole

and

competition number one, J. Korean Math. Soc. 42(2005), no 6, pp.
1251-1264”로, Hole을 한 개 갖는 그래프가 competition number를 1로 가질
충분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Digraph  의 competition
graph

 는 꼭짓점의 집합을  와 같이 갖고, 꼭짓점 와 가  에서 공통의

out-neighbor를 가지면

를 변으로 갖는 그래프로 정의됩니다. Competition

graph 개념은 생태학적 위상공간의 최소차원을 결정하는 수단으로서 1968년 Cohen
에 의하여 도입되었으며 coding, radio transmission, chanel assignment,
complex economic system의 모델링 등에 응용됩니다. 연구방향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는데, 한 방향은 interval graph를 competition graph로 갖는 digraph의 성
질을 규명하는 것이고, 다른 한 방향은 acyclic digraph의 competition graph가
되는 그래프를 연구하는 것으로 다양한 그래프 family의 competition number를 구
하는 것입니다. 그래프에 isolated vertex들을 충분히 넣어주면 그 결과로 생기는 그
래프를 competition graph로 갖는 acyclic digraph가 존재하는데, 그렇게 되도록
넣어 주어야할 isolated vertex의 최소 개수를 그래프의 competition number라고
합니다. 저는 이 논문에서 competition number를 1로 갖는 그래프의 특징을 규명하
는 과정 중에, 차수가 1인 꼭짓점은 그래프의 competition number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보였고, 그래프의 competition number가 그 그래프의 hole의 개수보다
한 개 이상 많을 수 없을 것이라는 conjecture를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서 hole이란
induced subgraph를 이루는 길이가 4이상인 cycle을 의미합니다. 이 conjecture
를 해결하려는 후속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hole의 개수에 따른 그래
프의 구조에 대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졌으며 hole dimension이라는 개념도 도입되었
습니다. 이 conjecture는 최근에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의 Brendan D.
McKay교수와 두 공저자 Patrick Schweitzer와 Pascal Schweitzer 박사에 의하여
참임이 증명되었습니다.
1988년에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St. John’s 대학과 경희대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에 재직하면서 아주 열심히 연구한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뜻밖의 상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길지는 않지만 그동안의 연구 인생 동안 제가 느낀 것은 기회는 누구에
게나 오는 것이며 준비만 되어 있다면 그 기회를 통해 얼마든지 도약이 가능하다는 것입
니다. 저와 함께 그래프 이론이라는 흥미로운 학문에 발을 들여 열심히 연구해 준 이정
연 박사와 박보람 박사, 그리고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와 사제의 인연을 맺게 된 사노 요
시오 박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 글을 끝마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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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상 박사 수상소감
제 연구분야는 4차원 다양체의 지리학 문제(geography problem)입니다.
4차원 다양체의 지리학 문제란 주어진 불변량을 가지는 4차원 다양체를
찾는 문제입니다. 4차원 공간들의 지도를 완성하는 문제라고 하여
지리학문제(geography problem)라고 부릅니다.
제 연구결과는 복소곡면과 사교다양체에 걸쳐 있습니다.
복소곡면이론에서 저는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 않았던 새로운 복소곡면을
만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풀 때 유리-고렌스타인 매끄러움 이론
(Q-Gorenstein smoothing theory)을 이용했습니다. 유리 고렌스타인 매끄러움 이론은 4차원 다
양체 이론에서의 수술기법을 복소곡면으로 확장시킨 방법입니다. 제 학위논문 주제는 유리고렌스타인 매끄러움 이론을 이용하여 복소곡면을 만드는 문제였습니다. 졸업한 후에도 관
련 이론을 바탕으로 새로운 복소곡면을 만드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유리-고렌스타인 매끄러움에 대해 선행연구를 하신
KAIST 이용남 교수님과 서울대 박종일 교수님 덕분입니다. 이 두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
고 싶습니다. 특히, 지도교수님이신 박종일 교수님께서는 석사 이후에 5년간의 연구공백이
