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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순 자 (전남대학교)
회원여러분, 안녕하세요?
2015년 한 해가 저물고 2016년 희망에 찬 새해가 다가왔습니다. 2016년 새해
에 할 일을 다짐하듯 2015년도 여성수리과학회의 미래를 계획하며 전임 회장
단과 인수인계를 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 데 벌써 일 년을 마무리하는 글을 써
야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학회를 위해 봉사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한 해가 정신없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역시 바라보는 미래는 아득한
것 같아도 지나간 시간은 너무 빠르게 느껴집니다.
첫 업무를 시작하면서 2014년도 세계여성수학자대회(ICWM)을 성공적으로 치루어 낸 학회로서의 면
모를 잃지 않고 더욱 발전적인 학회로 거듭나는 학회를 만들어야한다는 생각이 큰 부담으로 찾아왔
습니다. 그러나 회장 한 사람의 노력과 부담으로 운영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원 여러분의 협조와
참여가 있다면 잘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공식적인 첫 행사인 국제 학술대회를 7월 2일과 3
일 KAIST에서 치루었습니다. 메르스로 인한 국가적 비상시기에도 불구하고 개최 대학인 KAIST의 이
에 대한 철저한 대처, KAIST 임미경교수와 정연승교수와 조직위원들의 솔선수범, 그리고 무엇보다도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대회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약 150명의 참석자들이 이틀에 걸쳐 자리를 빛
내주었고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찾아 준 Ayşe A. Şahin교수, Malabika Pramanik교수,
Rachel Levy교수, MIT의 김주리교수, 노선숙교수 등 5분의 기조 강연과 각 분야별 초청 및 기여 발
표, 포스터발표는 세계 여성수학자들과의 학문적 교류 및 세계 속의 여성수학인으로서의 정체성 확
립과 미래에 대한 생각 나누기에 충분했습니다.
차세대 여성수학인의 저변을 확대하고 격려하기 위해 10월에 개최된 ‘차세대 여성수학자 커리어 리
더스 포럼’에서는 최근 수학계의 이슈가 되고 있는‘산업수학에서의 여성수학인의 역할’을 주제
로 하여 영국 GSMA의 양현미박사, NIMS의 박형주원장, KIAS 수학난제센터의 고계원교수의 초청강연
과 멘토링 논문발표, 꿈나무 멘토링 발표가 있었습니다. 권오남, 조수진 교수를 비롯한 회원들의 노
고덕분에 이 자리에 참석한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들이 미래의 여성수학자 및 여성 수학전문인
으로서의 꿈을 갖게 된 의미있는 시간이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두 행사를 치루고 난 후 창립한지 10여년이 지난 우리 학회의 그동안의 발자취를 정리해 보
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회의 홈페이지와 보관 중인 자료를 살펴 정리하면서 여성수리과학회 창립
멤버이시고 초대회장이신 고계원교수와 전임회장단의 여성수학인에 대한 사랑과 고민을 흠뻑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작과 노력이 있었기에 여성수학자로서의 올바른 위상정립과 학문적 발전
그리고 후배양성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가진 여성수학회가 나날이 발전해 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족함으로 시작하였지만 회원여러분의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로 무사히 한 해를 마치면서 무엇보다
도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으로 참여가 바로 학회 발전의 초석이 된다는 평이한 사실을 다시 한 번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새해에는 차기 김선자 회장님을 중심으로 학회가 더욱 발전적인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리라 기대하면
서 회원여러분의 학문적 발전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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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선 자 (청운대학교)
안녕하세요? 김선자입니다.
공식적으로는 2004년에 우리 한국여성수리과학회가 탄생하였지만, 1990년 중
반부터 선배 교수님들께서 우리 학회를 잉태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과 헌신이
있어 왔습니다. 선배 교수님들의 한국여성수리과학회의 태동을 위한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박사과정 졸업 후
여러 해 동안 여성을 향한 단단한 강화유리천장들을 맞이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와 같은 선배교수님들과의 만남은 참으로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20
여년이 지나며 선배교수님들과 회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으로 학회가 발전하
고 여성수학계가 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유리천장이 존재하는 현실과 본질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주
장에 무력함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금년 2015년의 최영주, 김성연, 임미경 교수님의 학문적 성과
에 대한 수상소식들은 우리에게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한편 서울 ICM2014 이후 수학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은 한층 높아졌지만 청년실업과 경제상황
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수학의 활용을 통한 경제적 창출 효과에 집중하고 있는 듯합니다. 수학계가
힘을 합해서 지혜를 모아야 할 때 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시기에 과연 우리 학회가 해야 할 일
이 무엇인가 고민하게 합니다.
학회 탄생 이후 12년 동안 선배 교수님들께서 다져놓은 두 개의 축인 여성수학자들의 학술교류를
위한 “국제학술대회”와 꿈나무인 수학전공 여학생들을 위한 “리더스 포럼”은 우리학회의 자랑스러운
전통입니다. 1년의 임기동안 학회 임원 및 회원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서 두 개의 학술대회 그릇에
현시점에서 담아내야 하는 필수 영양소가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추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여성수학자가 행복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연구와 교육활동을 하며 꿈나무 예비여성수학자들이
비전을 갖고 힘차게 전진하는 그림을 그려봅니다. 현실을 보면 전진보다는 뒷걸음으로 달려가는 듯
합니다. 그래도 우리 회원 모두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이라도 옮길 수 있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
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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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회의 가장 큰 행사이자 제일 많은 회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제 11회

