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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순자(전남대학교)
안녕하세요?
다사다난했던 갑오년을 흘려보내고 희망 가득한 을미년을 맞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여성수리과학회에게 있어서 지난 한 해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봉사와
눈부신 활약으로 ICM과 ICWM 등 국제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뜻 깊
은 한 해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세계 수학계 속에서의 우리나라 수학계의 위상
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도약을 꿈 꿀 수 있게 되었습니
다.
특히 국제 여성 수학자 학술대회 ICWM을 한국여성수리과학회의 창립 10주년인 해에 우리나라
에서 처음으로 개최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회원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는 그동안 여성
수리과학회를 창립하고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하셨던 선배 여성수학자들 그리고 모
든 회원여러분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KWMS의 창립을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은 수학계 발전에 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리라
는 기대와 편협한 여성들만의 세계를 위해 울타리를 치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가 함께 했던 것
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10년동안 우리 학회는 여성수학자들의 연구역량 강화와 국제화를 위해 매
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유망 여성수학자 단기연수 지원사업을 통해 차기여성수학자의 학문
적 성장을 지원하였으며, 여중생 수학탐구대회, 스도쿠 대회, 여중생수학스토리텔링 대회 등의 수
학의 대중화에도 적극 동참하는 등 여성만의 세계가 아닌 명실공히 세계와 소통하고 수학의 기
반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나라 수학계의 한 축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성수리과학회의 위상을 계속 유지 발전 시켜야하는 시점에 여성수리과학회의 회장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ICM과 ICWM의 성공적 개최에서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여성수리과학회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
입니다.
우리 학회가 매년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은 국제학술대회와 리더스 포럼이라고 생각합
니다. 이 두 사업이 모든 회원이 참여하고 싶은 우리 여성수학회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자체적으로는 내실화를 기하고 대한수학회와의 교류뿐 아니라 국
외 여성수학회와의 교류를 통한 국제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성수리과학회에서 수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많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입니다. 학회의 모든 사업은 몇 명 회원의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는 없습니
다. 많은 회원의 관심과 참여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펼칠 때 학회는 더욱 질적으로나 양적
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회원여러분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회원여러분들이 적극 참
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회장으로서 임원들과 힘을 합하여 학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회
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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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련(충남대학교)
안녕하십니까?
2012년 6월 9대회장으로 추천이 되어 두려움으로 시작하였던 1년간의
수석부회장과 1년 반의 회장으로서의 임기를 회원님들이 덕분에 큰 대과없이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ICM 2014 개최로 2014년은 한국수학계의 특별한 해이기도 했지만 우리 한
국여성수리과학회에는 더 더욱 특별한 해였습니다, 창립 10주년을 되는 해이기도 하였고, 세계수
학자대회와 함께 세계여성수학자 창립대회 -ICWM 2014- 가 우리 학회의 주관으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57개국에서 514명이 참여하였으며 매 4년마다 열리는 세계 수학계의 큰 축제에
상대적인 소수자인 여성들이 더욱 많이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희 교수를 비롯하여 7분의 초청강연자들의 자신감 넘치는 강연은 그 내용과 전달이 너무나
훌륭하였습니다. 우리 학회의 지금까지의 행사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이 큰 행사를 우리 LOC조
직위에서는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학회 구성원들의 역량이 한
결 더 성숙해졌습니다. 또한 우리학회가 국제적으로 크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1월 7일 10주년 기념식을 겸한 리더스 포럼에는 예년의 리더스 포럼보다는 훨씬 많은 회원님
들이 참석하여 10주년 기념식을 축하하였습니다. 장소가 고등과학원이라 학생들의 참여가 예년보
다 저조하여 좋은 강연과 패널 토의에 많은 학생들이 같이 하지 못 한 점은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 모든 행사들은 우리 회원님들의 참여와 함께, 우리 학회의 든든한 후원기관인 고등과학원과
IBS, NIMS, WISET, 그리고 후원자님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릴 때 예쁜 돌이나 예쁜 유리 조각들을 주어 마당 한쪽에 장식을 시작하곤 했던 기억이 남
아 있습니다. 조금씩 예쁘게 만들어 가면 언젠가는 우리 집 마당이 예쁘게 변할꺼라는 믿음으로
요. 물론 어느 날 엄마께서 흔적도 없이 쓸어 버리셨습니다마는. 하는 일은 다르지만 지금도 나의
작은 행동들이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믿음은 어릴 때의 생각과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한
국여성수리과학회가 하고자 하는 일들도 갑자기 큰 변화는 안 보여주더라도 조금씩 우리들의 바
른 생각과 행동들이 모여 그 힘을 더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하니 KWMS 회장이었기에 너무나 멋진 여러분들과 일하는 기회를 더 가질 수 있었
습니다. 영광스런 자리에 학회 대표로서 함께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함께 한 많은 분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회장으로의 일할 기회를 주신 회원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이 직을 내려놓고자 합니다.

