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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수리과학회는
한국수학자의 학문적 발전과 활발한 교류 및 여성수학자들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고 수리과학기술의 발전과 보급에 기여하
고자 설립된 학회입니다.

한국여성수리과학회는
1. 여성수학자의 평등적 활용 지원
2. 여성수학자의 연구 활동 및 교류 지원
3. 여성수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 증진
4. 수학에 관한 자료수집 및 연구서 발간
5. 전문지식을 이용한 사회봉사(수리과학의 대중화)
6.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위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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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장 인사
차기 학회장 인사
2016 여성수리과학회 국제학술대회 보고
재미여성수학자 곽명혜교수님과의 만남
2016 여성수리과학회 국제학술대회 일정표
2016 차세대 여성 수학자 커리어 리더스 포럼
2016 차세대 여성 수학자 커리어 리더스 포럼 참가 후기
회원 동정 및 학회 소식
기고: 수학문화관 건립에 바라는 희망메세지
유망여성수리과학자 지원사업 후기
2016년 정기총회회의록
제 12대 임원진 소개 & 제 11대 임원진 소개

김선자(청운대학교)
안녕하세요? 김선자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학회를 맡기 시작한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마침의 인
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일정에 짜인 업무를 쫓기듯 처리하면서 한 해가 간
것 같아서 아쉽고 회원님들께 죄송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임원진의 적극적인
헌신과 노고, 그리고 회원님들의 격려와 도움에 힘입어 무사하게 진행할 수 있
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등과학원에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는 많은 회원들이 참가하셔서 성공적으
로 개최되었습니다. 특별히 올해에는 학회설립의 태동과 기반조성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학회의 발전
을 위해 애써주신 고문님들의 정년퇴임을 기념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는 행사가 뱅큇에서 진행되었습
니다. 또한 기조강연 연사로 초빙한 Howard 대학 명예교수이신 곽명혜 교수님(1960년대에 UC
Berkeley에서의 박사학위논문을 Ann. of Math.에 발표)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심성아 이사님의 수고로 정년을 맞이하시는 고문님들께 기념 사진첩을 드릴 수
있었는데 참으로 좋아하셨습니다. 뱅큇의 맛깔스럽고 깔끔한 음식과 와인 덕분에 축제와 같은 분위
기에서 한국여성수학자의 첫 세대인 곽명혜

교수님부터 예비수학자인 학부생에까지 전세대가 함께

하며 여성수학자로서의 삶에 대한 고민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
다. 국제학술대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조직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는 강은주 부회장님께서 전국의 수리과학 관련 학과와 연구소, 센터 등을 대상으로 하여
박사후 연수과정 또는 시간강사로 소속되어 있는 여성수학자들의 현황파악을 시도하였습니다. 진로
를 고민하고 있는 젊은 여성수학자들의 현황을 좀 더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후배들을 위해서
우리학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음에 마음이 많이 무겁고 미안했습니다. 단지, ‘유망 여성
수리과학자 국제학술대회 참가 및 단기 연수 지원’ 신청 안내 등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일이었고
예년에 비해서 지원대상자가 직접 지원한 비율이 증가된 것뿐입니다.
‘차세대여성수학자 리더스포럼’은 “융합시대의 여성수학자“라는 주제를 갖고 강원대학교에서 성
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본 포럼에서는 수학과 문화, 수학과 산업, 수학과 미래 등을 주제로 한 기
조강연들이 펼쳐지고 꿈나무 멘토링에서 발표되는 대부분의 논문들도 이와 맥을 같이 하였습니다.
기조강연들은 수학의 다양한 역할을 보여주어서 흥미진진했고, “과학남녀들의 웃픈 티파티”로 진행
되는 패널토론은 젊은 여성과학자들 앞에 놓인 피하고 싶은 문제들을 들춰내보고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못지않게 꿈나무 멘토링의 포스터발표도 참석자들에게 인기
가 있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높고 푸른 하늘과 어우러진 단풍으로 채색한 교정에서 행복하고 보
람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리더스포럼 개최를 위해 거의 한 학기를 반납해 주신 강순이 이사
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으로는 학회 사무국 주소 문제, 차기 국제학술대회 개최비용 문제가 있어서 최영주 차기회장
님과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여러분의 도움으로 만족스럽진 않지만 마음의 짐을 조금은 벗은 것 같
습니다.
부족한 저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 임원 여러분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학회 사
무국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송다혜 간사에게도 고맙습니다. 지금은 모든 상황이 어두워 보이지만
한편에서 비추이는 빛으로 밝고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에 더욱 건강하
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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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주(포항공대)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께
2016년 충격의 한해도 어김없이 가고 우리는 희망의 2017년을 기대합니
다. 2004년 창립된 한국여성수리과학회, 10여년이 지난 지금 여성수학자들
의 활약은 눈부시게 달라져 있습니다.
척박 했던 시절 은사님 선배님들의 존재는 우리의 바람막이가 되어 주셨
고 용기를 얻고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되어 주셨습니다. 격려의 말씀, 그 희망과 노력, 그리고 실
력이 차곡차곡 쌓여 우리 한국 여성수리학회는 2014년 세계 여성수학자대회 (ICWM)을 멋지게 치렀
습니다. 유능하고 뛰어난 여성 후배 인력들이 양성되고 있고 학계에서 학회에서 그리고 사회 곳곳에
서 여러 활발한 활동을 시작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신나게 활동하고 그것이 제대로 평가되는 사회적 환경은 현실적으로 아직도 그리
녹녹하지 않으며 기회 자체가 평등하게 주어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런 일은 아직도
먼 장래에나 실현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교류할 수 있는 동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성수리과학회 주관 학회들을 통해서 또한 2014년 서울 ICWM을 통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한국
으로 찾아온 많은 동료 수학자들을 만나고 토론하고 그들과 함께 수학이야기를 하면서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 여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일 것입니다. 역대 회장님들과
임원님들께서는 그 귀한 시간을 아낌없이 학회를 위해 헌신하여 회원들의 활동을 장려하고 격려하는
노력으로 여성수학인 활동의 인지도를 높이셨습니다.
2017년 회장단도 함께 힘을 모아 역대 선배님들께서 걸어오신 길처럼 최선을 다해 회원여러분들
의 능력이 발휘 될 수 있도록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은 인터넷 시대라 많이 사회상이 달라졌지만 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하여 여성수학자 활동상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일들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회가 가교 역할을 하여 여성수학인
의 국내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원여러분께서도 함께 공유할 소식
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여성수리과학회 설립목적은,
“한국수학자의 학문적 발전과 활발한 교류 및 여성수학자들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므로
수리과학기술의 발전과 보급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학회”
임을 늘 기억하겠습니다.
2017년 행복하시고 만복이 함께 그득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포항공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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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주 올림