있는 저를 학생으로 받아주셔서 너무나도 멋진 4차원의 세상에서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또, 재미난 문제를 제시해 주셔서 학위 과정과 졸업한 이후에 문제를 풀어가는 즐거움을 알
게 해주셨습니다. 지도교수님께는 수학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어
떤 문제를 풀 때의 집요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교다양체 이론에서의 제 결과는 복소곡면에서 결과를 사교다양체 이론으로 일반화하여
확장시키려는 노력에서부터 나왔습니다. 복소곡면에서의 방법에 대응하는 4차원 사교다양체
에서의 수술기법은 복소곡면의 특이점 주위를 떼어내고, 대신 특이점을 매끄럽게 만든, 소
위 밀러 가닥(Milnor fiber)을 되붙이는 수술기법입니다. 90년대에 다뤘던 특별한 특이점 뿐
만 아니라 상상가능한 모든 특이점에 대해서 복소곡면의 특이점에 대한 수술기법이 4차원
사교다양체의 범주 안에서 언제나 가능함을 증명하였습니다.
이 연구의 시작은 고등과학원의 WPR 해외단기 연수 프로그램 덕분이었습니다. 우선, 이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연수를 다녀오는 것을 권해 주신 저의 고등과학원 멘토교수님 금종해
교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금종해 교수님께서 권해주신 덕분에 헝가리의 레
니 수학연구소(Renyi Institute of Mathematics)에 방문하여 공동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때의 인연으로 현재까지 공동연구자인 Andras
Stipsicz 교수님과의 인연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니 수학연구소에 방문하는 것
을 흔쾌히 허락해 주시고 함께 공동연구를 진행하신 Andras Stipsicz 교수님께 감사의 마음
을 전하고 싶습니다. 성실한 태도로 공동연구에 임해 주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작이 있게 해주신 건국대학교 수학교육과 문명호 교수님께 감사의 마음
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의 가능성을 봐주시고 연구자의 길에 대해 전혀 몰랐던 저에게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연구가 잘될 때도 있고 잘 진행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처음 연구자의 길을 가고자 마음 먹
었던 그 마음을 잊지 않고 멈추지 않는 수학자로 살아남을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상 박사는 1998년 건국대학교 수학교육과를 졸업하고 2010년 8월 서울대학교 수리과학
부에서 박사학위(위상수학)를 취득하고 2010년 9월부터 현재까지 고등과학원 수학부 연구원
으로 근무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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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WM Local Organizng Committee 위원들이십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노선숙(이화여대 chair), 권세란(대림대), 권오남(서울대), 김기원(신라대) 김래영(이화여대), 김성아
(동국대), 김정욱(전남대), 방세정(영남대), 이윤진(이화여대), 이은정(연세대), 임보해(중앙대), 정문
자(수원대), 최영주(POSTECH), 황형주(POSTECH) 교수 (가나다순)
▶ 이화여자대학교 이향숙 교수, 서강대학교 이영란 교수, 서울대학교 권오남 교수 : 여성과총
2014년-2015년 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 강병련 회장 : 10월 8일 WISET 주관 여성과학기술 단체장들이 참석한 국정과제_미래 여성인
재 10만 양성을 위한 '2013 WISET 미니포럼'에 참가하여 우리 학회를 소개하였습니다.
▶ 이화여자대학교 이향숙 교수 : 2013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10주년 학술대회 조직위
원장으로 봉사해주셨습니다.
▶ 김선자 부회장 : 2014 세계수학자대회 행사조직위원장을 맡아 봉사해주고 계십니다.
▶ 강병련 학회장 및 다수 회원들이 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 지원결의안’의 국회통과를
기념하고 2014 ICM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여 열린 12월 8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 그랜드
볼륨에서 열린 2014 세계수학자대회 포럼에 참석하여 그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

사무국 주소 변경

2013년 11월 임시총회에서 의견이 개진되어 KWMS 사무국을 이전하였습니다. 새 사무국은 현
우리학회 고문이신 이화여자대학교 김경화 교수님 연구실입니다. 이화여대와 김경화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종합과학관 A동 321호
(우 : 120-750)

‣ 연락처: +82-2-313-2077(O) / +82-42-823-1856(F) / +82-10-3220-5565
□ 감사합니다^^

‣ 2012년과 2013년 사이에 우리 학회의 8대 임원진(회장 노선숙)과 9대 임원진(회장 강병련)이
학회 운영을 위하여 총 7,900,000원을 기부하였습니다.