◈ 2015년부터 우리 학회 새 임원진의 임기가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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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대한민국 서울에서 ICWM 2014 (International
Congress of Women Mathematicians 2014) 대회가 50개국이
넘는 국가에서 온 500명 이상의 많은 여성 수학인들이 참여하
여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ICWM 2014는 세계 여러 지역에
서 모인 여성 수학자들이 서로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면서 최
신 수학 발전 현황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이해와 지속적인 협
력을 도모하는 네트워킹의 자리였습니다. 더불어 신진 여성수
학자들과 미래 여성수학도들에게는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하는데 멘토가 될 수 있는 선배와 동료 여성수학자들과
만나고 소통하는 귀한 글로벌 멘토링의 장이기도 하였습니다.
2014년 8월 12일에는 이화여대에서, 8월 14일에는 ICM
2014 개최 장소인 COEX에서 열린 본 대회는 4년 전 인도에서 ICM 2010 기간 중에 개최된
ICWM 2010 (International Conference of Women Mathematicians) 학술대회에서 쌓은 성과에
기반하여 IMU가 주최하였습니다. 주관기관인 우리 학회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준비와 운영의 책
임을 맡은 ICWM 2014 LOC를 중심으로 수많은 국내외 여성수학자들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대회
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향후 매 4년 IMU가 정기적으로 주최하는 대회가 되는 데 기여하였
습니다.
1897년 시작된 이래 117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수학인 모임인 ICM이 대한민
국 서울에서 열린 2014년에, 세계여성수학자들의 모임인 ICWM 2014가 함께 개최된 것은 대한민
국 여성, 수학 역사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IMU가 창설된 1920년 이래
첫 여성 총재인 Ingrid Daubechies 교수 (Duke University, USA)가 ICM 2014에서 거행된 필즈상
시상식에서 본 대회의 PC 멤버인 Maryam Mirzakhani 교수(Stanford University, USA)에게 필즈상
을 수여함으로써 역사상 첫 여성 필즈상 수상자가 탄생한 일은 ICWM 대회를 더욱 뜻 깊게 하였
으며 앞으로 세계여성수학 발전을 위한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의 필요성과 책임을 부각시켜준 역
사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본 대회 개최는 우리 학회의 선배님들께서 정성어린 준비 끝에 2004
년 학회를 창립하고 이후 학회가 세계대회를 주관하는 여성수학 지원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신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본 대회 기간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대회 양일에 걸쳐 세계적인 석
학 7인(Laura Demarco, USA; Isabel Dotti, Argentina; Motoko Kotani, Japan; Hee Oh, USA;
Gabriella Tarantello, Italy; Donna Testerman, Switzerland)의 기조강연이 있었습니다. 대회 첫날
런치타임에는 서로 교감하고 소통하는 글로벌 네트워킹과 함께 심사를 통해 선정된 17개 분야,
33개국의 97건 포스터 학술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중 다시 심사를 거쳐 우수 포스터 20건을
선정하여 대회 2일째 우수포스터 시상식을 거행한 후 COEX 강연장 로비에 전시함으로써 더 많
은 분들과 포스터 발표자들이 학문적 성과를 함께 나누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대회 첫날인 8월 12일 런치타임 이후 대회 참여자들은 관심에 따라 ICWM-포럼과 ICWM-워크
숍에 나누어 참가하였습니다. 먼저, 포럼은 세계 6개 국가에서 초청된 6인의 패널리스트(Shihoko
Ishii, Japan; Soon-Yi Kang, Korea; Barbara Keyfitz, USA; Marie Francoise Ouedraogo, Burkina
Faso; Marie-Francoise Roy, France; Dongmei Xiao, China)를 중심으로 “Mathematics and
Women: Different Region, Similar Struggles”라는 주제로 글로벌 사회에서 여성과 수학이 당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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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과 긍정적인 개선 정책안 마련에 대해 청중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미래의 수학세대를 위해 기획된 워크숍에서는 수학-미술 융합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인
Reza Sarhangi 교수(Towson University, USA)가 “Geometric Constructions of Mosaic Designs”라
는 주제로 정다면체 전개도와 교구를 준비하여 참여자 전원이 직접 설계하고 제작하면서 융합적
인 수학교육의 실제를 체험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워크숍에 사용되었던 교구들은 성남
의 한 외국인근로자자녀교육센터에, 그리고 사용되지 않은 교구들은 아프리카 Burkina Faso의 초·
중등학교 학생들이 수학수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AWMA(Africa Women in Mathematics
Association)를 통해 기증되었습니다(2014년 9월).
대회 2일인 8월 14일 마지막 초청 강연으로 Ingrid Daubechies 교수(Duke University, USA)의
특별강연이 있었으며, 이는 ICM 행사인 ‘Emmy Noether Lecture’의 수상자인 Georgia Benkart 교
수(University of Wisconsin, USA)의 강연으로 이어졌습니다. 양일에 걸쳐 많은 프로그램을 성황리
에 마친 후 ICWM 참가자들은 ICM 참가자들과 더불어 8월 14일 저녁 7시부터 COEX 그랜드볼룸
에서 열린 “ICWM 2014 Banquet: WiM-Networking”에 참여하여 글로벌 여성수학인들의 네트워
크 기반 구축의 초석을 쌓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수학 미래세대를 초청하여 가진 WISET-네
트워킹/멘토링에는 우리 학회 고문위원이신 김선아 교수를 비롯한 ICWM 참가자들이 여학생들과
만나 학문과 인생의 선배로서 경험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ICWM 2014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전 세계 모든 지역마다 고르게 여성과 수학의 발전을 함
께 도모하기 위해서 글로벌 여성수학인의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ICWM
2014 LOC는 특별 프로젝트인 “Together 2014”를 기획하여 100명의 개발도상국가 여성수학자들
을 초청하였으며 이는 ICM 2014의 “NANUM 2014” 프로젝트와 그 뜻을 같이 합니다. ICM 2014
LOC의 긴밀한 협조로 본 대회 LOC 국제위원들은 400여건이 넘는 지원서를 심사하여 39개의 개
발도상국 국가에서 100명의 Together 수혜자를 최종 선정하고 초청하였습니다. 일찍이 ICWM
2010에 참여하셨던 우리 학회 고계원 초대회장께서 어려운 국가의 여성수학자들의 ICWM 2014
대회 참여 독려를 목적으로 기증해 주신 샘표기부금이 귀한 초석이 되었으며, 십시일반(十匙一飯)
이라는 기조 아래 보조금 마련에 있어 학생들을 비롯하여 국내외 여성수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인, 여러 기업과 기관에서 뜻을 같이 하여 소중하게 기부해 주신 덕분에 100명의 수혜자를 위한
모금을 달성하였기에 ‘Together 2014’는 더욱 뜻 깊은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Together 2014 프
로젝트는 이제 학술적 성장을 시작하는 학생들부터 경험이 풍부한 교육자와 연구자들까지,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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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여성수학자들의 공동체 의식과 연계 의식을 강화하는 허브였습니다. 초청된 39개국 100명의
투게더 수혜자 중에서 최종 67인의 수혜자가 대회에 참여하였으며, 개인적 혹은 사회적 사유로
참여하지 못한 33인의 투게더 수혜자들을 위한 그랜트는 기부하신 분들의 뜻에 따라 향후 개발
도상국 여성수학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목적으로 FIMU 재단(Friends of IMU)을 통해 “ICWM
2014–KWMS” 기금으로 기증될 것 입니다($50,000, 2014년 12월 19일).
끝으로 ICWM 2014 WiM-Networking 시간에는 우리 학회를 포함하여 AWM, AWMA, EWM과
새로이 구성되고 있는 IMU/WiM(Women in Mathematics) 등 여성수학자의 학문적 성장을 지원
하는 기관들의 역할과 비전에 대한 기관별 소개가 있었습니다. 이어 한국여성과학인들의 학문과
진로 성장을 지원하는 기관이며 우리 학회 이혜숙 고문위원께서 센터장을 맡고 계신 한국여성과
학기술인지원센터(WISET)의 지원으로 특별 기획된 WISET-네트워킹/멘토링 시간에는 수학 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고등학생을 비롯한 대학생, 대학원생들이 현재 수학자로서, 연구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선배들로부터 조언과 경험담을 들으며 서로 이끌어 주고 단단히 연결될 수 있는 글로
벌 네트워크를 형성하였습니다. 힘찬 걸음을 내딛은 ICWM 대회의 향후 행보에 있어 그동안 괄
목할만한 성장을 일궈낸 한국여성수학계의 더 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4년 후 브라질에서
개최될 ICWM 2018에도 큰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ICWM 2014 대회는 수학과 여성의 발전을 기원하는 수많은 기부자들, 전국에서 자원한 45명
인턴자원봉사자, 준비의 전 과정에 아낌없는 소중한 재능기부를 해 주신 학회 회원, 학생, 교사,
교수, 일반인, 그리고 열과 성의를 다해 준 사무국 스텝 등 수많은 분들의 봉사와 헌신으로 맺어
진 소중한 결실이기에, ICWM 2014의 모든 열매와 성과를 감사한 마음으로 이 모든 분들과 대회
에 참여한 세계여성수학자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ICWM

2014의

Virtual

Tour와

상세

프로그램

내용은

업데이트

중인

웹사이트

http://icwm2014.org 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 한분 한분께 희망찬 새해 2015년
을 기원 드립니다.
2014년 12월 31일
The Local Organizing Committee of ICWM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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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영(이화여대 교육대학원)
2014년 여름방학은 대학원의 마지막 방학이었다. 학부를 마치고 직장생활을 하다가 진학한 대
학원이었기 때문에 논문의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매순간이 꿈같은 학창시절이었다. 그래서 마지
막 방학답게 8월은 특별하게 보내기로 하고 강사로 일하는 방과후 학교 일과 과외 수업 스케쥴
을 모두 비웠다.
대학생 때 해외봉사활동과 같은 자원봉사에 적극적인 친구들이 부러웠지만 막상 그런 기회를
찾지를 않았다. 그래서 이번 방학에는 그런 활동을 하리라 마음먹었던 차에 기회가 왔다. 세계여
성수학자대회(ICWM)가 그것이다. 처음에는 세계수학자대회(ICM)과 세계여성수학자대회(ICWM) 둘
중에서 고민을 했다. 하지만 세계수학자대회(ICM)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사전교육을
몇 달 받아야했기 때문에 파트타임 직장과 대학원을 병행하는 나로서는 불가능했고, ICWM은 1
주일 가량 투자를 하면 자원봉사자로 활동이 가능했다. 게다가 ICWM의 주요 행사는 이화여자대
학교에서 치뤄지기 때문에 익숙한 만큼 봉사자로써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듯해서 ICWM
에 지원을 했다.
2014년 8월1일 인턴발대식이 있었다.
자원봉사자로 같이 일할 사람들을 만난
다는 설레임반 두려움 반으로 나간 자
리에는 50명 가량의 사람들이 비슷한
표정으로 앉아있었고, 사무국 사람들이
부지런히 티셔츠를 나눠주고 있었다. 발
대식에서 ICM이 한국에서 열리는 2014
년에 ICWM을 최초로 개최하기 위해 여
성수학인들이