한국여성수리과학회

국제학술대회가 2015년 7월 2일(목)~3일(금) 양일간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창조학습관에서 개최
되었다. 여러 대학의 교수님들과 다섯 분의 특별 초청 연사, 그리고 학부와 대학원의 학생들 등 약
150 명의 참석자들이 이틀에 걸쳐서 자리를 빛내주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다섯분의 특별 초청
연사들이 각자의 연구 분야의 성과들을 소개하는 본 강연과 여성과 수학에 대한 대중 강연 등 총 7
회의 전체 강연을 맡았으며, 또한 각 분야별 초청 및 기여 발표, 포스터세션에도 한국의 많은 여성
수학자들이 참여하여 그 어느 때 보다 알찬 강연들로 채워졌다.
이번 학회는 특히 5월 후반부터 시작된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여러 학술회의들이 취소되는 등 어려
운 상황을 맞았으나 7월 초부터 다행히 감염 추이가 진정되기 시작하여 무사히 치러질 수 있었다.
따라서 학회의 첫 날 모든 해외 초청 강연자들과 귀빈들, 여러 참석자들이 KAIST 창의학습관 Terman
Hall에 모이고 여성수리과학회 회장 전남대 강순자 교수의 개회사로 학회가 시작된 순간은 조직위원
회 입장에서는 매우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다. KAIST의 방침에 따라 여러 가지 예방적 조치도 적절하
게 적용되었고 모든 참석자들이 건강하게 학회 일정을 소화할 수 있었다.
개회사에 이어 KAIST의 강성모 총장, 고등과학원의 금종해 원장, 그리고 대한수학회의 이용훈 회장의
축사가 이어졌고 따뜻한 격려와 지지의 분위기 속에 전체 강연이 시작되었다. 첫 전체 강연의 연사
는 Write State Univerity의 Ayşe A. Şahin 교수로 symbolic dynamical system과 Heisenberg group의
aperiodic tiling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이어서 이화여자 대학의 노선숙 교수가 지난 ICWM의 성
과와 여성 수학자들이 나아갈 미래에 대한 강연을 맡았다.
두 연사의 초청 강연 이후에는 대수, 해석, 기하/위상, 응용수학, 수학교육 등 다섯 개의 분과로 나뉘
어 각각 4~5명의 기여 발표자들의 발표 시간이 있었다. 이후 오후의 나머지 시간에는 두 해외 초청
연사들의 ‘여성과 수학’이라는 주제의 대중 강연이 진행되었다. 먼저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의 Malabika Pramanik 교수는 뛰어난 여성 수학자들이 역사적으로 활약해왔지만 아직까지
수학계에서 여성의 더 큰 활동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하였다. 특히 여학생들이 수학의 전공
을 기피하는 현상이 캐나다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Pramanik 교수는
직접 본인이 참여한 여학생들을 위한 여름학교 수학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
수학자 양성을 위한 좋은 모델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이어서 Harvey Mudd College의 Rachel Levy 교수의 대중 강연이 진행되었다. Levy 교수는 직접 운영
하는 “Grandma got STEM (https://ggstem.wordpress.com/) ”이라는 프로젝트 블로그를 소개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평범한 수학과 과학의 종사자로 기여해 온 누군가에게는 할머니인 여성 수학자와 과
학자, 공학자들의 스토리를 소개하는 프로젝트로, Levy 교수가 이 블로그를 만들게 된 배경은 우연한
아이디어에 의해서였다고 하였다. 산업 수학과 수학교육을 주로 연구하는 Levy 교수는 수학이나 과
학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야 한다는 의미의 발언을 많이 접하였고, 그러한 상황에서 많이 쓰이는 영
어의 “how would you explain that to your grandmother?”와 같은 관용적 표현이 할머니들은 수학
과 과학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어떤 전제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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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그런 선입견을 깨기 위하여 세계 여러 곳에 있는 독자들로부터 모은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에 종사한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사진과 함께 기재하는 블로그를 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큰 반향을 일으켜서 라디오와 신문 등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Levy 교수는 한
국의 할머니 수학자들의 이야기를 싣고 싶다며 많은 이야기를 보내달라는 부탁과 함께 강연을 마쳤
다.
Levy교수의 강연으로 공식적인 강연일정은 끝나고 공식 만찬이 이어졌다. 만찬과 함께 MIT의 김주리
교수에 대한 Q&A 세션이 마련되어 김주리 교수가 여성 수학자로서 젊은 여성 수학도들에게 조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도 하였다. 만찬에서 참석자들은 즐거운 대화를 이어갔으며, 특히 여성 수학
자들의 도전을 이해하고 서로에 대한 지원을 격려하는 강연자들의 강연때문인지 더욱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친목을 나눌 수 있었다.
다음 날인 7월 3일 일정의 첫 전체 강연은 김주리 교수가 문을 열었다. 김주리 교수를 소개한 강병
련 교수는 김주리 교수가 KAIST에서 수학할 당시 수업을 지도한 바 있는 인연을 소개하여 훈훈한 분
위기가 되었다. 김주리 교수의 강연은 젊은 시절 공부한 KAIST를 오랜 만에 방문한 의미 있는 시간
이기도 하였다. 김주리 교수는 Hecke eigenvalues의 Sato-Tate equidistribution에 대한 최신 연구 성과
를 발표하였다. 이이서 2일에 이어 Plenary talk을 가진 Levy 교수는 산업 수학 교육을 위한 수학적
모델링 (Mathematical Modelling and Industrial mathematics Education) 이라는 주제로 기업에서 요구
되는 수학적 소양을 위한 수학적 모델링 교육 연구를 수행한 내용에 대해 발표하였다.
3일 오전의 마지막 세션은 포스터 발표 세션으로 주로 학생들이나 주니어 연구자들이 멘토와 함께
연구한 학술 내용을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어지는 오후 강연이자 마지막 전체 강연은
Pramanik 교수의 강연으로 Needles, Bushes, Hairbrushes and Polynomials 라는 독특한 제목의 강연
이었다. Premanik 교수는 단위 길이의 바늘이 어떤 조건하에서 자유롭게 모든 방향으로 돌게 하는
최소 자취를 찾는 Kakeya needle problem을 확장하여 덤불모양의 기하학적 표현, 그리고 덤불모양
이 삼차원에서 일렬로 나열된 브러쉬 모양의 기하학적 표현과 관련된 문제들에 관한 연구를 설명하
였다. Pramanik 교수의 강연을 끝으로 모든 전체 강의는 끝났고 이후의 시간에는 2일에 이은 분과별
세션으로 이어졌다. 분과별 세션에서는 역시 초청 및 기여 발표의 시간이 각 다섯 개의 분과로 나뉘
어 이루어졌다.
학회의 공식일정은 분과별 세션을 마지막으로 무사히 끝마쳤고 많은 여성 수학자들과 수학을 배우는
여학생들, 그리고 다양한 인연으로 여성 수학자들을 서포트하고 좋은 강의를 듣기 위해 모인 남성
수학자들과 학생들은 수학계의 최신 연구 동향을 나누고 여성 수학자에 대한 지원과 격려를 다짐한
시간을 뒤로 한 채 국제학회의 일정을 마감하였다. 조직위원회 및 연사들은 뒤풀이를 통하여 서로
감사의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이번 학회는 학문적으로도 그 어느 때보다 알차고 다양한 좋은 발표들이 이어진 뿐 아니라 여성 수
학자들에게 당면한 도전 과제와 수학을 배워 나가는 여학생들이 처한 현실 등을 이해하고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좋은 방향성을 얻을 수 있는 학회였다. 여러 연사들의 공통된 조언은 여
성 수학자 들이 서로 연대해서 멘토링하고 지원하며 내부의 목소리를 발굴하고 혼자가 아님을 일깨
우고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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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에게도 이번 국제학회는 여성수리과학회의 존립 목적과 정체성에 대한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었고, 앞으로도 뚜렷한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여성수리과학회가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게 되었다.