‣ 특별회원 한 분이 1,000,000원을 학회 운영을 위하여 기부하였습니다.
‣ 2013년에 2014 Together Project를 위하여 3,300여만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동참해 주신 분들
께 감사드립니다(19쪽 참조). ICWM 웹사이트 http://www.kwms.or.kr/icwm2014 에 기부자들의 명
단이 올려 있습니다.
추가하고 싶은 2013년 회원동정을 아시는 분들은 kwms2004@gmail.com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26 -

의장: 노선숙(한국여성수리과학회 회장)
일시

2013년 6월 21일

장소

의안

전년도 업무보고 및 금년도 사업계획 보고와 안건 의결

KIAS Auditorium

1. 전년도 업무보고 및 금년도 사업계획 보고
(1) 사업보고
가) 2012년 사업 결산 및 승인
유망여성수학자국제학술대회 및 단기연수 지원: 240만원
2012년 6월 20-21일, 2012 국제학술대회, 이화여자대학교 - 결산: 32,011,917원
2012년 10월 26일, 차세대 여성수학자 커리어 리더스 포럼, 경기대학교

▫
▫
▫

- 결산: 5,500,000원

▫한국여성수리과학회 홈페이지 관리 - 결산: 154,000원
▫2012년 7월 11일, ICME-12 멘토링 사업, 서울 COEX
▫창의재단 과학문화 민간활동 지원사업 (수학스토리구연대회, 수학문화체험활동)
- 결산 : 20,000,000

나) 2013년 사업계획 및 승인

회
의
내
용

▫2013년 6월 21-22일 국제학술대회 (장소: KIAS) - 예산 : 2500만원
▫2013년 차세대 여성수학자 커리어 리더스 포럼 - 예산 : 800만원
▫한일 여성 수학자 워크샾 - 예산 : 200만원
▫2013 아시아 태평양 수렴과학기술대회 포스터 발표
(주관: 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여성수리과학회 소식지 전자 발간 - 예산 : 150만원
▫한국여성수리과학회 국, 영문 홈페이지 관리 - 예산 : 20만원

(3) 재무보고
(2012.01.01 ~ 2012.12.31) 결산 및 2013.01.01 ~ 2013.12.31 예산안 보고

▫

(4) 감사보고 (정문자 감사)
2. 의결사항
(1) 정관개정(11조 임원에 수석부회장 명시, 14조 회장 선출 방법 명시 외 36조
예결산 제출 시기 변경)
(2)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시행 세칙안 의결
(3) 2013년도 한국여성수리과학회 신임원진 인준 (임기 2013.06.23~ 2014.12.31)
(4) 학회 회원과 연회비의 만원으로 변경 인준
(5) 회장 임기 시작일을 1월 1일로 하기 위하여 신임회장과 임원진 임기를
2013년 6월 23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인준함
(6) 수석부회장(차기회장) 선출은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세칙에 따라 임시총회에서
선출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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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병련(한국여성수리과학회 회장)
일시

2013년 11월 15일

의안

장소

부산대학교 상남국제회관 2층 아미홀

전년도 업무보고 및 금년도 사업계획 보고와 안건 의결
1. 업무보고 (기간: 2013. 06. 22 ~ 2013. 11. 14)
1) 2013년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정관개정 미래부 반려에 대한 보고
(1) 반려이유

③

(가) 2013년 6월 정기총회에서 통과한 11조 1 항은 공익법인의 법령에
따른

이사수 15인 한정을 위반한다.