김훈주 (세한대학교)
우리 학회의 가장 큰 행사인 2016년도 한국여성수리과학회 국제학술대회가 6월 30일(목)부터 7월
1일(금)까지 이틀간 고등과학원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는 기조강연, 상설분과발표
(Contributed Talk), 수상강연, 포스터 발표(Poster Session)에 총 52편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2개
의 대중강연이 있었다. 또한 원로여성수학자 5분을 모시고 감사드리는 귀한 시간을 통해 참석한 많
은 여성수학자들이 깊은 영감을 받을 수 있었다.
개회식은 30일 오후에 채명주 총무이사의 사회로 시작되었다. 김선자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이용
훈 대한수학회 회장과 한국여성수리과학회 회원이신 금종해 고등과학원 원장이 축사를 하였다.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기조강연은 Xuan Duc Ha Truong 교수 (Vietnam Academy of Science
Technology)가 “On error bounds and weak sharp minima”란 주제로, 오용근 교수(포항공대)
가 “Simplectic topology and higher homological algebra”란 주제로, 곽명혜교수(Howard
Univ.)가 “Uniformly normal families and hyperbolic manifolds” 란 주제로 강연하여 참가자들
에게 큰 관심을 받았다.
수상강연은

2015년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

수상자

김성연

교수(고등과학원)가

“Proper

holomorphic maps between bounded symmetric domains”란 주제로 강연하여 젊은 여성수학
자들에게 큰 동기 부여를 해 주었다.
초청강연으로 대수학분과에서는 임선희 교수(서울대), 해석학분과에서는 이영란교수(서강대), 응용
수학에서는 이지현교수(연세대), 정은옥교수(건국대)와 정재훈교수(Univ. at Buffalo the State
Univ. of New York), 기하와 위상 분과에서는 김영주 교수(건국대), 수학교육분과에선 김동중 교수
(고려대)와 김구연 교수(서강대)가 각각 발표하였다.
분과발표는 대수학, 해석학, 기하와 위상, 응용수학, 수학교육분과에서, 포스터 발표는 해석학, 기
하와 위상, 응용수학, 수학교육분과에서 이루어졌다.
<발표논문통계>
기조강연

3

대중강연

2

수상강연

1

분과
대수학
해석학
기하와 위상
응용수학
수학교육

초청강연

분과발표

1
1
3
1
2

6
7
4
6
5

포스터
발표
6
3
2
1

대중강연자로는 수학과 졸업자인 KT의 김이식 상무와 8percent 이효진 CEO가 초청되었다. 김이
식 상무는 “Understanding the rise of Mathematics”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데이터가 제한적일
때는 공학을 통해서 수학이 현실 세계에 응용되었지만 이젠 쌓여있는 데이터를

수학을 통해 단순

화하고 새로운 패턴을 찾아 바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을 넷플릭스, Buzfeed 등의 많은 실례를
하여 설명하여 큰 호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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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이효진 CEO는 은행에서 퀀트로 보낸 경험으로 P2P기업을 창업하여 국내1위로 발전시킬 수 있었
던 노하우를 “A new path from mathematics: starups”이란 주제로 공개하였다. 합리적, 직관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수학적 마인드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보여주어 수학자뿐 아니라 일반인에게
도 수학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알려주었다.
대중강연을 마치고 2004년 한국여성수학회가 창립된 이후의 사진들을 보며 지난 13년간의 역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 후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질서정연하게 야외에서 사진 촬영을 가진 후 공식
연회를 시작하였다.
유연주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연회에는 이용훈 대한수학회 회장, 금종해 고등과학원 원장,
기조강연자 Xuan Duc Ha Truong 교수, 오용근 교수(포항공대), 곽명혜교수(Howard Univ.) 및 학
회 참여자 대부분이 참석하였다. 한국여성수학회 김선자 회장의 인사말이 있은 후
KIAS 고계원 연구교수, 대구대 강주호

교수, 조선대 김선아 교수, 이화여대

원로여성수학자

이혜숙 명예교수, 곽

명혜 교수를 모시고 꽃다발을 드리면서 한국여성수리과학회의 발전을 위해 애쓰신 노고에 감사하는
시간을 심성아 성신여대 교수의 사회로 가졌다.
이용훈 대한수학회 회장, 울산대 장선영 교수를 비롯한 여러분이 연회 내내 재치 있는 축사를 해
주셨고 KIAS 계산과학부 김재완 교수는 축사를 통해 제 4대 KIAS 원장이셨던 고 명효철 박사가 한국여
성수학회에 보내주신 지원과 사랑을 기억하는

더욱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 단체 기념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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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용근 교수의 기조강연 ]

[ KT 김이식 상무의 대중강연 ]

[ 8percent 이효진 CEO 대중강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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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과별 발표 ]

[ 열심히 토론 중이신 원로교수님들 ]