[ 단체 기념 사진 ]

[ 강순자 회장의 개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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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vy 교수의 대중 강연 ]

[ 노선숙 교수의 강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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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터 세션 ]

[ 분과별 발표 ]

[ 만남의 시간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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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KWMS the 11th International Conference Congratulatory Remarks
JongHae Keum
President of KIAS
Greetings with joyful summer weather. This is JongHae Keum, the president of KIAS.
On behalf of Korea Institute for Advanced Study and as an old friend of Korean Women in
Mathematical Sciences, I am honored to give congratulatory remarks to such distinguished
scholars.
KWMS and KIAS have a very special relationship since the establishment of KWMS in 2004.
When I look back over the past decade, KIAS was more than happy to be a part of KWMS’s
hard work. KIAS became a supporter of KWMS’s international conference in the year of 2004,
the very 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of KWMS, also did in 2006, 2009, 2010, and many
others until today. As a president of KIAS, I hope there to come many more years together
in the future for the two by invigorating global mathematical society.
During the past 10 years, KWMS has devoted in many different ways to Korean mathematical
society’s development. And I would say it flourished especially in the last year by successfully
organizing the first International Congress of Women Mathematicians in the history. Thanks to
KWMS’s dedication, I am confident that ICWM opened up opportunities for young women
mathematicians to further imagine and even step forward to the future as a women
mathematician.
Today in KAIST Daejeon another fruitful result of KWMS’s devotion is blooming. Numerous
people endeavored to organize 2015 KWMS International Conference. I would like to thank
you all for being parts of the conference and give special thanks to KWMS president Soon Ja
Kang for organizing the event.
2015 KWMS International Conference is consisted of plenary talks, contributed talk sessions,
and public lectures by prominent women mathematicians from domestic and abroad. I hope
all the attendees at the conference will have memorable time to cherish and learn more
through participating the 2015 KWMS 11th international conferenc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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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The 11th KWMS International Conference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July 02~03, 2015

Program - Day 1
Day 1 - July 2nd (Thursday)
Time

Main Place : Creative Learning Building (E11)
Terman Hall
Program

Registration

13:40-14:00

14:00-14:20

Chair

Opening
Remarks

Soon Ja Kang, President of KWMS

Congratulatory
Remarks

Sung-Mo Kang, President of KAIST
Jong-Hae Keum, President of KIAS
Yong Hoon Lee, President of KMS
Dynamical systems, aperiodic tilings,

14:20-15:00

Plenary Talk I

Plenary Talk II

(Seoul National

Ayşe A. Şahin, Wright State University, USA

University)

Mathematics
SunSook Noh, Ehwa Womans University

Ki-won Kim
(Silla University)

Break

15:30-15:45

Contributed
15:45-16:45

Ja A Jeong

undecidability, and the Heisenberg group
Global Vision and Cooperation for Women in

15:00-15:30

Sung Geum Hong
(Chosun University)

Talk
Sessions

Ⅰ : Algebra

(Room : 205)

Ⅱ : Analysis

(Room : 206)

Ⅲ : Applied Mathematics

(Room : 207)

Ⅳ : Geometry and Topology

(Room : 208)

Ⅴ : Mathematics Education

(Room : 209)

Break

16:45-17:00

Women in Mathematics: Challenges and
17:00-17:30

Public Lecture I

Seoung-A Kim

Opportunities
Malabika Pramanik,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Dongguk
University)

Canada

17:30-18:00

Public Lecture II

Grandma got STEM Celebrates Senior Women

Oh Nam Kwon

Mathematicians

(Seoul National

Rachel Levy, Harvey Mudd College, USA
18:00-18:10

University)

Break
Rae Young Kim

18:10-20:00

Banquet and Discussion (Place : Faculty Club (E5-2nd floor))

(Ewha Womans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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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 Day 2
Main Place : Creative Learning Building (E11)

Day 2 - July 3rd (Friday)

Terman Hall

Time

Chair

Announcement

9:30-9:40

Asymptotic behavior of supercuspidal characters
9:40-10:20

Plenary Talk III

and Sato-Tate equidistribution for families
Ju-Lee Kim,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USA

Break

10:20-10:30

Mathematical Modeling and Industrial
10:30-11:10

Pyung-Lyun Kang

Plenary Talk IV

Sang Sook Ko

Mathematics Education

(Dankook

Rachel Levy, Harvey Mudd College, USA

University)

11:10-11:20

Conference Photo

11:20-11:50

Poster Sessions (Place : Creative Learning Building (E11) Lobby)

11:50-13:00

Lunch (Place : East campus cafeteria (E5-2nd floor))

13:00-13:40

Plenary Talk V

Needles, bushes, hairbrushes and polynomials

Sung Geum Hong

Malabika Pramanik,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Chosun University)

Canada

Break

13:40-13:55

Invited
and
13:55-15:35

Contributed
Talk
Sessions

Ⅰ : Algebra

(Room : 205)

Ⅱ : Analysis

(Room : 206)

Ⅲ : Applied Mathematics

(Room : 207)

Ⅳ : Geometry and Topology

(Room : 208)

Ⅴ : Mathematics Education

(Room :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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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여성수학자 커리어 리더스 포럼』은 한국여성수리과학회가 2007년부터 여과총의 지원으로
매년 수행하는 사업으로, 융합학문시대를 이끌 차세대 여성수학자들의 양성에 기여하는 것에 사업의
기본 목표를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1세기 국가경쟁력을 선도할 새로운 분야를 이해하고 수학 활
용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그 안에서 학문적 동기를 부여하
고, 차세대 여성수학자들의 학문적 역량과 리더십을 함양하기 위해 기획되고 진행된다. 한국여성수리
과학회는 본 사업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2012년 여과총의 우수단체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2015년 『차세대 여성수학자 커리어 리더스 포럼』은 지난 10월 30일 아주대학교 병원 별관대강당에
서 200여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어, 다양한 분야에 진출한 선배 여성수학자와 수학과
학부생 및 대학원생, 그리고 수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고등학생까지 아울러서 만남과 멘토링
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올해에는 현재 수학계와 산업계 양쪽에서 높은 관심을 갖고 활발하게 협동
을 진행중인 주제인 산업수학에 초점을 맞추어 『산업수학, 여성수학인의 역할』을 주제로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세부 프로그램은 산업수학에서 여성수학자의 사회적 역할모색 및 수학전공자의 진로제
시, 차세대 여성수학자의 리더십 함양에 그 목적을 두고, 3건의 전문가 초청강연과 4건의 대학생/대
학원생의 멘토링 논문 구두발표 그리고 9건의 고등학생 멘토링 포스터발표 등으로 구성되었다.
( 본 사업을 위해 애쓰신 권오남, 조수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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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차세대 여성수학자 커리어 리더스 포럼
“ A Leader's forum for the future of Women Mathematicians

2015 리더스 포럼 일정표-오전 세션
시 간

행 사 내 용

좌 장

등 록

10:30 – 11:00

[개회식]
11:00 - 11:10

w 개회사: 강순자 (한국여성수리과학회장)

조수진 교수

w 축사: 최경희 (아주대학교 부총장)

(아주대)

w 환영사: 김혜선 (아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장)
[초청강연]
11:10 – 11:50

김기원 교수

w 양현미(Chief Strategy Officer, GSMA)

(신라대)

w 강연제목: Seizing New Opportunities in the Digital Future
[대학원생 멘토링 논문발표1]
* 지도교수: 유연주

w 김선아(서울대학교 박사과정)

w 논문제목: Construction of linkage disequilibrium blocks based on interval
graph modeling

김기원 교수

11:50 – 12:30

(신라대)

[대학원생 멘토링 논문발표2]
* 지도교수: 이향숙

w 이파라(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

w 논문제목: Constructing Complete Families of Pairing-friendly Curves Using
the method of indeterminate coefficients.
12:35 – 12:45
13:00 – 14:30