기금조성과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얼마나 애를 썼는지를 알 수
있었고 인턴으로서의 더 큰 책임감을 느꼈다. 자원봉사자들의 팀은 등록팀, 운영팀, 학술팀, 설비
팀, 안내팀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나는 안내팀 팀장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안내팀은 해외참가자들과 귀빈들의 의전과 참가자들이 프로그램 참여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진행을 위한 템플릿을 만들고 운영하는 팀이었다. 이미 전반적인 틀은 다
나와있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을 만들고 확인하면 되었다. 안내팀원은 이희정, 강현선, 나윤정,
지유미, 김영미, 강민지, 전윤수, 좌현정, 주호영, 장윤희 총 10명으로 A, B, C팀으로 나누어 해외
참가자들 의전, 행사당일 참가자들 동선 안내, 강연장 운영을 시간대별로 맡았다. 팀원들이 매사
에 적극적이어서 시작부터 행사 마지막까지 ICWM의 손발이 되어 물흐르듯 일했다. ICWM 행사
는 8/12일과 8/14일 이틀 간이었지만, 안내팀을 비롯한 모든 인턴들은 8/11일까지 모든 행사 진
행을 위한 준비 작업과 행사 진행 리허설을 마쳤다.
8/12일 행사당일 안내팀은 해외참가자들의 숙소인 건국대학교·숭실대학교 기숙사와 코엑스 인
터내셔널호텔에서 출발하는 버스에 가이드로 탑승하는 일, 행사장 안내 표지판 확인과 스피커
(Speaker)와 좌장(Chair)의 도착 여부를 확인, 2014 together project 참가자들의 은행업무 지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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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일을 시작하였다. 개회식과 3개의 오전 강연이 마칠 때 까지 스케쥴대로 바삐 움직였다. 점심
전에는 전 참가자들의 기념촬영이 있었는데, 전체 참가자들을 사진 찍는 장소로 안내한 후 식사
장소 안내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안내팀원들은 ICWM 단체사진에 함께하는 기쁨도 누렸다.
안내팀은 의전이라는 특별한 임무가 있었는데, 학술팀에서 지원 온 김혜영 인턴까지 총 6명이
해외참가자와 귀빈들을 공항에서 픽업하여 숙소까지 모셔다 드렸다. 공항으로 마중을 나가기 위
해 의전담당자들은 매뉴얼을 숙지하고 의전할 교수님들의 전공분야와 최근논문까지 공부하는 모
습을 보였다. 의전을 맡은 안내팀원이 빠진 자리는 다른 팀원이 순서를 정해 행사 진행 업무를
지원을 하였다.
8/13에 모든 인턴들이 모여서 8/14일 코엑스에서의 행사를 준비했는데, 이 날은 ICM 개막일이
기도 했다. 안내팀 팀원들, 특히 대학원 동기인 이희정 팀원에게 작업을 부탁 하고 ICM 개회식에
참여하여 여성 필즈메달수상자의 탄생을 직접 보고 뒤늦게 행사준비에 합류했다. “ICM 배너가 곳
곳에 크게 자리 잡고 있으니 ICWM 안내판을 좀 더 잘 만들어야겠다.”는 의견에 안내팀원들은 코
엑스 팜플렛으로 동선을 재확인하며 수작업으로 ICM의 배너에 맞먹는(?) 안내판과 배너를 만들었
다. 오후 6시경 작업을 마무리하고 헤어졌다.
다음 날인 8/14일 예정된 대로 코엑스에서 동선에 맞춰 안내판과 배너를 설치한 후, 안내팀원
들은 ICM 행사장을 돌아다니며 ICWM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다녔다. 오후 3시부터는 3시간 동안
4층 강연장 안팍에서 강연진행을 지원하였다. 그 후 안내팀은 ICM Emmy Noether Lecture 끝나
는 시간부터 1층 연회장까지의 안내를 맡았다. 이 부분에서 안내팀장으로서 착오가 있었는데,
ICWM 모든 참가자들이 Emmy Noether Lecture를 들으러갔으리라 판단하고 모든 안내팀원을
ICM 강연장에서 연회장까지 안내하도록 배치한 것이다. 이후 4층 ICWM 행사장으로 몇 분이 다
시 올라가셔서 현장에 있던 다른 분이 가이드하여 연회장으로 모시고 온 일이 있었다. 순간의 판
단 착오가 몇 분께 불편함을 끼쳤던 것을 기억하며 ‘모든 일에 있어 만(萬)의 하나의 가능성도 놓
치지 말자.’는 교훈을 되새겼다.
참자가들에게 불편을 끼친 또 다른 일도 있었다. 8/12일 이화여대에서 ICWM 모든 행사를 마
치고 ICM 등록과 리셉션 참석을 위해 45인승 버스 4대로 ICM 행사장, 코엑스로 향했다. 1호차의
가이드로 탑승하고 있던 나는 아셈타워 앞에서 하차하여 44명의 해외참가자들을 모두 인솔하여
아셈타워로 향했다. 아셈타워 1층을 지나며 ‘뭔가 잘못 됐다.’고 느낄 즈음, 누군가가 “I don’t
think….”라고 말을 꺼냈고, 나는 “Oh, not this way. Sorry. Come this way, please.”라고 외치며
아셈타워를 빠져나와 코엑스 3층 등록데스크로 향해 빛의 속도로 걸었다. ICM 등록대에 도착해
일행들이 무사히 등록하는 것을 확인하며 부끄러움을 달래고 또 달랬다.
이렇게 2014 여름 ICWM 자원봉사는 뿌듯함, 부
끄러움, 아쉬움을 남겼다. 함께 고생했던 ICWM 인
턴들과 행사 후에 뒷풀이를 못한 것이 가장 아쉽다.
고향으로 귀향하는 이들, 뒤이어 이어진 ICM 일정,
그 후 2학기 개강으로 한 자리에 모일 날을 정하지
못한 탓도 있다. 4개월이 지나서 뒤돌아보는 그 때
의 기억이 이렇게도 생생한데, 50명의 인턴들의 이
야기가 모이면 얼마나 재미날까 싶다. 같이 고생했
던 이들! 보고싶다. (Thanks to 이희정, 강현선, 나윤
정, 지유미, 김영미, 강민지, 전윤수, 좌현정, 주호영,
장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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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보(공주교육대학교)
---- ICWM이 아닌 ICM의 프로그램이었지만 여성수리과학회 회원님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았던
탁아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도우미 학생의 참여 후기입니다.

2014 ICM의 탁아소의 운영 방식은 자원봉사자 2명과 전문 인력 1명이 아이들을 돌봤고 아이
들은 사전 등록자를 미리 인터넷에서 받고 그 외에 현장 등록자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요금은 한
시간을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하여 맡기는 시간만큼 돈을 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시설은 유아용 미
끄럼틀 1개와 간이 시소 2개, 탁자와 의자가 있었고 교구는 그림 맞추기 퍼즐, 칠교놀이, 펜토미
노 등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다만 아이들의 연령대가 천차만별이라 교구가 수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색칠하기나, 그림그리기 같은 활동을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TV와 노트북도 한 대
씩 있어서 만화영화를 시청할 때 사용했습니다.
저는 총 2주의 대회기간 중 전반기 1주일동안 사전 등록자 2명, 현장 등록자 2명 총 4명의 아
이들을 돌봤습니다. 사전 등록자 두 명은 각각 한국, 미국 아이들이였고 현장 등록자 두 명은 각
각 러시아, 한국 아이들이였습니다. 국적이 다양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웠습니다. 특히 러시아 아이
는 영어를 전혀 할 줄 몰라서 처음에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도 장난도 치고 손짓발짓으로 의사소
통도 하면서 나중에는 친해져서 언어를 뛰어넘어서도 충분히 교감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운영이 어려웠던 점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들을 맡기는 시간이 너무 다양하여 아이들이 아무도 없거나 한 명만 있을 때는
일손이 남고, 4명이 한 번에 있는 시간에는 아이들을 다 봐주기가 힘든 점입니다. 다행히 다른
자원봉사자분들이 일손이 부족할 때 도와주셔서 그나마 운영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전문 인력으로 어린이집에 다니시는 분이 오기로 했다가 사정이 생기셔서, 일반 대
학생이 그것도 유아교육과는 전혀 무관한 분을 배치한 점입니다.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라 아직
운영이 미숙한데서 오는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두 번째와 비슷한 맥락에서 아이들을 돌볼 프로그램이 많이 부족했던 점입니다. 전
문 인력도 없이 아이들이 무엇을 하면 좋을지 전혀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자원봉사자들에
게 모든 것을 맡기는 느낌이 들어서 막막했습니다. 요금도 별도로 받는 서비스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여 아이들에게 미안했습니다. 사업운영의 구체적인 사항들을
더 신중하게 고려해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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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4년 11월 7일(금요일)
장소: 고등과학원(KIAS)
주관: 한국여성수리과학회
주최: 한국여성수리과학회,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고등과학원
한국여성수리과학회 창립 10주년 기념 2014 차세대 여성수학자 커리어 리더스 포럼이 2014년
11월 7일 한국고등과학원에서 116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차세대 여성수학
자 커리어 리더스 포럼은 2007년부터 여과총의 지원으로 매년 수행하는 사업으로, 융합학문시대
를 이끌 차세대 여성수학자들의 양성에 기여하는 것에 사업의 기본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이번 대회는 한국여성수리과학회의 10주년을 기념하는 뜻 깊은 자리로서 그 동안 학회의
발전과 함께 해온 회원들과 여러 외부인사가 참여하여 10주년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발전을 꾀하
는 시간이었다. 세부 프로그램은 차세대 여성수학자의 리더십 함양을 통한 여성수학자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도모하고 수학의 사회적 역할과 수학전공자의 진로를 제시하고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들로 이루어져, 2건의 전문가 초청강연과 2건의 선배와의 현장 멘토링, 공로상 수상자 특별
강연과 수학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주제로 한 패널토의 등으로 구성되었다.
10주년 기념행사로 역대포스터 전시, 해외 여성수학단체장들이 축하영상 상영, KWMS 지난 10
년간의 자료 영상 상영 등이 있었다.

<리더스포럼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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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사진 모음

초청강연 1 -박영아 원장

초청강연 2 - 박경미 교수

멘토링
발표W-리더십을
- 강은지 강연하는
학생
글로벌에
도전하는
박영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 강은지
수학, 멘토링
신문칼럼,발표
그리고
TV토론을학생
강연하는
박경미 홍익대학교 수학교육과 교수

공로상 수상자들

10주년을 축하합니다.

◈ 우리 학회의 10년간의 발자취를 보여 주었던 10주년 기념 영상 KWMS 2004-2014는 용량이 너무 커 아직
홈페이지에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곧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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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학회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축하하기 위하여 세계수학자연맹(IMU) Ingrid Daubechies회장과 유럽
여성수학회(EWM) 회장이 축하 영상을 보내 주셨고 AWM과 AWMA에서 축하 편지를 보내주셨다.