[곽명혜, 고계원 교수님과 김선자 회장님, 최영주 부회장님 기념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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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아 (동국대학교 수학교육과 교수)
필자가 처음으로 곽명혜 교수님을 만난 때는 1996년 여름이다. 그 때 곽교수님은 미국 워싱턴시
의 Howard 대학 수학과에 재직하시면서 서울대학교 수학과 대역해석학연구센터를 방문하여
‘Families of normal maps in several variables and classical theorems in complex
analysis’라는 주제로 두세 차례 강연을 하셨다. 그 당시 나는 30대 중반의 신임교수 3년차였고,
normal family 분야는 나의 세부전공 주제는 아니었지만 박사과정 시절 흥미롭게 공부하였던 분야
였다. 곽 교수님의 명료하고 인상적인 강연은 필자로 하여금 normal family 분야의 연구에 도전하
고 싶은 호기심을 갖게 하였고, 또한 곽 교수님께 학문적으로 다가가고 싶은 마음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곽 교수님의 학위논문 일부 내용이 대단하다는 수학자들도 게재하기 어렵다는 저널 Annals
of Mathematics에 실렸음을 알고선 선뜻 다가가기 힘든 분으로 느껴졌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 저널에 실린 곽교수님의 논문 제목은 ‘Generalizations of the big Picard theorem’으로, 주
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holomorphic mapping from the punctured disk into a compact
hyperbolic manifold M can be extended to a holomorphic mapping from the whole disk
into M."
곽교수님은 저명한 S. Kobayashi 교수의 제자로 버클리 소재 캘리포니아주립대학에서 학사(1965
년)와 박사(1968년) 학위를 받으셨으며 연구 분야는 Differential Geometry and Complex
Variable 이다. 학위 후에는 Maryland 대학에서 펠로우(1968~1969)로 계셨고 1969년 워싱턴시에
위치한 Howard 대학 수학과 조교수로 채용되어 2010년에 정년교수로 퇴임하셨으며, 퇴임 후 2010
년에는 동대학에 명예교수로 계셨다. 남편이신 고 곽승영 교수님은 경제학자로 1983년부터 Howard
대학 경제학과 교수를 역임하셨으며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초빙연구원,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시니
어 이코노미스트, 미 재무부 해외경제정책국 부국장을 역임하셨다고 한다. 사실 곽명혜 교수님의 성
은 손씨이신데, 미국에서 남편의 성을 붙여 곽씨가 된 셈이다. 슬하에 1남 2녀를 두셨고 모두 미국
에 거주하고 계신다.

<사진1> 곽명혜교수님
SanFrancisco bay에서 (196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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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2016년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열렸던 국제학회(2016 KWMS IC) 조직위원으로 일한
덕분에, 언젠가 한번 꼭 뵙고 싶은 분으로 마음속에 남아있던 곽교수님을 주요 강연자 중 한 분으로
추천할 기회를 얻었다. 은퇴하신 곽 교수님과 이메일 교신이 잘 안되어 미국수학회의 Mathscinet에
서 제공하는 Math Genealogy Project를 통해 교수님의 제자 T. Edwards 교수와 접촉하여 곽 교
수님께 초청 서신을 전달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리하여 처음 만난 지 20년이 지난 2016년 6월 30
일에 학회 장소인 고등과학원에서 백발의 교수님을 다시 뵙게 되었다. 교수님의 Plenary talk의 좌
장을 맡아 다시 한 번 인상적인 연구 결과를 담은 흥미로운 강연을 들을 수 있었다. 곽교수님의 발
표 내용에 대한 한 청중의 질의 중에 Annals of Mathematics에 실린 결과에 대한 질의로, 증명이
어렵고 복잡한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이에 대한 곽교수님의 답변은 겉으로 풍기는 분위기만큼이
나 겸손하고 소박하였다. 학회 둘째 날 일정이 끝나고 김선자 회장을 비롯하여 여러 명의 조직위원
들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 학회의 자문을
해주실 또 한분의 든든한 여성수학자 곽교수님을 찾은
기쁨을 즐길 수 있었다. 사실 곽교수님은 서울대 화학
과에 입학하셨는데 대학 1학년 시절에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가시게 되었고 실험을 해야 하는 화
학에 흥미를 느낄 수 없어 수학을 하시게 되었다고 한
다. 구체적인 실험보다 추상적인 논리를 더 즐기는 순
수수학자들의 공통점을 공감하면서 세대를 초월하여
<사진2> 정숙자 교수님과 함께

같은 여성수학자로서 다양한 얘기를 나누었다. 또한,
지난 국제학회에 참여한 수학자 정숙자 교수님은 곽교

수님의 중등학교 시절(1954년 ~)부터 친구로, 곽교수님께서 박사과정 시절 미국에서 우연히 재회하
신 후 오랜 기간 동안 미국에서도 우정을 쌓아오셨다고 한다. 이런 회고담을 들으면서 여성수리과학
회를 통해 맺어진 여성수학자들의 인연이 세대에서 세대로 계속 이어져 나갈 것을 기대해보았다.

<사진3> 2017 국제학회 전체사진의 일부분

위 <사진3>은 국제학회 참석자들 전체 사진의 일부분으로 필자(앞줄 왼쪽 가장자리)와 정숙자 교수
님(필자의 오른쪽)과 곽교수님이 함께 찍힌 부분이다. 곽교수님께서 국내 대학 수학과에 연고가 없으
신 탓에 오랜 기간 동안 한국여성수리과학회 차원에서 곽 교수님과 접촉하지 못한 것이라 생각할
때 필자의 책임이 큼을 느꼈다. 곽교수님과 한국여성수리과학회의 좋은 인연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
대하며 이만 이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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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2016 The 12

KWMS International Conference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June 30~July 01, 2016

Program - Day 1
Day 1 - June 30th (Thursday)
Time

Main Place : Rm. 1114, KIAS
Program

Chair
Registration

13:40-14:00

Opening
Remarks
14:00-14:10

14:20-15:00

15:10-15:50

Congratulato
ry
Remarks
Plenary
Lecture I
Plenary
Lecture II

Seonja Kim, President of KWMS
Yong Hoon Lee, President of KMS
Jong Hae Keum, President of KIAS
On Error bounds and weak sharp
minima
Xuan Duc Ha Truong (VAST)
Symplectic topology and higher
homological algebra