단체사진 촬영
점심식사 (종합관 12층)
여성수리과학회정기총회 (14:00 – 14:30, 병원별관 대강당)

(고계원 교수님, 오후 초청강연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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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리더스 포럼 일정표-오후 세션
시 간

행 사 내 용

좌 장

[초청강연]
14:40 – 15:20

w 연사: 박형주(국가수리과학연구소장, 아주대학교 수학과 석좌교수)

노선숙 교수

w 강연제목: 위대한 통계학자 나이팅게일

(이화여대)

[꿈나무 멘토링 발표1]
w 이소희, 김문영, 박경빈, 안상언, 강소희(수원대학교) * 지도교수: 정문자
w 발표제목: 황금비와 4차함수 그래프

김성아 교수

15:20 – 15:40

[꿈나무 멘토링 발표2]

(동국대)
* 지도교수: 박보람

w 성인영, 김연수(아주대학교)

w 발표제목: 그래프의 edge-coloring에서 monochromatic부분그래프의 존재성
[꿈나무 멘토링 poster 발표] with Tea Time

15:40 – 16:20

w

박주현, 조용진 (경기과학고등학교 2학년), 지도교사: 오택근

w

한지우, 강성현 (경기과학고등학교 2학년), 지도교사: 임승현

w

조소비, 김예은, 지민지, 최지원 (권선고등학교 2학년), 지도교사: 김정현

w

이정인, 최승연, 최찬진 (권선고등학교 2학년), 지도교사: 김정현

w

최유나, 임주은 (반포고등학교 1학년), 지도교사: 박지현

w

김지선, 신민주, 박지영 (수지고등학교 2학년), 지도교사: 최화식

w

김은비, 이효제 (아주대학교 4학년), 지도교수: 박보람

w
w

이소희, 김문영 (수원대학교 3학년), 박경빈, 안상언, 강소희(수원대학교 2학년), 지도교수:
정문자
성인영, 김연수 (아주대학교 4학년), 지도교수: 박보람

[초청강연] (날개달린 수학)
16:20 – 17:10

w 연사: 고계원 (고등과학원 수학난제연구센터 교수)
w 강연제목: 2014 필즈상 수상분야: 동역학계
[폐회식]

17:10 -

w 폐회사: 김선자 (한국여성수리과학회 차기회장)
저녁간식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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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아 교수
(조선대)

지난 5월 꿈나무 멘토링에 대해 처음 듣게 됐었습니다. 꿈나무 멘토링은 한국여성수리과학회에서 주
최되는 ‘2015 차세대 여성수학자 커리어 리더스 포럼’에서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수학으로 연구
를 하고 포스터를 발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수학을 공부하는 학부생으로서 매우 흥미로운 기회였습
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시간에서 배운 그래프 이론을 새로운 정의와 함께 확장하는 연구를 하였습니
다. 운이 좋게도 행사 당일 날 무대에서 발표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연구에 더욱더 매진하여 좋은
발표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0월 30일 ‘2015 차세대 여성수학자 커리어 리더스 포럼’이 아주대학교에서 주최되었습니다. 이런
뜻 깊은 행사가 아주대학교에서 열리고, 이 행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서 매우 기뻤습니다. 행사
당일에는 꿈나무 멘토링의 학생들의 포스터가 복도에 장식되었고, 강연 무대에는 많은 여성수학자분
들과 강연을 듣기 위한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로비 포스터 발표

초청 강연

저는 오후 3번째 순서로 연구 발표를 하였습니다. 미래의 여성 수학자를 꿈꾸는 저로서, 저의 꿈에
한발 다가가는 마음이 들어 더욱 떨렸습니다. 거의 일 년 동안 공부하고 연구했던 것을 10분 안에
모든 것을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였지만 최대한 많은 것을 발표하려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중
간에 매끄럽지 않은 부분도 있었지만. 무사히 발표를 마쳐 매우 보람찼습니다.

꿈나무 멘토링 발표

고계원 교수님의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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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사의 많은 강연 중에서 저는 고계원 교수님의 강연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동역학계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앞으로 10년 이상은 이 분야의 연구로 수상자가 많이 나올 것이 라는 교수님의 말씀
에 동역학계에 대한 새로운 흥미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학자로서 자신의 연구 분야에 대해 끊
임없는 고민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삶에 대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많은 수학자분들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생겨났습니다.
저는 꿈나무 멘토링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정의를 확장하고 증명하는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또한 발표를 하면서도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표를 마치고 많은 교수님
들의 수고했다는 격려와 칭찬을 들으니 그 동안의 시간이 보람찼습니다. 그러면서 미래에는 만나 뵈
었던 많은 교수님들과 함께 이 자리에 여성수학자로 참석하고 싶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015 차세대 여성수학자 커리어 리더스 포럼’은 저에게 새로운 꿈을 주었습니다. 이런 뜻 깊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한국여성수리과학회의 모든 교수님과 지도교수 박보람교수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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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30일 아주대학교 병원 대강당에서 ‘2015 차세대 여성수학자 커리어 리더스 포럼’이 개
최되었습니다. KWMS 리더스 포럼은 매년 한국여성수리과학회에서 여성수학자로 성장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다양한 강연과 발표로 구성된 행사로, 저는 작년 2014년에 이어 두 번째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현 한국여성수리과학회장님이신 강순자 교수님의 개회사에 이어, 아주대학교 부총장이신 최경희 교
수님의 축사, 아주대 자연과학대학장이신 김혜선 교수님의 환영사로 이어진 개회식이 끝나고 첫 번
째 초청강연이 시작되었습니다. GSMA에서 CSO로 근무하시는 양현미 박사님의 강연으로 주제는
‘Seizing new opportunities in the digital future’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이를 통해 다
양한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응용수학이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미래 산업의 핵심 동력으로서의 가능성에 대하여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특히 박
사님께서 미국 유학시절에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들과 함께 연구하고 일할 수 있었던 경험이 새로운
분야와 기회로의 시각을 열어주었다며, 해외로 나아가 더 많은 경험을 해보라는 조언은 현재 생물정
보학과 관련하여 응용수학을 공부하고 있는 저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말씀으로 와 닿았습니다.
양현미 박사님의 초청강연이 끝난 후, 대학원생 멘토링 논문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날
‘Construction of linkage disequilibrium blocks based on interval graph modeling’이라는 주
제로 유연주 교수님의 지도를 받고 있는 연구내용에 대해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수학자분들 앞
에서 제가 하고 있는 분야를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설레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수학자들에겐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생물정보학과 관련된 내용이기에 많이 긴장되기도 했습니다. 다
행히 큰 실수 없이 무사히 발표를 마칠 수 있었고, 여러 교수님들께서 후에 발표 잘 들었다고 격려
해주셔서 더욱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진 1, 초청강연, 양현미(GSMA)

사진 2. 논문 멘토링,김선아(서울대대학원)

오후 첫 순서로 박형주 국가수리과학연구소장님께서 ‘위대한 통계학자 나이팅게일’이란 주제로 강
연해 주셨습니다. 나이팅게일하면 백의의 천사로 살신성인하여 다친 병사들을 간호했던 인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강연을 통해 실제로 나이팅게일이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병사들의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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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률의 원인이 전투로 인한 부상이나 사망이 아닌 열악한 병원 환경으로 인한 전염병등에 있다는
것을 분석해 내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던 행정가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사진 3, 박형주(NIMS/아주대)