세계수학자연맹(IMU) Ingrid Daubechies회장
축하 영상 :

미국여성수학회(AWM) 축하 편지:

아프리카여성수학회(AWMA) 축하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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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여성수학회(EWM) 회장 축하 영상:

이혜숙(WISET)

한국여성수리과학회 회원 여러분, 2015년 <청양의 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
작년 저는 한국여성수리과학회 (KWMS) 10주년 기념식에서 회원 여러분께서 주시는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분에 넘치는데 동료와 선후배가 축하와 격려로 주셔서 그 어떤 상보다 영광스럽고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0년 한국여성수리과학회의 활약상을 생각하면서 더 뒤로 돌아가 제가 이화여대에서 교
수로 부임한 1980년부터 35년을 돌아보니 수학계에서 여성의 힘과 역할은 참으로 눈부시고 놀라
웠습니다. 1980년엔 학회행사에 가면 여성이 1-2명 정도였고 후에 여성수학자들의 모임도 더러
있어도 너무 소수라서 큰 역할을 하지 못했고 왜 여성만의 모임이 필요한가에 대한 공감대도 부
족했었습니다.
2000년 들어와서 후배들을 격려하고 여성수학자들의 역량을 높이려는 노력들이 KWMS라는 귀
한 열매로 결실을 맺은 것은 참 대단한 일입니다. KWSMS는 해마다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리
더십포럼을 열어서 여성수학자들과 차세대 여성수학자들의 역량을 높이면서 많은 학술단체나 전
문학회의로 부터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성수학자의 결집된 역량이 대한수학회의 학술
대회를 소통이 잘 되는 즐거운 곳으로 만들었고 이런 여성들의 리더십이 자연스레 수학회 안에
서 인정되고 학회를 변화시킨 것이 중요한 메시지가 된 것 같습니다.
2014년 KWMS는 글로벌 차원으로 더 큰 도약을 했습니다. 세계수학자대회(ICM)를 가장 성공적
인 대회로 이끌어 내는데 여성수학자들이 중추적 역할을 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
ICM기간 중에 여성수학사에 빛날 세계여성수학자대회 (ICWM)를 최초로 조직·개최하고 ICM과 더
불어 매 4년마다 개최하게 된 것 또한 KWMS의 역사적인 성과입니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한국여성수리과학회의 리더십에 힘찬 박수와 응원을 보냅니다. 회원의
한사람으로 자랑스럽고 행복합니다. 한국여성수리과학회가 앞으로도 더 큰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믿고 조그만 힘이라도 보태겠습니다. 그리고 KWMS의 모든 활동을 함께 즐기겠습니다.
행복을 주신 KWMS와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리오며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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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계원(고등과학원)

우선 저에게 이런 상을 주신 여성수리과학회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물론 저의 이름으로 이 상을 받긴 했지만, 여성수리 과학회가 만들어 질 때 수고하신 모든 분들
께 드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당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부회장으로 또는 이사로 일하시

고 또한 시간을 내어 홈피도 만들어 주신 여러 분들께 이 상을 드립니다.
길어질까봐 생략하겠습니다.

거명 하게되면 너무

여러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여성수리과학회는 누구가 만든 게 아니

라 모였던 사람들의 모든 마음이 모아져 함께 만들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들 사이에 필요성은

인식이 되어 있었고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성수리과학회같은 단체들이 빨리 없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보면 20주년은 충분히 넘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득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것입니다.

처음 설립당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우리 안에서의 설득 작업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게 필

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질문은 특히

직장을 가지시고 계신 분들이 더 가질

그에 대한 근본적인 대답은 우리가 더 잘 할 수 있다는 것과 더 잘 해야 한다는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그 만큼 할 수 있다는 것은 좀 더 낳은 환경과 자극과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면 더 큰 기여와 더 큰 만족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도 물론 우
리의 더 큰 역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설득작업은 우리 밖의 수학자와 과학자들입니다.
는 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왜 너희들에게 그런게 필요한가?라

그래도 다행인 것은 국제적인 활동을 많이 해 오신 수학자

들은 그들의 견문으로 다른 나라들의 예들을 보면서 필요 한가보다라고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계
셨습니다.

그 중 마음속으로도 지원하셨고 기부금까지 내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이런 문

제들에 대한 이해는 적극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없이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사회의 다수가 소수를 이해하는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보이고, 싸워나가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다려
야 합니다. 여성 수리과학회가 왜 있어야 하는지를 모두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있을 필
요가 없을 것 입니다. 우리가 존재해야하는 이유는 존재해서 밖에는 설명이 불가능 합니다.
여성이 무임소이사대신 수학 community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맡아 하기 시작하면서 수학회
가 얼마나 성장하였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의 남성 수학자들을 포함하여 우
리 community를 국제적으로 “세련”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니었으면 아마 아직도 촌스럽게
여러 가지 국제적 수준중에 불편해 하는 것들이 상당히 있었을 겁니다.
ICM에서 여성수학자, 그리고 여성수리과학회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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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수학자들이 이번
우리는 이제 IMU에

서 여성관련 질문들이 올 때마다, ICWM이 한국에서 가능한가? 나눔에 여성 지원비율등, 거의 모
든 대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직과 대답은 우리의 성숙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여성수리과학회 첫 회를 고등과학원에서 열게 해 주셨던 고 명효철 원장님, 그리고 항상 함께
해 주시는 금종해 현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역대 임원진 분들, 임원역할을 줄기차게 몇 대에 걸
쳐 하시면서 고생하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올해 ICWM 조직위원분들의 수고가 없이는 우리
가 그렇게 성공적으로 대회를 치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번 회장님과 임원분들은 특히
ICWM행사의 협조 뿐 아니라 10주년 행사까지 겹쳐서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후배
들이 수학계에서 우리보다 더 큰 일들을 해 내기를 바라면서 해 오신 여러분의 노력에 그들은
감사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시아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 함께 할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우는 역할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깨

수학자로써 그들이 어디에 살든지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

다면 우리가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 상을 받으신 모든 분들을 대표하여 감사드립
니다.

KWMS가 시작한 해
2004년의 여름과 겨울 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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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아(조선대학교)

한국여성수리과학회 창립 10주년을 맞아 학회에서 처음으로 제정한 공로상을 받게 되어 무한
한 감사와 기쁜 마음을 동료, 후배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내가 오늘의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나의 아버지와 나의 은사님, 두 분 모두 지금
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두 분을 빼고 나의 삶을 말할 수 없다. 대학 졸업 무렵 대학원에 진
학하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내 밑으로 5명의 동생이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다니던 때라 아버지

께서는 처음에 대학원 진학을 반대하셨다. 나를 제자로 받아주셨던 민사기 교수님께서 우리 아버
지를 설득하실 때 “이제 당신은 저 아이를 이만큼 키운 것으로 아버지의 역할을 다 하신 것이니
이제부터 내가 저 아이의 아버지 역할을 하겠습니다.”였고 아버지께서는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다
고 훗날 얘기해주셨다. 8남매 중 셋 째였던 나는 그렇게 하여

대수학을 전공으로 공부의 길을

시작하였다.
모교에서 석사를 마쳤기에 학문의 순혈주의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신 지도 교수님께서는 박사
과정 동안 어느 학기에 우리 대학에 위상수학 전공자가 없으니 한 학기동안 위상수학을 다른 대
학에서 듣고 오라며 마침 전북대학에 계시는 이기안 교수님께 편지 한통을 써주셨다. 그때는 흔
하지 않은 일이라서 만약 받아주시면 엻심히 공부하라고 하셨다. 이기안 교수님께서 흔쾌히 청강
을 허락하셔서 그때부터 몇 년 동안 광주, 전주를 오가며 전북대학교에서 공부하시던 전남대학교
교수님 몇 분과 전북대학교 교수님들과 함께 위상수학, 대수학 강의를 함께 듣고 세미나를 한 경
험은 그 동안 우리 대학에서 혼자 공부할 때와는 아주 다른 새로운 경험이었다. 1지금은 아주 흔
한 일이지만 당시에 20대 박사는 아주 드물었는데 1980년

29살에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다. 박

사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학교에서 조교생활을 시작하였고 당시 수학교수가 부족하여 박사
학위과정 수료만 한 상태인데도 27살에 전임강사 발령을 받았다.
대학 3학년 여름방학 때 민 교수님께서 원서로 된 “군론”책 한권을 건네주시며 공부해보라고
하셨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나는 대학졸업 후 박사가 될 때 까지 공부를 계속하고 싶다고 교수
님과 상담을 하였다. “여자가 박사까지 하게 되면 결혼을 못하게 될지도 모르고 또 결혼을 하게
되면 공부하는데 연구에 지장이 많을 텐데 그래도 공부를 하겠느냐? .”고 물으시길래 “못하게 되
면 안하지요” 라고 당돌하게 답을 하였다. 그런데 사람의 운명은 누구도 알 수 없듯이 28살에 결
혼을 하게 되었다. 그 후 정말 지도교수님께서 염려하신대로 결혼 당시에는 꿈에도 생각해 본적
이 없었지만 변명의 여지없이 아들을 바라는 오랜 인습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내 앞에 엄마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4명의 아이를 두게 되었다. 10년 동안 대학교수로서 연구다
운 연구를 하지 못하고 시간을 보낸 것 때문에 우울증에 시달릴 즈음 1988년에 교육부에서 보내
주는 방문연구교수 프로그램으로 1년간 뉴욕주립대학에 가서 연구하고 돌아와서 남편에게 “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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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더 공부하고 올 시간과 돈을 달라”고 하였지만 4명의 아이를 두고 다시 공부하러 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그렇다고 주어진 현실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 하기
로 마음먹었다. 나는 여성수학자가 많지 않았던 1970년대에 요즘 후배들처럼 직장을 구하는데 어
려움을 겪지도 않았고 지금 공부하는 분들에겐 믿기지 않을 수도 있는 얘기지만 여성이라서 불
리한 처우나 부당한 대우를 받기보다는 여성이고 지방대학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주변과 지역사
회와 관계맺음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두려움 없이 활동하면서 40년이 넘게 여성 수학인으로 용감
무쌍한 삶을 살아왔다.
1980-90년대에는 봄 가을 학회에서 자주 만나는 여자교수님들과는 인사도 하고 안부도 물을
만큼 몇몇 친한 분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말 한마디 건네지 않고 지나쳤었다. 그러던 차에 고계
원 교수님을 비롯한 서울에 계신 몇 분 교수님들이 주축이 되어서 후배 여성수학자들이 학문적
으로 뛰어남에도 정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을 보고 후배들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역
할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자는 의견이 모아져 1996년 여름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이혜숙 교
수님 주관으로 첫 번 모임을 가졌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훨씬 후인 2004년 6월에야 여성수학자
들의 친목도모와 학문의 정보교환 및 경험을 공유할 목적으로 명효철 교수님을 비롯한 고등과학
원의 지원아래 한국여성수리과학회가 탄생되었다.