17:50-18:20
18:20-18:30

Eunok Jung
(KonKuk University)
Pyung-Lyun Kang
University)

Contributed
Talk Sessions

Ⅰ : Algebra

(Rm : 1503)

Ⅱ : Analysis

(Rm : 1423)

Ⅲ : Applied Mathematics

(Rm : 8101)

Ⅳ : Geometry and Topology

(Rm : 1424)

Ⅴ : Mathematics Education

(Rm : 8309)

Break
Public
Lecture I
Public
Lecture II

Understanding the rise of Mathematics
Yi Shik Kim (KT Senior Vice
Moonja Jeong

President)
A new path from mathematics :

(University of Suwon)

startups
Hyo Jin Lee (CEO of 8Percent)
Conference Photo
Banquet and Discussion :

18:30-

University)

Break

17:00-17:10

17:10-17:40

(Hankyong National

(Chungnam National

Yong-Geun Oh (POSTECH)

15:50-16:00

16:00-17:00

Myeongju Chae

a meeting with senior members of KWMS
(Place : First floor lobby of Bldg 1, K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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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joo Yoo(Seoul National
University)
Seong-a Shim(Sungshin
Women's University)

Program - Day 2
Day 2 - July 1st (Friday)

Main Place : Rm 1114, KIAS
Announcement

9:30-9:40

10:20-11:00

Lecture III

manifolds

(Dongguk

Myung He Kwack (Howard Univ.)

University)

Break

11:00-11:10

11:10-11:50

Seong-a Kim

Uniformly normal families and hyperbolic

Plenary

Proper holomorphic maps between bounded

Award
Lecture**

symmetric domains
Sung-Yeon Kim (KIAS)

Suh-ryung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11:50-13:00

Lunch

13:00-14:00

Poster Sessions (Place : First floor lobby of Bldg 1, KIAS)

14:00-15:40

Contributed
Talk Sessions

Ⅰ : Algebra

(Rm : 1503)

Ⅱ : Analysis

(Rm : 1423)

Ⅲ : Applied Mathematics

(Rm : 8101)

Ⅳ : Geometry and Topology

(Rm : 1424)

Ⅴ : Mathematics Education

(Rm : 8309)

**15th Women in Science and Technology of the Year Award(2015)

[ 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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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장소:
주관:
주최:
후원:

2016년 10월 28일(금요일)
강원대학교, 한빛∙보듬관 2층,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C-Square
한국여성수리과학회,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강원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강원대학교 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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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여성수
리과학회는 본 사업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2012년 여과총의 우수단체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2016년 『차세대 여성수학자 커리어 리더스 포럼』은 지난 10월 28일 강원대학교에서 200여명이 참
가하는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어, 다양한 분야에 진출한 선배 수학자와 수학과 학부생 및 대학원
생, 그리고 수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고등학생까지 아울러서 만남과 멘토링의 시간을 가졌
다. 특히 올해에는 『융합시대의 여성 수학자』를 주제로 선
정하여 진행하였다. 세부 프로그램은 융합이 강조되는 현
시대에 걸맞은 여성수학자의 사회적 역할모색 및 수학전공
자의 진로제시, 차세대 여성수학자의 리더십 함양에 그 목
적을 두고, 2건의 전문가 초청강연과 1건의 특별강연, 4건
의 대학생/대학원생의 멘토링 논문 구두발표 그리고 5건의
고등학생 멘토링 포스터발표 등으로 구성되었다.
(본 사업을 위해 애쓰신 강순이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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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차세대 여성수학자 커리어 리더스 포럼
“ A Leader's forum for the future of Women Mathematicians

2016 리더스 포럼 일정표-오전 세션
시 간

행 사 내 용

10:20 - 10:50

좌 장

접수 및 등 록
[개회식]

10:50 - 11:00

 개회사: 김선자 (한국여성수리과학회장)

강순이
(강원대학교)

 축사: 김헌영 (강원대학교 총장)
 환영사: 한종호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장)
[초청강연]

11:00 - 11:40

박혜숙
(서원대학교)

 박신영 (올댓 데이터 대표)
 강연제목: 수학, 융합창의시대 산업을 혁신하다
[대학원생 멘토링 논문발표1]
 안수정(강원대학교 박사과정)

11:40 – 12:20

* 지도교수: 김영주

 논문제목: 생존분석의 이론적 탐구 및 응용

김성연
(고등과학원)

[대학원생 멘토링 논문발표2]
 배미선(서울대학교 석사과정)

* 지도교수: 권오남

 논문제목: 다중언어 문제와 귀국학생 적응에서의 수학교육 사례 연구
12:20 - 12:30
12:30 – 14:00

단체사진 촬영
점심식사 (백록관 교직원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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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수리과학회정기총회 (13:30~14:00,
한빛관 C-Square)

2016 리더스 포럼 일정표-오후 세션
시 간

행 사 내 용

좌 장

[초청강연]
14:00 – 14:40

임복희

 연사: 고호관 (수학동아 편집장)

(전남대학교)

 강연제목: 수학도 대중문화가 될 수 있을까?
- 대중을 위한 수학 콘텐츠 만들기
[꿈나무 멘토링 발표1]
 김혜인, 박소은(상명대학교) * 지도교수: 김신욱

14:40 – 15:00

 발표제목: Breast cancer의 발병 및 진행에 관여하는 통합된 인자 발견
을 위한 수학적 데이터 통합 방법

이은경
(부산대학교)

[꿈나무 멘토링 발표2]
 길도영, 김민송, 이소영(아주대학교)

* 지도교수: 박보람

 발표제목: 그래프를 활용한 스케줄링 문제 - 항공기의 효율적인 운행
스케줄 분석
[다과와 함께하는 꿈나무 멘토링 poster 발표]