사진 4. 꿈나무 멘토링 포스터 발표

2015 리더스 포럼은 현재 학위과정을 밟고 있는 대학원생뿐만 아니라, 학부과정의 대학생들과 고등
학생들이 교사, 교수님들의 지도를 받아 연구활동을 한 경험을 발표하는 장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진
꿈나무 멘토링 발표와 꿈나무 멘토링 포스터 발표를 통해, 고등학생들과 대학교 학부생들이 학교수
업에서 배우는 내용을 더 발전시키거나, 더 심화된 수학내용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 수학 연구의 즐거움을 깨닫고 그 결과물들을 다른 사람들과 공
유하는 과정을 통해, 여성 연구자로서의 꿈을 키우고 그것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만
들어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초청강연으로 고등과학원 수학난제연구센터의 고계원 교수님께서 ‘2014 필즈상 수상분야:
동역학계’ 라는 주제로 강연해주셨습니다. 동역학계의 핵심내용을 흥미있는 예와 함께 설명해주셔서
난해하고 어려운 분야임에도 즐겁게 강연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작년 리더스 포럼에서 각기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시는 여성 수학자들의 생생한 이야기와 여성
수학자로서 가지는 고민에 대해 들으며 공감도 하고 많은 조언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올해 리더스 포럼에서는 큰 자리에서 저의 연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짐과 더불
어 다양하고 풍성한 강연으로 더욱 기억에 남는 경험이 될것 같습니다. 수학적 역량을 바탕으로 세
계적 기업의 여성 리더로서 활약하시는 분의 생생한 경험담과, 통계를 바탕으로 많은 이를 구해내었
던 여성의 이야기, 그리고 현재 수학자로서 활발히 연구하교 계신 여성 수학자의 강연을 통해 저 뿐
만 아니라 예비 수학자가 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더불
어 앞으로 더 성장하여 후배들에게 이런 자리를 통해 좋은 경험담과 지식을 들려줄 수 있는 사람으
로 성장하고자 하는 다짐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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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수학, 여성수학인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우리학교에서 포럼이 열렸다. 강연의 첫 시작은 양현미
(GSMA의 최고전략책임자)연사님 이셨다. 이 포럼이 열리기 전부터 양현미 연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교수님들께 많이 들어서인지 개인적으로 기대가 큰 강의였다. 강연에 대한 느낌은 한마디로 ‘명불
허전’이었다. GSMA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에서부터 수학을 무기로 하여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지에 대한 느낌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다.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해 세계는 점점 Automation
(자동화) 및 Digitization(디지털화)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자동화가 우리에게 편리함을 안겨주고는 있
지만, 그에 대한 부작용으로 ‘uncertainty(불확실성)가 증가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즉, 자동화로
인해 일자리의 수가 줄어들고, 소득의 불균형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이 문제를 수학을 이용하여 어
떻게 optimization(최적화)을 시킬지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씀하셨다. 수학을 좋아서
수학과에 왔지만, “어떠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인문학이 기본이 되어야 삶이 풍요로워 진다.” 라고
항상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더 깊이 생각 할 여지를 남겨줬다. 이렇게 산업에는 많은 문제가 도사리
고 있는데,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문제의 인식이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문제의
인식을 하지 못하면 쉬운 문제라 할지라도 풀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 수
학도 편식을 하면 안 되고, 여러 분야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실제로 어떤 산업의 문제를 풀어보려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다. 올해부터 우리학교에 새로 신설되었고, 현재 수강중인 산업
수학프로젝트라는 과목이 그러한 경험과 훈련을 시켜준 생각이 들었고, 우리 아주대학교 수학과가
이런 부문에서 한 발 앞서 준비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랑스러웠다.
incumbents(기득권)기업을

비교하면서

'Start-up'을하는

기업은

'Nothing

또 start-up하는 기업과
to

lose'이기

때문에

Innovation(혁신)을 하기에 쉬운 반면 기득권 기업은 Innovation을 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
에 딜레마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작은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 곳에 역시 수학이 큰 역할
을 할 것이다.
박형주 교수님은 ‘위대한 통계학자 나이팅게일’ 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해주셨다. 이번 강연에
대해 나이팅게일의 대해서 잘 묘사한 문구가 있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에 대한 대중적인 관념이
어떤 것인지는 누구나 알고 있다. 성스럽고 희생적인 여성, 고통 받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안락
한 삶의 즐거움을 내던진 가냘픈 처녀(...)죽어가는 병사의 침상을 자애의 빛으로 신성하게 만드는 광
명의 여인(...)그러나 진실은 다르다. 실제의 나이팅게일은 손쉬운 상상으로 채색되는 바와는 다르다.
그녀는 뭔가 다른 방식으로 일했고, 뭔가 다른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실제의 나이팅게일에게는 전
설의 나이팅게일보다도 흥미로운 점이 더 많다. 반면 유쾌한 점은 더 적다.’ 리튼 스트레이치의 말
이다. 나이팅게일의 가장 큰 업적은 크림전쟁에서 통계학을 이용해 사망률을 40%에서 2%로 줄인 주
인공이다.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젊은이들이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지는 반면 나이팅게일은 그 속
에서 왜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에서 죽어야하는가? 질문을 던졌고, 실제로 전쟁에서 사망하는
원인에 대해서 분석해서 통계를 낸 결과, 위생이나 감염, 즉 관리를 못해서 사망하는 사람의 수가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죽는 사람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 연구 결과를 직접
정부에 건의해 간이 조립식 위생병동을 전쟁터에서 세워 근대 보건에 큰 혁신을 일구어 냈다. ‘사
람을 살려야 겠다.’라는 인문학적인 질문을 수학으로 해결한 것이다. 어렸을 때의 수학에 대한 관
심이 세상의 많은 사람을 살려낸 것처럼, 최근에는 산업에서 수학이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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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세대까지만 해도 수학에 대해 ‘사칙연산만 할 줄 알면 되지.’라고 생각했었지만, 그 시대에
는 많은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대에는 컴퓨터의 발전으로 빅 데이터 시대가 되었
고, 수학 즉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이 많은 데이터를 제대로 분석 할 수 없다. 강연 중 가
장 인상 깊었던 말씀이 있다. ‘일 년만 지나도 우리는 다 무식해집니다. 지식의 양은 급속하게 불
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식들을 우리가 다 배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수학을 통해 그 과정 속
에서 생각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현재 혹은 미래의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때 큰 힘이 됩니다.’
고계원 교수님은 ‘2014 필즈상 수상분야: 동역학계’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해주셨는데, 학생회장으
로써 그 이후의 뒤풀이를 준비해야 해서 이 강연은 듣지 못하였다. 개인적으로 고계원 교수님을 존
경하는데, 이 강연을 듣지 못해서 굉장히 안타까웠다. 그래서 뒤풀이 시간에 개인적으로 동역학이라
는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다. 예전에는 학부과목에 동역학 관련 과목이 있었는데, 현재 사라졌
다고 하셨다. 제목만 들어도 흥미로운 ‘카오스-프렉탈’등 동역학은 한 분야의 수학이라기보다는
여러 분야의 수학을 이용한 응용수학분야로 현재 수학계에서 가장 핫한 한 분야라고 말씀해 주셨다.
이외에도 고등학생 및 학부생이 연구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 결과를 간략하게 발표하는 ‘꿈나무
멘토링 포스터 발표’라는 행사도 진행되었다. 내가 고등학생 때는 이렇게 연구를 한다는 것은 생각
도 하지 못하였는데, 현재 학생들이 이런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이 대단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였
다.
이번 리더스 포럼은 나의 진로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다. 기존에는 졸업 후 취업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더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커졌다. 단순하게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많은 연
봉을 받으면 되지가 아니라, 실제로 다양한 수학을 이용하여 산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감이 생겼다.
Only Build on Ma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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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미경 교수, ‘MediaV 젊은 과학자 상’ 수상
임미경