한국여성수리과학회 창립총회 때 고계원 회장

님께서 이런 모임이 필요 없는 시대가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한다. 지난
10년 동안 여성수리과학회는 수학을 좋아하는 선배, 후배, 동료를 만날 수 있는 사랑방역할을 톡
톡히 하였으며 탄탄히 기반을 닦은 여성 수학자들은 물론 막 공부를 시작한 대학원생 또는 수학
과 여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학회가 되었다. 더욱이 그동안 한국여성수학회를 키워온 여성수학
자들의 힘으로 2014 ICM에서 ICWM 탄생이라는 큰 일을 해낼 수 있었던 일은 너무나 자랑스럽
다.
나는 한국여성수리과학회가 연구, 교육, 육아문제로 힘들어하던 내게 지난 10년 동안 수학을
인연으로 맺어진 많은 친구들을 만나서 어려움을 털어놓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
었음에 깊이 감사드리고 한국여성수리과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감사의 글을 맺는다.

2004년부터 3년간 개최되었던 KWMS의 겨울학회가 2007년부터 여성과총의
지원을 받아 차세대 여성수학자 커리어 리더스 포럼으로 개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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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으로 수학과에 첫 발을 내디디며 시작된 수학과의 여정이 47년이
되었습니다. 그 긴 시간을 함께 살아왔음에도 이제 미련 없이 내려놓음직한
수학을 품에 안고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 합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강의를
하고 나설 때 자랑스레 여겨지며 만족감이 스며드는 자신을 발견 하고, 논
문을 다루며 내 머리가 정리되고 깨끗해짐을 느끼곤 하니 직업병만은 아닌
것 같은 느낌도 갖게 됩니다.
나라 전체가 가난하고 힘든 세월을 살아왔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부지런
히 생활하면 그 보상이 주어졌던 시기에 살았던 우리 세대는 ‘행복하게 살았다’고들 얘기 합니다.
옛날과 비교 되지 않는 부요함과 급격히 변하는 이 세대에서 살고 있는 젊은이들과 손자 손녀들
을 지켜보며 더 나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속에 안스러움이 떠나지 않음은
나만의 나약한 생각일까요?
남녀평등을 외치며 여권신장을 위해 수고했던 많은 선배님들의 노력으로 현 세대에선 여성이
참여하지 않는 분야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고, 인구감소의 현상은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가 필수불가결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의 시간을 제외하
곤 오히려 여성이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아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본인이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인생을 살 수 있다면 그 것이 멋진 인생이라 할 수 있겠지요. 거의 반세기
를 수학과 함께 살아온 한 여성으로 수학을 좋아하고 수학과 함께 살기 원하는 여성들에게 나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몇 가지 말씀 드립니다.
먼저, 수학에 대한 열정과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수학과 함께 하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고, 수
학을 떠나선 견딜 수 없는 간절함이 있으며 그로 인한 즐거움이 있어야겠지요. 다른 유혹을 물리
칠만한 수학에 대한 우선권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누군가의 도움과 희생이 따라오게 됨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결혼, 출산,
육아, 시댁과의 관계 그 모든 과정을 받아드릴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녀양육의 문제는 혼자 감당
하기엔 정신적인, 시간적인, 경제적인 문제가 따르게 되며 누군가의 도움을 요구하게 되고, 때로
는 누군가의 희생도 따르게 됩니다.
셋째, 건강한 몸과 마음, 그리고 단순한 생활을 요구합니다. 어느 학문이나 마찬가지이지만 건
강하지 않고 교육과 연구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재미있고 신나게 가르치고, 순수학문인 수학을
연구하기 위해선 마음이 복잡한 상태에선 힘들겠지요. 수학자들의 대부분이 좀 융통성 없고 단순
합니다. 그 것은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수학이란 학문이
단순하고 조금은 답답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실험을 하는 학문과 달라 어떤 방법도 보이지 않아
하늘의 구름을 잡듯 막연하게 시간을 흘려보내는 문제도 있고 이론을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풀어
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복잡한 생각들이 머리를 메우고 있다면 새롭고 좋은 생각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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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신의 경험을 돌이켜 보면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던 20대까지의 일들 중, 지금은 너무나
멀리 가버린 것들이 많지만 아쉽다는 생각보다는 할 수 없었던 일로 받아들이고, 이젠 이러한 생
활에 고착화 되어 지금의 나로 만족하며 지금 내게 주어진 것들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몸
을 물려주시고 아이들의 양육을 맡아주신 부모님, 희생을 감수한 아들들,

필요한 순간마다 안내

자와 같은 역할을 해주신 교수님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어느 날 저녁, 국가수리과학연구소에서 아주대학교로 이직을 하신 박보
람 교수님으로부터 여성수리과학회 리더스 포럼에서 수학과 함께하는 행복
한 삶에 대한 패널토론을 할 것 같은데, 우리 연구소에 재직 중인 사람으
로 저를 추천하시겠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선듯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나의 삶은 행복할까? 나에게 있어서 수학은 어떤 의미일까? 그 전화통화를
끊기 전까지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지나갔었다. 고심 끝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아름다운 진통을 함께 이야기해보자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왜냐면, ‘나는 지금도 꿈을 이
루기 위해 진행 중인 사람이고, 그 꿈 한 가운데 수학이 자리하고 있으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아름다운 진통을 겪으며 힘들지만,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학생
들과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많이 설레고 떨리고, 부족한 내 삶이지만, 나눌 수 있어
서 행복한 마음으로 참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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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은 나를 포함하여 정년을 1년 정도 남겨 두신 강주호 교수님, 한화투자증권에서 고문으로
일하시는 권숙교 선생님, 이화여대에서 활발히 연구하시고, 학생들을 지도하시고 계신 이윤진 교
수님, startup 기업인 인코어드 테그놀로지에서 에너지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연구하시는 이선정
박사님, 이렇게 다양한 연령과 다양한 직장에서 수학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
이야기의 시작은 대구대학교에서 재직 중이신 강주호 교수님의 소개로부터 진행되었다. 교수님
께서 수학과 함께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는지, 한편의 자서전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
었다. 70년대에 석사학위 후에 대구대 교수님이 되시고, 결혼과 두 아이의 출산, 그리고 육아를
감당해 내면서 재직하신 것도 대단하신데, 어린 두 아이를 부모님께 맡기고 미국으로 유학을 결
심하시고 감행하시기까지, 80년대에 미혼으로 미국유학을 결정하는 것도 힘든 일이었을 텐데, 무
엇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들을 한국에 남겨두고 홀로 유학이라는 큰 결정을 내리게 한
것일까? 교수님의 이야기에서 나는 그 분의 수학에 대한 열정, 사랑. 삶 속에 오롯이 녹아 있는
진리 탐구, 연구에 대한 열망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학자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것으로는
모자랐다. 교수님의 이야기처럼, 살아가는 곳곳에 돕는 분들이 있어야 했다. 가까이는 부모님, 남
편, 엄마가 없이도 잘 성장해주는 자녀들, 그리고 연구 능력을 성장시켜줄 수 있는 멘토, 삶의 롤
모델, 그리고 경제적 지원 등이 필요했다. 강주호 교수님의 걸어오신 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서 내 삶을 한 번 더 돌이켜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내가 패널로 준비했던 이야기들은 강주호 교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현재 걸어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의 이야기였다. 몇 해 전 출산과 육아를 경험했었고, 이제 다시 연구로 돌아와서 그
모든 일들을 진행 중에 있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도 자기 개발과 더불어 끝까지 수학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자하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진행형에 놓여 있었다.
지금에 와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도 나는 내 삶이 수학과 함께해서 너무도 행복하다. 그 행복
도 역시 진행형에 놓여 있다. 지난날을 회상하며 행복한 감상에 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현재가 너무도 행복하다. 그럼, 행복한 이유는 무엇일까? 패널로 참석하여 했어야 했
던 말들이 이제야 정리가 되는 것 같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라고 하는 수학의 응용을 목표로 하여 운영되고 있는 연구소에서 지극히
순수수학을 전공하고, 오로지 내 전공에 국한된 지식 밖에 없던 내가 여기서 행복할 수 있는 이
유는
첫째, 팀원들끼리 경쟁하지 않고, 모두들 다른 수학을 전공했고 각자가 살아온 환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과 함께 가려고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팀원들의 배려이다. 이러한
연구 환경이 나의 연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다시 배우고 융화되어 한 팀으로
연구해 나아가는 어려운 일 속에도 나를 행복하게 한다.
둘째로는 나를 도와주신 분들과 지금도 항상 도와주시는 분들에 대한 감사이다. 박사과정부터 경
제적인 지원을 해주었던 서울과학장학생, BK21 사업단, 여성수리과학회의 유망여성수학자 단기
연수 지원사업. 그리고 박사후 연구원 연수를 지원해 준 한국연구재단. 그리고 그 속에서 이런 경
제적 지원을 받도록 도와주고 지켜봐주신