15:00 – 15:30



김태란, 현수진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 지도교사: 김선희



강민승, 정희윤, 최재원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 지도교사: 조수빈



승민수, 김보경, 이연재 (춘천여자고등학교),

* 지도교사: 한예슬



강희윤, 김유미, 서혜리 (춘천여자고등학교),

* 지도교사: 석수안



여새롬, 박은서 (춘천여자고등학교),

* 지도교사: 이백희

[꿈나무 멘토링 발표3]
 김세빈, 박혜진, 박수정(카톨릭관동대학교)
15:30 – 15:50

* 지도교수: 이정엽

 발표제목: Aperiodic mono-tile tiling의 연구

이은경
(부산대학교)

[꿈나무 멘토링 발표4]
 조정희(아주대학교) * 지도교수: 정의진
 발표제목: FROG (Find Rank by Observing GooglePageRank)
[특별강연]
15:50 – 16:30

 연사: 이향숙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차기대한수학회장)
 강연제목: 수학이 만드는 스마트한 세상, 더 나은 미래

노재옥
(한림대학교)

[특별강연]
 주제 : 과학남녀들의 웃픈 티파티
16:30 – 17:20

 패널 : - 김세정(Kaist, 물리학과 박사 후 연구원)
- 이진주(걸스로봇대표)
- 채명주(한경대학교 수학과 교수)
- 박대인, 정한별(과학기술정책읽어주는남자들,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박사과정)

17:20 – 17:30

[폐회식]
 폐회사: 최영주 (한국여성수리과학회 차기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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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강연 : 박신영 (올댓 데이터 대표)]

[초청강연 : 고호관 (수학동아 편집장)]

[꿈나무 멘토링 포스터 발표]

- 14 -

[특별강연 : 이향숙(이화여대, 차기 대한수학회 회장)]

[패널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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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수학자대회가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던 2014년 그리고 2016년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
대로 기계학습, 인공지능과 빅 데이터의 시대가 되어 학문의 꽃인 수학이 만개한 시기에 대학원에서
수학을 전공하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요즘입니다. 특히나 올해는 이화여자대학교 이향숙 교수님
께서 대한수학회 첫 여성회장으로 선출된 해로 수학을 공부하고 있는 여학생으로서 더 뜻깊은 해입
니다. 거기다 모교인 강원대학교에서 ‘2016 차세대여성수학자 커리어 리더스포럼’이 개최된다는 사
실에 사뭇 설레었습니다.
10월 28일, 자연도 축하하듯 절정이었던 단풍이 레드카펫을 깔아주며 아늑한 분위기의 강원창조
경제혁신센터에서 여성수학자 뿐만 아니라 미래의 수학자인 학부생들까지 모여 ‘융합시대의 여성수
학자’라는 주제로 ‘2016 차세대여성수학자 커리어 리더스포럼’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여성수리과학
회 김선자 회장님의 개회사와 바쁜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김헌영 총장님을 대신한 학생처장 홍성
구 교수님의 축사 그리고 장소마련에 도움을 주신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한종호 센터장님의 환영사
로 개회식이 끝났습니다.
이번 리더스포럼은 세 개의 초청강연과 대학원생 멘토링 논문발표, 학부생 꿈나무 멘토링 발표,
그리고 고등학생들의 꿈나무 멘토링 포스터 발표와 패널 토의로 이루어 졌습니다.

중앙대사대부고 1학년 학생들

꿈나무 멘토링 발표 (아주대학교)

대학원생 멘토링 논문발표와 학부생 꿈나무 멘토링 발표 그리고 고등학생들의 꿈나무 멘토링 포
스터 발표를 보면서 발표하는 학생들 모두가 존경스러웠습니다.
좋은 결과를 냈고 또 포스터 발표는 발표시간이 따로 주어지진 않았지만 입시에만 매진해 있을
줄 알았던 학생들이 본인들의 연구결과를 자신감을 가지고 즐겁게 발표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고 감
동적이었습니다. 다른 멘토링 발표도 좋았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한 팀당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
아서 본인들의 연구 목적과 과정 결과까지 한달음에 이야기 하는 바람에 목적을 이해하기도 전에
전문적인 것들의 등장으로 결국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발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의 개인
적인 능력부족이라고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점이 아쉬웠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학부신입생
도 있었고 더 어린 학생들도 있었기 때문에 학부시절 제가 가졌던 ‘대학수학은 그냥 원래 이해 안
되는 거야’ 라는 오해가 그들에게도 생길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천천히 진행되어 서로의
연구를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리더스 포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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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 강연으로 박신영 대표님과 이향숙 교수님께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인한 수학의 중요성에 대
해서 강연해주실 예정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산업수학에 관심이 많이 생긴 요즘이라 기대가 컸었
습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쏟아지는 시기에 데이터를 잘 읽고 분석하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었고 또 그것을 잘 하기 위해서는 수학적인 지식이 기본이 된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 수학
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두 분의 견
해에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 박신영 대표님은 수학적인 능력으로 알고리즘만 잘 짜면 현장에서 적용
하고 적응하기에 문제가 없다 하셨고 이향숙 교수님은 저번에 학과 내에서 들었던 산업수학혁신센터
조진환 센터장님의 말씀처럼 수학적지식과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툴 사용능력 즉 프로그래밍 능력이
갖춰져 있어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강연을 들을 때는 ‘수학도 잘 해야 하고 컴퓨터도 잘 해야 하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까지 쌓으려면 갈 길이 엄청 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취업을 위한
스펙을 쌓는다.’ 라고 무겁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마 살면서 모두가 한번쯤 느껴보았을 좋은 음악
을 연주하고 싶은데 악기를 못 다룬다거나 좋은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그릴 수 없는 답답함을 산업
수학을 하며 느끼지 않으려면 본인이 생각한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을 잘 만들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글을 쓰고 있는 지금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초청 강연인 수학동아 고호관 편집장님의 강연을 듣고 저의 삶의 방식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수학도 대중문화가 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수학동아(청소년을 주 독
자로 하는 수학 대중문화 콘텐츠)에 대한 소개 그리고 수학동아의 기사가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에 대
해 이야기 해주셨는데 기사 하나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 생활하며 만나는 모든 것에서 수학
적인 것을 찾으려고 애쓰고 또 그것을 어린 독자들에게 잘 설명하기 위해 수학적 지식을 소화해내
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래의 저의 삶의 목표인 ‘메스토리텔러’(Math 와 story teller를 섞어서 수
학이야기꾼 이라고 혼자 만든 단어입니다)가 되려면 수학동아 기자들처럼 계속 수학을 생각하고 쉽
게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쉽게도 패널토의는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페이스북 라이브영상으로
남아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학교에서 하는 수학 관련 행사에 참가할 수 있어
설레는 정도였는데 강연을 듣고 참가한 많은 분들을 보며 같은 자리에 있다는 것이 행복했고 미처
생각지 못한 좋은 깨달음들을 얻고 가는 2016 차세대여성수학자 커리어 리더스포럼 이었습니다.
또 강순이 교수님께서 준비 중에 작은 일을 부탁하셨는데 눈에 드러나는 일은 아니었지만 저에게
큰 뿌듯함이 되어 리더스포럼 내내 남몰래 보람까지 느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참가한 모든 분들
에게 좋은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자리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 다시금 감
사의 말씀드립니다.