(나) 2013년 6월 정기총회에서 통과한 14조 1항은 원안의 표현이 옳다.
(2) (1) 의 이유로 2013년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정관개정 실행하지 않음
회
의
내

2) 사무국 주소지 문제 설명
2. 의결사항
1) 차기회장과 감사 선출

용

(1) 회장후보추천위경과보고(강주호 추천위원장): 추천위원장의 해외출장으로
회장이 대신 경과보고 낭독
(2) 차기회장선출 - 후보 강순자 전남대학교 교수를 총회참석회원의 만장일치
로 차기회장으로 선출. 따라서 현 이사진 수석부회장으로 임명.
(3) 감사 선출 : 이현영 교수(경성대), 조수진 교수(아주대)
2) 2014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의 승인
3) 정관 개정의 건 : 사무소의 소재지를 서울로 한정한 3조의 수정이 필요함.

제 10대 KWMS 회장후보추천에 관한 경과보고
(2013년 6월 21일 정기총회에서 회장선출을 회장후보추천위 세칙이 통과하여 제10대 회장부터
이 세칙에 따라 회장을 선출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경과보고서입니다)
2013년

9월

9일 KWMS회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9명으로 구성)

2013년

9월 13일 위원장

강 주호 추천

2013년 10월

2일 부위원장 강 병련 추천(위원장이 추천)

2013년 10월

4일 회원 중 회장후보 추천이 없었고, 추천위원회에서 회장후보추천 시작함

2013년 10월

7일 회장후보선출을 위한 절차를 위원장이 발의하고 그 안에 위원들 전원
동의하고 1차 투표 실시

2013년 10월 14일 1차 회장후보추천
2013년 10월 18일 1차 투표에서 추천된 8명을 대상으로 2차 투표 시행함.
강 순자 교수 6표로

2/3이상을 득함

2013년 10월 18일 위원 9명 전원의 동의로 강 순자 교수를 제 10대 KWMS회장후보로 추천하기로
하고 위원장이 강 순자 교수에게 회장후보를 수락 요청
2013년 11월 1일 강 순자 교수 홈페이지에 회장후보소견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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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후보추천위원회 시행 세칙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는 회장후보 선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 1조 (추천위원회의 구성)
1. 추천위원회는 차기회장 선출 총회일 2개월 전에 이사회가 구성하며, 구성 즉시 추천위원회
가 구성되었음을 전 회원에 공지하고 그 업무를 시작한다. 이때 위원장은 공개한다.
2. 추천위원회는 고문 3인, 이사 3인과 평회원 3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한다. 결원이 생긴
때는 추천위원회에서 새로운 위원을 선출한다.
3. 추천위원회는 호선에 의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4.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2조 (추천위원회의 직무)
추천위원회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회장후보자 추천, 선정
2. 회장후보자 선정 관련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
제 3조 (의결 정족수)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제 4조 (회장후보자 자격)
회장후보자는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연속적으로 3년 이상 본 학회의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에 한한다.
제 5조 (회장후보자 추천 및 선정)
1. 회장후보자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거나, 정회원 15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 6주전까
지 추천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2. 추천위원회는 회장후보자들 중에서 총회 4주 전까지 최종회장후보자를 선정한다.
3. 선정된 회장후보자는 총회 2주 전 까지 학회 홈페이지에 소견서를 공고한다.
4. 추천위원회는 선정된 후보자를 총회에 회장후보자로 추천한다.
제 6조 (추천위원회의 해산)
추천위원회는 회장후보자를 총회에 추천한 시점에서 자동적으로 해산된다.
제 7조 (보칙)
추천위원회의 활동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추천위원회의 구성 전에는 이사회에
서, 구성 후에는 제 2조에 따라 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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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ongress of Women Mathematicians
2 0 1 4 세 계 여 성 수 학 자 대 회
ICWM 2014 with Together Project
기부금 참여 신청서
▣ 신청인
기부자명

한글

영문

연락처

이메일

전화

구 분

소 속

KWMS 회원
비회원(일반인)
학생
기업체/단체/법인
기타
▣ 기부금
5 만원 이하
기부금 범위

5 ~ 10 만원

(해당범위 오른편 칸에

10 ~ 100 만원

체크)