교수(KAIST)가

2014년

12월

15일

학회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verse Problems and Related Topics 에서 주관하
는 MediaV 젊은 과학자 상(MediaV Young Researcher Award)’을
수상했습니다. 임미경 교수는 이물질 이미징 문제에 대한 점근적
해석기법과 투명 망토(invisibility cloaking) 효과를 향상시키는 다
층 구조에 대한 연구내용을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했습니다.
MediaV 젊은 과학자 상은 MediaV Information Technology (Shanghai) Co Ltd. 의 지원으로 2010
년 제정되었고 역문제(Inverse Problems) 분야에서 중요한 공헌을 한 40세 이하의 연구자에게 수
여되는 상으로서 2년마다 개최되는 학회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verse Problems and
Related Topics 에서 수여됩니다.

▣ 김성연 교수,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인상 수상
김성연 교수(고등과학원 난제연구센터)가‘올해의 여성과학기술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김성연

교수는

2013년

8월

‘인벤션스

매스메티카

(Inventiones Mathematicae)’에 발표한 ‘유계대칭영역’에 관한 연구업적
을 인정 받아 2015년‘ 이학분야’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 정성은 교수, 한국여과총 미래인재상 수상
정성은 교수(한국외국어대)가 11월 6일에 개최된 2015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학술대회
에서 ' 2015 한국여성과학기술인총연합회 미래인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 최영주 교수, 교육부 장관 표창 수상
최영주 교수(포항공대)가 2015년 11월 6일 교육부로부터 ‘2014년도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를 인정받아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최영주 교수는‘중점연구소 사업’연구
결과로 2014년 발표한 논문인 “Schubert Eisenstein series”가 난제 해결을 위해 최초로 시도된
접근법이며 정수론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L-함수를 이해하는데 산술적 의미가 매우 크다는 평
가를 받아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 대한수학회상 수상
2015년 대한수학회 봄/가을 학회에서 한국여성수리과학회 회원 강주호 교수, 김선아 교수, 장
선영 교수께서 다음과 같이 수상하였습니다.

‣ 대한수학회 교육상 :
‣ 대한수학회 공로상 :

강주호 교수(대구대)
김선아 교수(조선대), 장선영 교수(울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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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은 교수(한국외국어대), 한국여성과학기술총연합회 미래인재상 수상
지난 11월 6일에 개최된 2015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학술대회에서 미
래인재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신진여성과학자를 대표하여 큰 상을 받게
되어 정말 감사드리고, 한국여성수리과학회 회원님들께 수상소감을 전하게 되
어 영광입니다.
저는 함수해석학을 전공하였고, 1932년에 폰노이만이 제시한 불변부분공간문제
(the invariant subspace problem)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해석학분야
의 최고난제 중 하나로, 쉽게 설명하면 유계선형작용소를 상삼각행렬로 표현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는 불변부분공간문제을 연구하기 위하여 국소스펙트럴 이론(local spectral
theory), 특히 부분스칼라(subscalar) 작용소에 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소스
펙트럴 이론은 정규(normal) 작용소의 스펙트럴 이론을 일반화하는 과정에서 발전되었으며, 불
변부분공간문제에 접근하는 여러 가지 모델을 제시해주는 중요한 이론입니다. 저는 박사학위
논문에서는 초정규(hyponormal) 작용소를 확장한 개념인 클래스 A 작용소가 부분스칼라임을
증명하고

불변부분공간문제의

부분

해들을

제공하였으며,

작용소의

복소대칭성(complex

symmetry)에 관하여 연구하였습니다. 학위를 받은 후에는 국소스펙트럴 이론과 더불어 함수공
간상의 합성작용소, 가중합성작용소, 토에플리츠 작용소, S-토에플리츠 작용소 등에 관심을 가
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지도교수님이신 고응일 교수님께서는 주어진 문제를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지도
해주셨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수학을 연구하는 수학자로서의 자세를 가르쳐주셨습니다. 문제
가 풀리지 않아 힘이 들 때도 있었지만 고응일 교수님의 자상하신 가르치심 덕분에 재미있고
신나게 수학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교수님의 수학에 대한 열
정을 그대로 물려받아 앞으로 더 발전해나가는 자랑스러운 제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큰 활력소가 되어주었습니다. 저의 롤모델이 되어주신 은
사님들께서 계셔서 항상 꿈을 가지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학부시절부터 김경화 교수님께서는
수학을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설레는 것인지 가르쳐주셨습니다. 저를 언제나 응원해주시고 지
원해주심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항상 격려해주시고 아낌없이 조언해주시는 이향숙
교수님, 이혜숙 교수님, 이윤진 교수님, 이준엽 교수님, 윤정호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연구 환경을 마련해주시고 지원해주시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수학과의 교수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기를 낳고 키우면서 힘들지만 꾸준히 연구하다보니 생각지도 못한 큰 상을 받게 된 것 같습
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말고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해야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
니다. 앞으로 수학을 연구하는 후배들에게, 특히 국내에서 학위를 받는 여성수학자들에게 귀감
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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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학회는 2014년도 ICWM 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고생하신 조직위원회와 조직위원들의 노
고에 보답하여 ICWM 2014 조직위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
니다!
• ICWM 2014 조직위원회에 감사패 증정(위원장 노선숙교수)
• ICWM 2014 조직위원에게 감사장 수여(대표

김기원교수)

□ 우리 학회는 2015년 유망여성수리과학자 국제학술대회 참가 및 단기연수 지원 사업을 시행하
여 두 분을 지원하였습니다.
• 고은경 박사 (서울대학교

PARC )

• 김별님 박사 (경북대학교 수리융합연구소)

□ 고등과학원에 재직하시던 김영주 박사가 건국대학교 수학교육학과에 신규임용 되었습니다.
□ 2015년 새로 선출된 IMU 집행위원회는 Berlin 모임에서 여성수리과학자들의 국가별 그리고 지
역별 조직 간의 국제적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서 새로운 Committee for Women in Mathematics
(CWM)을 구성하였으며, 이화여자대학교 노선숙교수가 새로운 CWM의 위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많은 활동을 기대합니다!
□ Kristin Lauter 미국 AWM 회장은 AWM뉴스레터에 실린 소식을 우리 학회 회원들과 공유하고
자 학회장 보고서를 보내왔습니다. Kristin Lauter 회장은 보고서를 통해 AWM의 미래의 비전과 함
께 AWM이 여성수학자들의
걸쳐 $750,000의