꿈나무 멘토링 발표(아주대학교)

꿈나무 멘토링 발표(카톨릭관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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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28일 금요일, 강원대학교에서 ‘융합시대의 여성수학자’라는 주제로 한국여성수리학
회 2016 차세대 여성수학자 커리어 리더스 포럼이 개최되었다. 가을 단풍으로 알록달록 물이 든
캠퍼스에 선구 여성수학자들부터 차세대 여성수학자를 비롯하여 수학에 관심 있는 남녀불문의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본 행사는 2 개의 초청강연, 2개의 대학원생 멘토링 논문발표, 4개의 꿈
나무 멘토링 발표, 5개의 꿈나무 멘토링 포스터 발표, 특별강연, 그리고 패널 토의로 구성되었다.
김선자 회장은 유망 여성수학자를 위한 뜻깊은 행사의 개최를 알리며, 융합시대의 수학은 수학과
문화를 함께 고려하는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종호 강원창조경제 혁신 센터 장은 대한
수학회에 최초 여성 회장 취임을 축하하며, 우수한 수학자들이 필요한 시대의 필요에 발맞춰 여성수
학자들의 지속적, 적극적 참여를 권고하였다.
<초청강연 및 특별강연>
박신영 올댓 데이터 대표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기업 현장에서 활용되는 산업수학의 사
례들과 그들의 공통점, 성공 사례들과 앞으로의 고려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실제 산업계 종사자들이
생각하는 수학전공자들의 인식에 관하여, 업무 능력과 적합성에 대해 남녀의 차이보다 개인의 차이
가 큰 것으로 보며 소통하는 수학의 중요성으로 마무리했다.
고호관 수학동아 편집장은 국내 유일의 수학 대중지인 수학동아 잡지의 기획과 편찬 시. 수학적 콘
텐츠를 개발하는 데의 고려사항과 고민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공유했다. “수학을 어떻게 하면 학생들
이 수학에 관심을 갖게 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끊임없이 모색하며, 기자들은 우리 주
변 사소한 것에서도 “수학과 관련된 뭐가 없나?”를 스스로 질문하는 것으로부터 콘텐츠 제작, 기사
작성, 잡지 편집을 한다는 것을 사례로써 설명했다. 남녀노소가 모두 즐길 수 있는 잡지 개발과 수
학의 대중화에 대한 개인적인 소망을 비췄다.
차기 대한수학회 회장으로 선출된 이향숙 교수님은 70년만의 첫 여성학회장으로, 융합시대에서
ICT구조 기반의 산업분야의 혁명에 수학이 필수적임을 설명했다. 존 맥카시 교수를 인용하여 수학
교육의 강화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꿈나무 멘토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수학의 유용성을 구체적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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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사례들을 통하여 설명하며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능력에 대해 강조하였다.
<대학원생 멘토링 논문발표>
대학원생과 교수, 멘티-멘토로 구성된 팀들의 논문연구 발표를 하였다. 안수정(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은 의학 분야에서의 통계와 수학을 응용으로, 일정기간의 관찰인 생존분석의 이론적 내용
을 바탕으로 폐결핵과 폐암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배미선(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은 다문
화 수학교육 관점에서 초등 6학년 수학교과서를 분석을 통하여 다문화 교육 내용을 검토하고, 이로
부터의 시사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꿈나무 멘토링 발표>
4개의 팀이 참여한 꿈나무 멘토링은 대학 학부생과 교수, 멘티-멘토로 구성된 팀들의 연구 발표를
하였다. 통합된 인자 발견을 위한 수학적 데이터 통합 방법, 그래프를 활용한 효율적인 스케줄링 문
제, 비주기적 타일링을 만드는 타일링 방법들의 모색, 검색엔진 뒤의 수학적 배경과 이론을 다루었
다. 대학생 발표에서는 주로 연구 결과와 그 적용 가능성, 그리고 연구의 제한점을 추후과제로써 제
시하며 후속연구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꿈나무 멘토링 포스터 발표>
이번 행사에서 가장 빛을 냈던 프로그램 중 하나로, 고등학생 포스터 발표들은 주어진 30분이라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낄 만큼 뜨거운 반응과 관심을 받았다. 가야금 속의 수학 원리 탐구, 수학불안
과 성취도 간의 관계 연구, 일상생활 속 이차곡선, 패션 아트 속의 황금비율 찾기, 바이러스 속의
수학 등 5개의 포스터가 열렸다. 학생들은 관심 수학 주제들로 발표를 하고 참석자들의 돌발질문들
을 받아내기도 하며, 미래 수학자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패널 토의>
‘과학남녀들의 웃픈(웃기고 슬픈) 티파티’라는 주제로 다섯 명의 패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본 프
로그램은 ‘과학기술정책읽어주는남자들’ 페이스북 페이지1)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동시 진행되었다.
차세대 여성수학자로 유망한 고등학생들과 대학 학부생들을 위하여 Post-doc, 연구와 공부의 차이,
대학원 생활, 사회가 기대하는 여성상 등에 대하여 개인적인 경험을 담아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
었다. 더 많은 여성들이 연구를 하고, 또 이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하며 마쳤다.
가을 단풍만큼 뜨거운 열정을 담아 포럼은 어두운 저녁이 돼서야 끝이 났다. 내년 리더스 포럼에서
도 유망한 차세대 여성수학자들의 연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랑을 기다리며 글을 마친다.