100 ~ 1,000 만원
1,000 만원 이상

입금 예정일

년

기부금 총액

원정(

월

₩ )

▣ 신청방법:
▸ 대회 웹사이트에 오셔서 위 내용을 직접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이메일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 이메일/전화/문자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
▝

담 당:
사이트:
이메일:
전 화:

▣ 입금방법:

ICWM 2014 조직위원회 (한국여성수리과학회)
http://www.kwms.or.kr/icwm2014
icwm2014.seoul@gmail.com; kwms2004@gmail.com
(02) 313-2077 ; 010-9206-9189

신한은행 100-028-622900 (예금주: 한국여성수리과학회)

▝ 무통장입금하신 후 이메일/문자/전화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본 기부금은 연말정산 시에 세금공제 대상이 됩니다.
신청인 본인은 위와 같이 ICWM 2014 기금 모금에 참여하고자 신청하는 바입니다.
년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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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일

(서명)

회비 납부 협조 부탁드립니다.

KWMS 연회비는 10,000원입니다.
(2012년 이사회에서 연회비를 20,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의결하였음)
아래 계좌로 2014년 회비납부 부탁드립니다.
평생회비는 300,000원입니다.
송금계좌는 우리은행 1005 601 044804 (예금주:한국여성수리과학회)입니다.

l 2013년 회비 납부자 : 강병련, 강순이, 강은실, 강은주, 권세란, 권순희, 권오남, 권현경, 김
기원, 김선아, 김선자, 김성아, 김연진, 김연하, 김영옥, 김영주, 김영희, 김정욱, 김지영, 김
혜선, 노선숙, 문경숙, 문현숙, 박선정, 방세정, 신인선, 유연주, 이경화, 이동희, 이미령, 이
수진, 이영란, 이윤주, 이윤진, 이은정, 이정엽, 이주희, 이지은, 이향숙, 이현영, 이현진, 이
화정, 임미경, 임보해, 임복희, 정문자, 정임순, 정지혜, 조경미, 조경희, 조수진, 조현주, 진
선숙, 최영주, 최은미, 함윤미, 홍성금, 홍재현
l 2013년 평생회비 납부자 : 강병련, 임복희
l 평생회원 : 강병련, 강석진, 강순자, 강은숙, 강주호, 계영희, 고계원, 김기원, 김도한, 김미
경, 김서령, 김선아, 김성숙, 김성아, 김성옥, 김완순, 노선숙, 문현숙, 박정형, 박혜숙, 소금
숙, 신인선, 심성아, 양미혜, 어윤희, 오춘영, 위인숙, 이경화, 이정례, 이향숙, 임복희, 장선
영, 정문자, 조수진, 최영주, 함지영, 홍정희, 황준묵
l 올해 학회 입회자 : 김방옥(순천대), 김성연(강원대), 김수정·박보람·박선정(국가수리과학연
구소), 김용덕(서울대), 맹다해·심한나(충남대), 민숙(연세대), 박부성(경남대), 박현숙(한림대),
이수진(교원대), 이승수·이영경·최웅(강원대), 임해미·최인선(한국교육과정평가원), 채명주
(한경대), christine

Y.(Northwestern), 안수정, 이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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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한국여성수리과학회 임원진
(임기 2013.06.23 ~ 2014.12.31)

이혜숙(이화여대), 김선아(조선대), 고계원(아주대),
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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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장
부회장
대외협력이사

강병련(충남대)
권순희(고려대), 김선자(청운대), 신인선(한국교원대),
임복희(전남대), 최영주(포항공대)
김인숙(원광대), 방세정(영남대), 유연주(서울대)

총무이사

강순이(강원대), 임보해(중앙대)

사업이사

이동희(부산대), 진선숙(공주교대)

정보이사

강은주(호남대), 이은정(연세대)

학술이사

이영란(서강대), 홍재현(서울대)

재무이사

이정엽(관동대), 조수진(아주대)

감 사

고정미(강릉원주대), 계영희(고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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