Research Collaboration Networks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5년에

NSF ADVANCE grant를 받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미 여성수학자들간의 network 형성 및 공동연구 등 KWMS와 AWM간 협조 방안을 기대해봅니
다.
□ 회장 및 임원진 변경
2015년 12월을 임기로 현회장 및 임원진이 사임하고, 2016년 1월을 시작으로 회장 및 임원진이
변경됩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회장단께 감사드립니다.(신임 회장단 명단은 26쪽을 참고해주세요.)
□ 회비 안내입니다^^
우리 학회 연회비는 20,000원입니다. 평생회비는 300,000원입니다.
회비 납부 송금계좌는 우리은행 1005-601-044804 (예금주 : 한국여성수리과학회)입니다.
(회비 납부 현황은 25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학회는 회원 여러분의 기쁜 소식을 같이 나누고 알리고 싶습니다. 신규임용, 수상 기타 추가하고
싶은 회원동정을 언제든 kwms2004@gmail.com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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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경 박사(서울대 PARC), 폴란드 토룬 국제학술회의 참석 후기
토룬(Torun)은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 (Warsaw)에서 서북방향으로 기차로 2시간 가
량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폴란드 60% 이상의 도시가 세계 2차 대전의

영향으로 파괴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토룬은 유일하게 전쟁의 영향을
받지 않은 몇 안되는 도시 중 한곳으로 중세시대의 폴란드 문화까지 그대
로 보존한 아주 아름다운 도시였다.
2015년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열린 제 7회 Symposium on Nonlinear Analysis
(SNA)학회는 1991년 토룬 수학자 그룹이 비선형 편미분방정식 연구를 위해 샤우더 센터(Juliusz
Schauder Center)를 세우면서 가능하게 되었다. Schauder 센터는 토룬에 있는 니콜라스 코페르
니쿠스 대학(Nicolaus Copernicus University)에 위치해 있으며, 로즈 대학 (Lodz University)과 함
께 1999년Juliusz Schauder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1999년 제 1회 SNA 를 개최하였고, 지난
2015년 제 7회 Symposium까지 성공적으로 열렸다.
특히, SNA 에서는 비선형 연구와 응용에 있어 성과와 기여가 뛰어난 수학자들에게 Schauder
Medal을 수여해 왔다. 지난 2012년 Schauder medal은 벨기에 출신 수학자 Dr. Jean Mawhin에
게 돌아갔고, 이번 학회에서는 Dr. Paul H. Rabinowitz에게 Schauder medal이 수여되었다. 학회
중 Schauder metal Ceremony에 참석하여 세계적인 석학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 또한 큰 즐거
움이었다. 특별히 이번 학회는 Dr. Andrzdj Szulkin 의 70번째 생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special
session이 만들어 지기도 하였다.
2013년 미국을 떠나 인도 그리고 한국에서 포닥 생활을 해 오고 있는 나로서는 Ph.D advisor를
만나 수학적인 discussion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학회를 동시에 참석하지 않는 이상 자주 오진
않았다. 하지만 이번 학회에서는 나의 Ph. D advisor인 Dr. R. Shivaji 께서 참석하셔서 교수님을
떠나 그동안의 나의 연구 성과를 지도교수님 앞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도 갖고 지금까지 해
온 연구결과들을 develop 할 수 있는 조언을 얻는 등 여러 방향의 연구에 대해 discussion할 수
있었던 아주 값진 시간이었다.
또한 이번 학회의 committee 중의 한분이고 비선형 연구에 있어 세계적으로 저명하신 Pavel
Drabek 교수님을 다시 만날수 있었다.

Drabek 교수님의 지도 하에 포닥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을 확인한 소중한 만남이었고, 더욱이 교수님 계신 대학으로 모든 지원하에 초대를 해 주시어
언제든지 함께 연구 할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만으로도 이번 학회의 참석은 나의 연구에 있어
아주 중요한 순간이 될 것 같다.
인천에서 출발할 당시 독일 항공사의 파업으로, 공항에서 10시간 대기후 일본을 거쳐 프랑크프
르트에 도착, 다시 폴란드 바르샤바로 향하는, 24시간 이상 걸리는 아주 힘든 여정이었다. 서울
대에서 가을학기부터 시작한 2번의 강의 또한 아는 선배님께 맡겨야 했고, 돌아와서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함을 생각하니 출발 비행기 등 예상치 못한 일들이 더해

조금은 후회하며 시

작했던 이번 학회였지만 돌아올 때는 그 전 참석했었던 어떤 학회보다 얻은 것이 많은 뜻 깊
은 학회였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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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순자(한국여성수리과학회 회장)
일시

2015년 10월 30일

장소

의안

전년도 업무보고 및 금년도 사업계획 보고와 안건 의결

아주대학교 병원 별관 대강당

1. 개회선언 및 성원보고
의결권소지회원 107명중 참석 30명 위임장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선포함
2. 전차 회의록 보고
2014년 11월 7일 정기총회 회의록 결과보고에 대해 원안대로 접수함
3. 업무보고
가. 총무보고 – 박미희 총무이사의 학회 현황보고와 수행 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었음
i) 학회 현황보고 - 2013년 회비 납부 회원은 평생회비 납부자 37명을 포함하여 61명, 2014년
회비 납부 회원은 평생회비 납부자 37명을 포함하여 54명.
ii) 이사회: 사이버 이사회 1회를 포함하여 총 5회의 이사회 개최.
나. 학술보고 - 박미희 총무이사(학술이사 대신)의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0월 29일 까지
시행된 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었음
i) 7. 2-3일 2015 KWMS 제 11차 국제학술대회 개최
• 초청강연(7회) : A.A. Sahin(Wright State University)
SunSook Noh(Ehwa Womans University)
M.Pramanik(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R. Levy(Harvey Mudd College)
Ju-Lee Kim(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회
의
내
용