1) 링크: https://www.facebook.com/STPrea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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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연구하고, 저희가 같
이 준비한 꿈나무 멘토링을 되돌아보니 정말 좋은 경험이었
다는 생각이듭니다. 1년의 대학생활이 지난 지금, 저희에게
있어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꿈
나무 멘토링 활동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 활동이 쉬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
희가 이 활동을 하면서 했던 연구는 ‘타일링’ 에 관한 연구
였습니다. ‘타일링’ 연구는 처음엔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림
은 그리는데 규칙은 보이지 않고, ‘과연 우리가 규칙을 찾아
낼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계속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
만 혼자가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였고, 교수님께서 항상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셔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연구목표는 저희만의 타일을 만들어 타일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저희는
‘Taylor-Socolar 타일링’에 관하여 연구하였습니다. 타일링이라는 것에 대해 잘 아는 것도 없었고
오히려 처음 접하는 것이라서 설렘 반 걱정 반으로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타일링을
이해하기 위해 무작정 그림을 그리기만 했었는데, 그림을 그리다 보니 규칙도 찾을 수 있었고, 타일
링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규칙에 관해서 더 자세히 연구하기 시작했고,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하여 ‘Robinson 타일링’, ‘Läuchli 타일링’에 관해서도 찾아보았습니다. 이 타일링들
에 관해서 연구를 하면서 저희에게 생긴 의문점은 ‘사각형 격자 위에서 하나의 타일로 평면을 비주
기적으로만 타일링하는 타일은 존재하지 않을까?’ 이었습니다. 이 의문점이 생긴 후부터 저희는 이
의문점에 맞는 타일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검은색 선으로만 이루어진 타일은 찾아내었지만,
아쉽게도 비주기적으로만 타일링 할 수 있게 하는 규칙은 찾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타
일을 찾은 것에 의의를 두었고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발표준비를 하였습니다.
이번 ‘한국여성수리과학회’ 에서 주최한 ‘2016 차세대 여성수학자 커리어 리더스 포럼’에서 정말
많은 지식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발표뿐만 아니라 여러 초청강연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지루하지
않았고 인상 깊은 강연들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생 분들, 또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각자 준비한 내용을 열심히 설명해준 덕분에 저희가 연구한 분야 말고도 다른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는 ‘빅 데이터’ 에 관한 강연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수업시간에도 많이
언급될 뿐만 아니라, 뉴스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가장 관심 있게 들었던 것 같습
니다.
저희의 발표순서 때, 준비했던 이미지 자료가 인식이 되지 않아서 보여드리지 못했던 것이 아쉬움
으로 많이 남습니다. 다 같이 열심히 연구하고 정리했던 자료들이여서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하
지만 그 외의 다른 부분들은 연습한 만큼 보여드린 것 같아서 후회는 남지 않습니다.
꿈나무 멘토링을 하면서 하기 싫을 때도 있었고 머리가 아파서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만
하나하나 찾아내면서 느끼는 그 감정은 ‘그만두고 싶다’ 라는 생각을 모두 없앨 만큼 너무 좋았습니
다. 대학을 들어와 첫 1년을 꿈나무 멘토링 덕분에 알차게 보낸 것 같아 뿌듯함을 느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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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

춘천여고 교사 이백희

춘천여고 1학년 학생 2명이 공동으로
'패션아트속의 황금비를 찾아라!'라는 주제로
6개월간 연구하고 수정하면서 아이들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학적 재능과 소질을
발견하였고 수학을 전공하려는 학생이기에
열정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입시라는 목표 때문에 무시되어지는 모둠활동과
수학적 사고를 통한 탐구활동을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 이었으며…….
참여한 학생들이 더욱 수학에 흥미를 갖게
되었고 내년에도 참가하고 싶다는, 수학을
공부하는 동기부여가 확실해 짐을
감사드리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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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의) 수학 활동이 다른

과학

분야 활동과 비교할 때, 어떤 어
려움을 공유하는지 또 분야의 특
성으로 인한 독특한 어려움이 있
는지 짚어보고 싶습니다.

 수학을 연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수학에서 협업 혹은 네트워킹의 의미는?
반짝거리는 눈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
은 여고생들만이 아니라, 이미 여성수학계의 거
물이 되신 선생님들의 눈동자도 그랬지요. 어디
서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와서, "결혼을
안 해도, 아이를 낳지 않아도, 남자 없이도, 혼자
서 오롯이 일하며 살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을, 소녀들은 놀라움에 가득한 눈으로, 선생님들은 다
알고도 슬쩍 봐주는 눈으로 지켜봐 주셨습니다. 아이가 둘인, 제주에 사는, 수학과 과학을 전공하
지 않은 문외한인, 중년의, 여성으로서, 다른 모든 한계들을 함께 돌파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부족

한 사람에게 연대의 힘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패널 토의에 참여하면서 생각한 것은 저보다 젊은 친구들에게 대학
원을 졸업한 후 찾아오는 현실을 알려주고 힘내라고 하는 것이 목표
였습니다. 청중이 대부분 여자

대학생들이라고 예상을 하고 갔  대학원에 들어오기 전에 알았
더라면 좋았을 이야기
거든요. 막상 자리에 가보니 여

자 교수님들이 앞자리에 많이  결혼과 일, 30살 학생, 늘지
않는 월급, 정규직을 찾기 위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하는 말
에 굉장히 귀 기울여 주셨고,