박정형 지도 교수님을 비롯한 많은 심사자분들. 그 무

엇보다도 사랑하는 나의 가족,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고 의지가 되어주는 남편과 딸. 손녀를 돌아
주시느라 온 정성을 다 쏟으시는 나의 어머니, 내 삶에는 늘 항상 감사가 가득하다.
이번 패널 토론은 나 역시도 강주호 교수님과 같이 정년을 앞 둔 그 때에 부끄럽지 않게 행복
한 삶을 살았다고, 수학과 함께하여 내 삶은 풍요로웠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그 날이 올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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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할 것이고, 또 후학들에게 그 행복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 지
원을 해 줄 수 있고 멘토가 될 수 있도록 끈임 없이 노력하며 만들어 가는 삶아야겠다는 다짐을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제 삶을 돌이켜 보며,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여성수리과학회 모든 임원분들과 회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에 열렸던 차세대 여성수학자 커리어 리더
스포럼(이하 리더스포럼)은 여성으로서 그리고 수학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미래를 계획하고 꿈을 키울
수 있게 해주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지도교수님이신 이영란 교수님께서 리더스포럼의 멘
토링발표에서 발표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의를
하셨습니다. 리더스포럼에 참석해 본 적이 없었기에 멘
토링발표가 생소했고 또 발표를 할 만큼의 실력이 될까라는 걱정과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러
나 지도교수님과 한 팀이 되어 그동안 연구했던 성과를 선, 후배님들 그리고 교수님들 앞에서 발
표할 기회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멘토링발표는 제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
다. 리더스포럼은 대학원생뿐만 아니라 대학생들도 참가한다고 들었기에 저희 팀이 연구하고 있
는 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문제의 필요성을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준비를 했습니
다.
오랜 시간에 걸친 발표 준비를 마친 후 리더스포럼 장소로 향하는 길은 설레임과 긴장감이 가
득했습니다. KIAS에 도착해서 플래카드가 걸려있는 대강당에 들어서서 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
다 훨씬 큰 강당과 많은 참석인원이 리더스포럼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개회사와 함께 “도약하는 여성과 수학”이란 주제의 리더스포럼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박영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님께서 “글로벌에 도전하는 W-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어떻게 우리나라 여성 과학자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

강연하셨습니다.

이어서 멘토링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Graphs and their operator algebras”라는 주
제로 서울대 강은지 학생이 발표하였습니다. 전혀 긴장하지 않아 보이며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연
구결과를 발표하는 모습과 우수한 연구결과가 인상에 남았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발표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도입부에서는 그림과 동영상을 보여주며 문제의 필요성과 흥미를 이끌어 내려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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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후 구체적인 문제를 제시하고 결과를 소개하였습니다. 많은 교수님들과 선, 후배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발표를 하기 전까지 굉장히
부담도 많이 되었고 발표 준비를 하면서 힘든 점도 많았지만 그동안 공부한 결과를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고 나누는 값진 경험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박경미 교수님의 “수학, 신문 칼럼 그리고 TV토론”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있었습
니다. 수학의 다양한 개념이 사회현상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유용한 프레임을 제공한다는 점을 신
문칼럼의 예시로 들어 설명하신 점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휴식시간이 끝나고 창립10주년 기념식과 공로상수상이 있었습니다. 공로상을 받으신 고계원 교
수님과 김선아 교수님의 업적과 수상소감을 듣고 나니 두 교수님 덕분에 지금의 여성수학자가
지금과 같은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성수학자들의 커리어 개발과 성장을
이루게 해 주신 두 교수님과 공로상을 함께 수상하신 이혜숙 교수님께 글로나마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세 분의 교수님의 뒤를 이어 수학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수학자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
다.
마지막 순서로 다섯 분의 여성수학자분들을 패널로 모시고 “수학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주
제로 토의가 열렸습니다. 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디서나 무슨 일이든 잘 할 수 있고, 회사에
서도 인정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왠지 모를 뿌듯함이 들었습니다. 특히 강주호 교수님께서
는 진로에 대해 고민했던 당시의 본인의 노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분의 여성수학자
로서의 삶은 제게 경외심까지 들게 했습니다. 주제 발표를 하신 교수님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인
정받는 여성수학자들은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부단한 노력, 수학의 장점을 잘 살렸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여성 수학자가 되기 위해 더 많은 노력
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한국여성수리과학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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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영희(고신대학교, 전 재무이사, 사업이사, 감사)
한국여성수리과학회의 역사적인 발기는 서울 교대역 근처 한정식 <대
원>에서 이루어졌다. 이혜숙 교수님의 부름을 받고 약속장소에 가니 고계
원(아주대), 위인숙(고려대), 장선영(울산대), 김성숙(배재대), 김미경(성균관
대), 김완순(호서대), 정문자(수원대), 김서령(서울대) ....등 여성수학자들이
의기투합하는 자리였다. 고계원 교수님과 이혜숙 교수님이 각각 역할을 분
담해주었는데.... 아마도 처음 총무를 맡은 분이 장선영 교수였던 것 같다.
처음에 필자는 김미경 교수와 재무이사를 맡아 회계장부를 기록하는 봉사를 하였다. 우리집 가
계부도 쓰기 싫어하는 사람이 헌신적으로 선배님들의 명을 받들어서 일을 한 것 같다. 강주호교
수님이 회장을 맡으셨을 때는 여과총에서 발표회를 하라고 해서 사업이사인 필자가 회장님께
PPT 자료를 만들어드렸더니 강주호 회장님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넘치게 큰언니처럼 사랑을
베풀어주셨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알라배마대학으로 연구년을 갈 때 가이드 할 박사과정생을
확실하게 붙여준 것이었다. 필자로서는 물질로 환산할 수 없는 큰 선물이었다.
2004년 1회 학술대회는 KIAS에서 열렸는데 대한민국 아줌마의 정신을 발휘하여 집안 살림을
하듯이 하나하나 조교의 일을 마다하지 않고 이사들이 조직적으로 진행하였고 초대회장은 고계
원 교수님이 맡았다. 이혜숙 교수님은 대한수학회와 여과총(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일을 할
요량으로 고계원 교수님께 적극적으로 떠맡기는 분위기였다. 작고하신 명효철 교수님께서 재정을
지원해주시었고, 당시 KIAS 연구원으로 있던 강순이 박사가 히파티아의 얼굴을 클로즈업한 예쁜
포스터를 디자인했다. 드디어 성황리에 한국여성수리과학회의 국제학술대회와 창립총회를 치렀다.
참석했던 김도한 대한수학회 회장님은 여성들의 열정에 감동을 먹고 남성들이 반성해야겠다는
자책(?)을 하면서 돌아갔다. KIAS의 다과와 만찬은 모두 수준급이어서 맘껏 호사를 누리면서 우리
여성들만의 수학 잔치를 즐길 수 있었다. 그 동안 대한수학회가 남성수학자들 위주로 운영되었으
므로 여성들은 늘 뒷자리 신세였는데, 여성수리과학회가 만들어지면서 여성들의 위상이 올라간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겨울에는 국제학술대회가 아니라 학부생들을 위한 지역학술대회로 지방대학을 순회하기로 정
하였다. 처음 모임은 홍정희 교수 주관으로 부산 영도에 위치한 해양대학교에서 열렸다. 필자가
재직하는 고신대학도 영도에 있으므로 함께 행사를 준비하고, 마친 후에는 영도 앞바다가 보이는
목장원에서 고계원 교수님이 맥주를 쏜 기억이 엊그제 같다. 처음에는 seed money 로 발기인들
이 각출을 하여 평생회비 제도를 만들어갔는데 점차 이혜숙 교수님의 지원으로 여과총으로부터
펀드를 받았고, 또 창의재단에 응모하여 프로젝트를 하면서 프로그램이 다양화되었고, 차세대 여
성수학자에게 용기와 자긍심을 갖도록 국제발표의 기회를 갖도록 지원도 하면서 예산을 풍성하
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모든 일에 우리 여성수학자들이 우리 아이를 기르듯이, 구석구석
집안 살림을 하듯 꼼꼼하게 헌신하고 섬긴 결과라고 생각한다. 금년 가을에 열린 10주년 기념 리
더스 포럼때 발표하는 우리 후배들을 보니 우리보다 더 당당하고 더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고
자랑스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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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술대회에서 수학에 관한 이야기는 어렴풋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일본인 특유의 인토
네이션으로 function을 발음했던 일본 여성수학회장님의 목소리, 끈 달린 원피스를 입고 등의 문
신을 보여주었던 미국 여성수학회장님의 자유분방한 패션스타일, 반바지 차림으로 초청강연을 하
는 젊은 미국 남성수학자 등 비교적 보수적인 필자의 정서로는 좀 당황스러웠던 추억들이 선명
하게 떠오른다. 조선대학에서 열렸던 리더스 포럼에서는, 배달의 민족답게