• 분과발표(포스터 발표 및 구두발표) 56건 :
Algebra(11건), Analysis(11건), Applied Mathematics(11건),
Geometry and Topology(11건), Mathematics Education(12건)
• 조직위원회(22명)
강순자(전남대), 강은실(조선대), 강은주(호남대), 김래영(이화여대).
김선자(청운대), 박미희(중앙대), 박선정(NIMS), 박은희(강원대),
배명진(POSTECH), 신보미(전남대), 어윤희(NIMS), 오춘영(전남대),
유연주(서울대), 이영란(서강대), 이은경(부산대), 이은정(연세대),
임미경(KAIST), 정연승(KAIST), 조경미(동서대), 진선숙(공주교대),
최소영(동국대), 홍성금(조선대),
다. 사업보고 : 이은경 사업 이사의 2015년 유망여성수리과학자 국제학술대회 참가 및 단기연수
지원에 대한 보고가 있었음
• 고은경박사(서울대학교 박사후 연구원),
• 김별님박사(경북대학교 수리융합연구소 연구원)
4. 재무보고
i) 이정엽 재무이사의 ICWM 기부금 관련 보고가 있었음
• 기부금 총 잔액 : 69,229,605원(unused together grant 포함)
- ICWM-To_- FIMU : 55,405,142원($ 50,000)
- ICWM-To_- KWMS : 13,24,463원
5. 감사보고
• 조수진 감사의 2014년 결산보고 및 2015 중간결산(2015.1.1. - 2015.10.30.)에 대한
감사 보고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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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결사항
가. 2014년도 결산(2014.1.1.-2014.12.31.) 보고(이정엽 재무이사)
: 원안대로 승인함
나. 2015년도 중간 결산(2015.1.1.-2015.10.30.) 보고(이정엽 재무이사)
: 원안대로 승인함
다. 2016년도 사업계획(안)(김선자 부회장)
: 원안대로 승인함
라. 2016년도 예산(안)(김선자 부회장)
: 원안대로 승인함
마. 제12대회장 (2016년 수석부회장 겸 2017년 회장) 선출
i) 회장후보추천위 경과보고 (김영희 위원장)
ii) 2017년 회장 선출 – 총회 참석회원의 만장일치로 후보 최영주 포항공과대학교 교수를
차기회장으로 선출. 동시에 2016년 수석부회장으로 지명되었음을 선포
바. 2017년도 감사 선출
회
의
내
용

권세란(대림대), 홍성금(조선대)
7. 차기 회장 (회장 김선자) 인사 및 차기 임원 인준
• 만장일치로 인준함
회장
부회장

대외협력

김선자
최영주
이향숙(사업)
김성아(대외)
정자아(학술)
강은주(재무)
강순이
황형주
유연주

청운대
포항공대
이화여대
동국대
서울대
호남대
강원대
포항공대
서울대

총무
사업
정보
학술
재무

박미희
채명주
심성아
이은경
진선숙
이은정
임미경
김성연
이정엽
김훈주

중앙대
한경대
성신여대
부산대
공주교대
연세대
KAIST
KIAS
카톨릭관동대
세한대

8. 기타 토의 및 건의사항
없음
9. 감사패 및 감사장 수여
• ICWM 2014 조직위원회에 감사패 증정(위원장 노선숙교수)
• ICWM 2014 조직위원에게 감사장 수여(대표 김기원교수)
10. 폐회선언
강 순자 의장이 폐회를 선언함

제 12대 KWMS 회장후보추천에 관한 경과보고
∎ 2015년 8월 : 12대 KWMS회장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논의
∎ 2015년 8월 28일: 12대 KWMS회장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 김영희
교수를 선출하여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전체 회원에게 이메일 공지
∎ 2015년 9월 27일: KWMS회장후보 추천위원회 회의에서 추천방법에 대하여 논의함
∎ 2015년 9월 19일: 회원 중 회장후보 추천이 없었고, 추천위원회에서 회장후보추천 시작함
∎ 2015년 9월 19일 ~ 9월 23일: 후보추천 완료(2인 추천됨)
∎ 2015년 9월 24일 ~ 9월 30일: 회장후보자 선정을 위한 추천위 활동 결과 최영주 교수를
후보자로 선정함
∎ 2015년 10월 2일: 위원장이 최영주교수에게 추천위의 결정을 통보하고, 최영주 교수가 수락함
∎ 2015년 10월 16일: 최영주 회장후보자 소견서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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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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위원
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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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좌하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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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주전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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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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납부에 감사드립니다.

l 2015년 회비 납부자 : 강명민, 강병련, 강순이, 강순자, 강은실, 강은주, 강현영, 고계원,
고상숙, 고은경, 고은성, 권순선, 권순희, 권오남, 권현경, 김기원, 김미정, 김선아,
김성숙, 김성아, 김성연, 김성옥, 김아영, 김연진, 김영주, 김영희, 김은미, 김정욱,
김정은, 김지영, 김훈주, 김희정, 노선숙, 류지영, 문현숙, 박기현, 박미경, 박보람,
박선정, 박은희, 박인영, 배명진, 송정민, 신보미, 신안숙, 어윤희, 오춘영, 유연주,
윤령경, 이미령, 이민희, 이봉주, 이선미, 이영란, 이은경, 이정엽, 이은정(연세대),
이은정(KAIST), 이향숙, 이화정, 임미경, 임복희, 임선간, 장혜원, 전선향, 정다래,
정문자, 정성은, 정소연, 정연승, 정자아, 정진영, 조경희, 조유영, 조주희, 주은화,
지영명, 진선숙, 최은미, 최재경, 최정옥, 홍성금, 홍재현
l 평생회원 : 강병련, 강석진, 강순자, 강은숙, 강주호, 계영희, 고계원, 권세란, 김기원,
김도한, 김미경, 김서령, 김선아, 김선자, 김성숙, 김성아, 김성옥, 김완순,
김홍종, 노선숙, 문현숙, 박정형, 박혜숙, 소금숙, 신인선, 심성아, 양미혜,
어윤희, 오춘영, 위인숙, 이경화, 이동희, 이윤진, 이정례, 이향숙, 임보해,
임복희, 장선영, 정문자, 조수진, 최영주, 함윤미, 함지영, 홍정희, 황준묵,
G.Benkart
l 올해 학회 입회자 : 강명민(서울대), 강현영(목원대), 고상숙(동국대), 고은경(서울대),
고은성(전주대), 권순선(아주대), 김미정(진남중), 김아름(숙명여대), 김아영(수완중),
김정은(UNIST), 김혜영(이화여대), 김희정(서울대),

박미경(영산대), 박보람(아주대),

박수경(전남대), 박은정(전남대), 배명진(포항공대), 백주원(전남대), 송정민(GIST),
신보미(전남대), 이다예(전남대), 이은경(중앙대), 이현승(이화여고), 이효정(UNIST),
장승진(전남대), 전선향(조선대), 정다래(고려대), 정연승(KAIST), 정진영(광주고),
주은화(전대사대부고), 지영명(서울대), 최재경(KIAS), 최정옥(GIST), 최혜경(서울대),
한겨울(서울대), 황희선(전남대), Ayse Sahin(Wright Stat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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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한국여성수리과학회 임원진
( 임기: 2016.01.01 ~ 2016.12.31. )

이혜숙(이화여대), 김선아(조선대), 고계원(아주대),
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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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장

김선자(청운대)
최영주(수석부회장/포항공대),

부회장

이향숙(사업/이화여대), 김성아(대외/동국대)
정자아(학술/서울대), 강은주(재무/호남대)

대외협력이사

강순이(강원대), 황형주(포항공대), 유연주(서울대)

총무이사

박미희(중앙대), 채명주(한경대)

사업이사

이은경(부산대), 심성아(성신여대)

정보이사

진선숙(공주교대), 이은정(연세대)

학술이사

임미경(KAIST), 김성연(KIAS)

재무이사

이정엽(카톨릭관동대), 김훈주(세한대)

감 사

권오남(서울대), 김기원(신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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