뜨거운 돌솥 비빔밥이

100개가 넘도록 배달되는 이벤트도 있었다. 스도쿠를 잘 하시는 김선아 교수의 아이디어였다. 10
주년을 돌아보니 버스와 기차, 비행기로 충북대, 충남대, 대구대, 전남대, 포스텍까지 먼 길을 마
다않고 수학 잔치에 참여했던 일들이 확실하게 각인되어 있다. 소중하고 즐거운 추억들이다.
그 동안 수고하신 초대 회장 고계원 교수님, 역임한 위인숙 회장님, 강주호 회장님, 김경화 회
장님, 김완순 회장님, 장선영 회장님, 김영희 회장님, 노선숙 회장님, 그리고 강병련 회장님!! 수고
와 헌신에 뜨거운 박수와 찬사를 올립니다. 차기 회장을 맡은 강순자 교수님 또 수고 하십시요.
저희가 뒤에서 지원하렵니다. 멋진 차세대 여성 지도자를 키우는 밑거름이 되어야지요....
2014년 잘 마무리하시고 더욱 희망찬 2015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2014년은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해 준 ICWM LOC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ICWM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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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희 교수 2015 AMS Satter Prize 수상
예일대학교

오희

교수가

미국수학회에서

수여하는

Ruth Lyttle Satter Prize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Hee Oh to Receive 2015 AMS Satter Prize
Hee Oh of Yale University will be awarded the 2015 AMS Ruth Lyttle Satter Prize at the Joint
Mathematics Meetings in January in San Antonio, Texas. Oh is honored for her "fundamental
contributions to the fields of dynamics on homogeneous spaces, discrete subgroups of Lie
groups, and applications to number theory."
In an interview with Yale News, Oh described how it feels to work on and solve a mathematics
problem. "It is as though I feel my way through the darkness, find a switch to light up the room,
and come to appreciate how perfectly organized and beautiful that room really is. I look around
and understand the role of each piece of the problem I stumbled over in my wanderings
searching for that switch. Although in the beginning it looks like there is no structure, each
mathematical problem has indeed a beautiful structure, not unlike what we appreciate in a great
art work."
The Satter Prize citation highlights in particular Oh's recent work, carried out different parts jointly
with A. Kontorovich, with N. Shah, with M. Lee and with A. Mohammadi, that connects the
classical problem of circle packings with cutting-edge modern questions. "This work brings
together in a beautiful way dynamics on homogeneous spaces, the geometry and topology of
3-dimensional manifolds, and various subtle number-theoretic phenomena, for example the
distribution of primes," the citation says.
Born in South Korea in 1969, Oh earned her PhD from Yale University in 1997. She held
positions at some of the top centers of mathematics, including Princeton University, the Institute
for Advanced Study in Princeton, and the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where she became a
full professor in 2006. After seven years as a professor at Brown University, she became the
first tenured woman mathematics professor at Yale. Presented every two years by the American
Mathematical Society, the Satter Prize recognizes an outstanding contribution to mathematics
research by a woman in the previous six years. The prize will be awarded at the Joint Prize
Session at the Joint Mathematics Meetings, Sunday, January 11, 2015 at 4:25 PM, at the Henry
B. Gonzalez Convention Center in San Antonio, Texas.
(출처: 미국 수학회 http://www.ams.org/news?news_id=2473)

▣ 박보람 교수 상산 젊은 수학자상 수상
아주대학교의 박보람 박사가 대한수학회에서 수여하는 상산 젊은 수학자상 수상자로 선정되
었다. 박보람 교수는 님스의 연구원으로 재직하였으며 2014년 9월 아주대학교 수학과 교수
로 임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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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람 교수 상산 젊은 수학자상 수상

우선 저에게 상을 주신 대한수학회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공부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셨던 지도교수님이신 김서령교수님과 상을 받도록 추천해주신 김석진
교수님, 서승현교수님, 권영수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처음 수상소식을 접했을 때 매우 기쁜
것도 물론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받을 만한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에 질문하게 되
었던 것 같습니다. 상을 주신 만큼 지금부터라도 상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 더욱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동시에 교사를 준비하던 제가 수학
자의 길로 진로를 택하면서 고민했던 시간들에 대한 보상을 받는 기분이기도 하였고, 제가 해
오던 공부를 인정받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수상하게 된 계기가 연구는 List Square Coloring Conjecture라고 불리는 graph coloring 문
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List Square Coloring Conjecture는 2001년 Kostochka 교수와
Woodall 교수가 제시한 것으로, 그래프를 제곱하면 chromatic number와 list chromatic
number가 같아진다는 추측입니다. 저는 김석진교수님과의 공동연구로 얻은 결과에서, 제곱하
여 chromatic number와 list chromatic number가 달라지는 graph가 무한히 존재하며
chromatic number와 list chromatic number의 차이도 무한히 커질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김
석진교수님을 통해 List Square Coloring Conjecture에 대한 문제를 알게 된 것이 금요일이었
는데 문제가 너무 흥미로워 주말 내내 동네를 산책하면서 문제를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
동안은 진전이 없었지만, 간단한 예를 생각하게 되었고 곧 이를 일반화할 수 있었는데, 결정적
인 아이디어는 제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이기도 한, “The competition numbers of complete
multipartite graphs and mutually orthogonal Latin squares”라는 논문(2009)에서 제시한
complete multipartite graph의 edge clique cover와 orthogonal family of Latin square와의
관계에서 나왔습니다. 이 논문은 제가 대학원생일 때 수업을 들으며 숙제 문제를 풀다가 떠오
른 아이디어에서 시작하여 지도교수님과 일본 츠쿠바대학의 Sano Yoshio박사님과 함께 완성
한 논문으로, 제 첫 논문이기도 하여 저에게 의미 있는 논문이기도 합니다. 이 논문은 graph
coloring과 전혀 상관이 없는 논문이나 결국 이 논문에서 단서를 얻어 graph coloring의 결과
를 얻게 된 것으로, 스스로도 신기하기도 했고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운이 좋아
얻게 된 결과를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좋아해주시는 것 같아 감사했습니다. 이 후에도
관련 연구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번 수상을 통해 자극을 받아 더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 2014년은 두 아이의 엄마가 된 매우 특별한 해입니다. 쌍둥이 임신으로
배가 불러 있을 때부터 모든 것을 잘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늘 자신했지만, 가끔씩 `엄마 연
구자‘라면 대부분 한 번쯤 했을 만한 고민과 걱정을 저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출산과 육아
로 달라질 삶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연구 공백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상을
통해 위로를 받고 용기와 자신감도 얻는 기분이었습니다. 잘했다고 주는 상이 아니라, 잘하라
고 주는 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연구자로 성장해가는 모습으로 상을 받은 것
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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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WM Local Organizng Committee 위원들이십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노선숙(이화여대 chair), 권세란(대림대), 권오남(서울대), 김기원(신라대) 김래영(이화여대), 김성
아(동국대), 김정욱(전남대), 방세정(영남대), 이윤진(이화여대), 이은정(연세대), 임보해(중앙대),
정문자(수원대), 최영주(POSTECH), 황형주(POSTECH) 교수 (가나다순)
▶ 이화여자대학교 이향숙 교수, 서강대학교 이영란 교수, 서울대학교 권오남 교수 : 여성과총
2014년-2015년 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 강병련 회장 : 11월 14일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주관 여성과학기술 단체장들이 참
석한 세상을 움직이는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2014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학술대회'
에 참가하여 우리 학회를 소개하였습니다.
▶ 김선자 부회장 : 2014 세계수학자대회 행사조직위원장을 맡아 봉사해주셨습니다.
□

회장 및 임원진 변경

2014년 12월을 임기로 현회장 및 임원진이 사임하고, 2015년 1월을 시작으로 회장 및 임원진
이 변경됩니다.
직 책
고문

성 명(소속)
이혜숙, 고계원(KIAS), 김선아(조선대), 위인숙(고려대),
강주호(대구대), 김영희(충북대), 김경화(이화여대),
노선숙(이화여대), 장선영(울산대), 강병련(충남대)

회장

강순자(전남대)

부회장

김선자(청운대)
권오남(서울대)

이향숙(이화여대) 최영주(포항공대)
임복희(전남대)

대외협력이사

유연주(서울대)

박정형(성균관대) 신보미(전남대)

총무이사

홍성금(조선대)

박미희(중앙대)

사업이사

고정미(강릉대)

이은경(부산대)

정보이사

강은주(호남대)

조경미(동서대)

학술이사

임미경(한국과학기술원) 이영란(서강대)

재무이사

이정엽(관동대)

문현숙(경북대)

감 사

조수진(아주대)

이현영(경성대)

□ 감사합니다^^
‣ 2014년에 우리 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강병련 회장님께서 1,000,000원을 기부하였습니다.
‣ 2014년에 우리 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김서령 회원님께서 100,000원을 기부하였습니다.
‣ 2014년에 2014 Together Project를 위하여 309,581,535원이 모금되었습니다. 동참해 주신 분
들께 감사드립니다. ICWM 웹사이트 http://www.kwms.or.kr/icwm2014 에 기부자들의 명단이
올려 있습니다.

추가하고 싶은 2014년 회원동정을 아시는 분들은 kwms2004@gmail.com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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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병련(한국여성수리과학회 회장)
일시

2014년 11월 7일

의안

전년도 업무보고 및 금년도 사업계획 보고와 안건 의결
1.

장소

고등과학원 대강당

학회 현황보고와 수행 사업에 대한 보고
(1) 학회 현황보고
- 2014년 10월 30일 기준 회원수 총 381명 중 정회원 214명, 특별회원 24
명, 학생회원 67명, 기타 76명. 2013년 회비 납부 회원은 평생회비 납부자
37명을 포함하여 61명, 2014년 회비 납부 회원은 평생회비 납부자 37명을 포
함하여 54명.
(2) 사업보고
- 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 기간
a. 이사회: 사이버 이사회 1회를 포함하여 총 6회의 이사회 개최.
b. e-뉴스레터 (강은주 이사 주관)
c. 홈페이지 관리 (이은정 이사)
d. 2014 세계여성수학자대회
e. 2013 전국 중학생 스토리텔링대회 (신인선 부회장 주관)
f. 2013 차세대 여성수학자 리더스 포럼 (이동희 이사 주관)
(g. 2014 차세대 여성수학자 리더스포럼 (강순이, 임보해, 이영란 이사 주관)2014.11.7)

회
의
내
용

나) 2015년 사업계획 및 승인
▫2015년 한국여성수리과학회 국제학술대회 - 예산 : 2500만원
▫2015년 차세대 여성수학자 커리어 리더스 포럼 - 예산 : 1000만원
▫유망여성수학자 국제학술대회 및 단기연수 지원 - 예산 : 300만원
▫중학생 수학스토리텔링 대회 - 예산 : 1000만원
▫한국여성수리과학회 소식지 전자 발간 - 예산 : 100만원
▫한국여성수리과학회 국, 영문 홈페이지 관리 - 예산 : 100만원
(3) 재무보고 (조무진 재무이사)
▫ 2013년도 결산, 2014년도 중간 결산 보고,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보고
(4) 감사보고 (계영희 감사)
2. 의결사항
(1) 제11대회장 (2015년 수석부회장 겸 2016년 회장) 선출
i) 회장 후보 추천위 경과보고 (김완순 추천 위원장)
ii) 2016년 회장 선출 – 후보 김선자 청운대학교 교수, 총회 참석회원의 만장
일치로 후보를 차기회장으로 선출. 따라서 2015년 수석부회장으로 지명됨.
(2) 2016년도 감사 선출
추천에 의하여 김기원 교수 (신라대), 권오남 교수 (서울대) 선출됨
(3) 연회비의 건
2015년부터 학회회비를 현행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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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대 KWMS 회장후보추천에 관한 경과보고
2014년

8월

20일 : 11대 KWMS회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이사회 개최(사이버)

2014년

9월

6일 : 11대 KWMS회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하고 규정에 따라 위원장 : 김완순 교
수를 선출하여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전체회원에게 이메일 공지(별첨1)

2014년

9월 27일 : KWMS회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서 추천방법에 대하여 논의함

2014년 10월 10일 : 회원 중 회장후보 추천이 없었고, 추천위원회에서 회장후보추천 시작함
2014년 10월

10일 ~ 10월 21일 : 회장후보자 선정을 위한 추천위 활동 결과 김선자 교수를

후보자로 선정함
2014년 10월

21일 : 위원장이

김선자교수에게 추천위의 결정을 전달하고, 김선자 교수가 수

락함
2014년 10월

24일 : 회장후보자 소견서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

제 11대 KWMS 회장후보 소견서

여성수리과학회 회원님께
KWMS회장 후보선출위원회 김완순 회장님으로부터 차기회장후보로 선출되었다는 말씀을 들
었습니다. 김완순 회장님께서 여성수리과학회를 이끄실 때에 임원으로 참여하면서 여성수리과
학회 회장직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 일인가를 절감하였기에 두려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그러
나 선배님들을 비롯한 회원님들의 도움으로 해낼 수 있다는 강병련 회장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1990년 중반부터 고계원 교수님과 이혜숙 교수님을 비롯한 선배님들께서는 소외되
어 있던 우리나라 여성수학자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열
정적으로 헌신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4년에 한국여성수리과학회가 탄생되었고 지금의 모
습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로써 숨어있던 여성수학자들이 수학계에 등장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학회 및 학술 활동에 참여하면서 우리나라 수학계 전체가 더욱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학회의
사무실도 직원도 없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이와 같은 열매들이 맺히기까지에는 역대 회장님들
과 임원님들께서 뿌려놓은 말할 수 없는 헌신과 봉사가 있었습니다.
역대 회장님들께서는 후배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마음껏 학문적 기량을 펼치며 학자로
서 또한 여성으로서 행복한 수학자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하며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회장이 된다면 전임 회장님들의 뜻을
이어받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1년 동안 부회장으로서 학회의 전반적인 일들을 배우면서 저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며
준비하겠습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운대학교 김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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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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한국여성수리과학회 임원진
(임기 2015.01.01 ~ 2015.12.31)

회비 납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혜숙(이화여대), 김선아(조선대), 고계원(아주대),
위인숙(고려대), 강주호(대구대), 김경화(이화여대),

고 문

김완순(호서대), 장선영(울산대), 김영희(충북대),
KWMS 연회비는 20,000원입니다.

노선숙(이화여대),
강병련(충남대)
(2014년 정기총회에서
연회비를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의결하였음)
아래 계좌로 2015년 회비납부 부탁드립니다.

회 장

강순자(전남대)

평생회비는 300,000원입니다.
송금계좌는 우리은행김선자(청운대)
1005-601-044804
(예금주 : 한국여성수리과학회)입니다.
, 이향숙(이화여대)
, 최영주(포항공대) ,

부회장

권오남(서울대) , 임복희(전남대)

l 2014년 대외협력이사
회비 납부자 : 강병련,
강순이, 강은주,
강정욱, 고계원, 권선희,
권세란, 권순희,
유연주(서울대)
, 박정형(성균관대)
, 신보미(전남대)
권오남, 권현경, 김기원, 김선자, 김성아, 김성연, 김영희, 김인숙,

총무이사

홍성금(조선대)
, 박미희(중앙대)
김정욱,
김향숙, 노선숙,
박미희, 박보람, 박현숙, 방세정, 신경희,
신인선, 신현용, 이경화, 이동희, 이영란, 이윤진, 이은정, 이정엽,

사업이사

고정미(강릉대)
, 이은경(부산대)
임보해,
임복희, 정문자,
정임순, 정자아, 조수진, 최영주, 최인선,
함윤미, 허영미, 홍재현

정보이사

강은주(호남대) , 조경미(동서대)

l 2014년 평생회비 납부자 : G.Benkart, 김홍종

학술이사

임미경(한국과학기술원) , 이영란(서강대)

l 평생회원 : 강병련, 강석진, 강순자, 강은숙, 강주호, 계영희, 고계원, 김기원, 김도한, 김미경,

재무이사

이정엽(관동대) , 문현숙(경북대)

김서령, 김선아, 김성숙, 김성아, 김성옥, 김완순, 김홍종, 노선숙, 문현숙, 박정형,

박혜숙,
신인선, 심성아,, 양미혜,
어윤희, 오춘영, 위인숙, 이경화, 이정례,
감
사 소금숙,조수진(아주대)
이현영(경성대)
이향숙, 임복희, 장선영, 정문자, 조수진, 최영주, 함지영, 홍정희, 황준묵,
G.Benkart
l 올해 학회 입회자 : 강정욱(한남대), 권지은(이화여대), 서의린(서울대), 이수경(고려대),
이은영(고려대), 이현지(숙명여대), 최설아(전남대), 황선미(인천과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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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한국여성수리과학회 임원진
(임기 2015.01.01 ~ 2015.12.31)

이혜숙(이화여대), 김선아(조선대), 고계원(아주대),
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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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장
부회장
대외협력이사

강순자(전남대)
김선자(청운대) , 이향숙(이화여대) , 최영주(포항공대) ,
권오남(서울대) , 임복희(전남대)
유연주(서울대) , 박정형(성균관대) , 신보미(전남대)

총무이사

홍성금(조선대) , 박미희(중앙대)

사업이사

고정미(강릉대) , 이은경(부산대)

정보이사

강은주(호남대) , 조경미(동서대)

학술이사

임미경(한국과학기술원) , 이영란(서강대)

재무이사

이정엽(관동대) , 문현숙(경북대)

감 사

조수진(아주대) , 이현영(경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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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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