한 멀고 먼 길

현 상황에서 저희 세대의 힘든 점들에 대해 말할 때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데, 발표하면서 제가 위로를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학자로써 저보다 먼저 길을 걸으신 선배님
들이 있어서 저도 그나마 이 자리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시 한 번 저도 저보다 어린 친구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길을 닦고 넓혀 놔야 한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현재 저는 본업은 연구자 이지만,
여성들이 과학계에서 겪는 문제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제도적인 변화와 함께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동안 많은 이야기를 하지 못했지만
이번 차세대 여성 수학자 커리어 리더스 포럼에서 저희 이야기들에 관심 가져주시고 초청해 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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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 감사드립니다.
처음 여성수리과학회에서 열리는 포럼에 패널로 초대
받았을 때 거절하려고 했었습니다. 일단 제가 수학을 잘
못하기도 하고(수학자들을 존경하긴 합니다), 전 여성도
아니고, 리더도 아닌지라 괜히 끼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제가 끼는 게 아닌 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와 과정남(과학기술정책 읽어주는 남자들)을 같이 하
는 한별이 빼고, 채명주, 이진주, 김세정 선생님 같은 분
들이 같이 섭외되는 것을 보고, "아, 이런 자리라면 이
분들이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자리라도 깔면 되겠구나"
하고 갔습니다. 실제 가서 보고, 예상외로 고등학생들도
있고 해서 좀 떨렸는데요. 저보다 나이 어린 친구들이
어디 가서 이런 비관적인 말을 들어보겠나 하는 생각으로 평상시에 하던 말들을 아낌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안토니오 그람시가 한 "이성으로 비관하더라도, 의지로 낙관하라"라는 말을 좋아합니
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 대한 상황인식이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것이 차라리 나을지도 모르겠다
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순간, 뭔가가 잘 될 것이라는 헛된 희망보다 "어차피 잘 안 될
테니까 뭐라도 해보자"하는 생각이 들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아직도 제가 이 포럼에서 이런 패널
을 했다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열리는 학회관련 행사 중에 이
런 세션이 가능한 학회가 있을까요? 진지하게 생각해서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를 가능하게 만든
여성수리과학회의 결단력과 비전에 다시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재기발랄하고 의미 있는 행
 수학을 하고 어디에 가지?- 한국의 고용

사들을 많이 열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장이 훈련된 수학 인재의 개인 역량을
활용할 기회를 잘 제공하고 있을까?
 취업, 장래에 대한 대비를 꼭 지금 생각해
야 할까?
우리의 패널 토크가 불편했던 분들이 분명 있
을 것이다. 왜 굳이 학생들을 앉혀놓고 저런 힘
들고 우울한 소위 ‘어른들의 사정’을 이야기하는
지, 행사를 망치려고 온 음해세력인지(…) 의심했
다 해도 할 말은 없다. 하지만 시선을 돌려보면 오히려 학생들이 앉아있었기에 해야만 했던 이야
기이다. 자연과학에 대한 학교와 사회의 입장 차이, 지금 이 사회의 ‘어르신’들이 여성에게 기대하
는 모습과 이것들이 맞물려 벌어지는 복합적 경력단절, 더 나아가 개인의 행복 추구에 이르기까지
이 현실들은 부딪히기 전에 알고 있어야만 하는 것들이다. 우리 사회는 학생들이 현실을 이야기하
는 것에 대해 “학생다움” 이라는 굴레를 씌워 제재하는 버릇이 있는데, 이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
다. 사실 프라임-코어 사업 같은 문제도 당사자인 고등학생들의 목소리는 우리 사회에 반영되지
않고 심지어 많은 학생들은 이 사업의 방향성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것이 정말 학생들을
위하는 길일까. 앞으로 더욱 많은 학생들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오늘의 패널 토크 같은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듣고 자신의 의견을 말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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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숙 교수 2016 삼성행복대상 수상
이혜숙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삼성행복대상’ 여성창조상을 수상했
다. 한국 수학계에 여성 진출이 활발하지 않은 시절에 수학과 교수
로서 여성 수학인재를 배출하고, 국내 대수학 분야의 기초 정립 등
우리나라 수학 분야 발전에 공헌하였다. 또한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를 출범시켜 전문성을 강화하고 여성 과학기술인력의 종합
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등 과학기술계의 발전에도 기여했다.

이향숙 교수 2016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 수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소장
한화진)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여성과학기술자들에
게 수여하는 2016년 제16회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 수상자 3
명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향숙 교수는 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ICM)의 에서 조직위원회
의 수석부위원장, 집행위원, 대외협력위원장을 겸임하며 서울ICM
를 국내외의 관심과 후원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개최해 국제적으로
위상을 높이고 수학계가 국제적 네트워크를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
한 공로를 인정받아 ‘진흥’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이번 시상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01년부터 시행
됐다. 포상분야는 이학 부문, 공학 부문, 진흥 부문으로 매년 분야별 1명씩 선정하고, 수상자에
게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장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

강수란 박사

수상

미국 콜로라도 볼더 대학 수학과에서 울람(Ulam) 방문 조교수로 재직 중인 강수란 박사가 최근
미국의 유수 저널인 Journal of Mathematical Analysis and Applications (JMAA)에 논문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2015년 JMAA
의

한 분야인

함수

해석학에서

Ames Award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 이 논문은 수학
중요

문제인

noncommutative

quantum

manifolds 와 C*-algegras of a twisted groupoid 와의 연관성을 증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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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isenberg

강수란

박사는

미국

콜로라도

볼더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University

of

Wollongong, Australia, University of Otago, New Zealand 등지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재직하였다. 특히 2009년 이화여대에서 열린 KMS-AMS Joint Meeting에 참석할 때 한국여성
수리과학회(KWMS)의 주요사업인 유망여성수리과학자를 대상으로 하는 TRAVEL GRANT를 지
원받기도 하였다.
수상논문 “Quantum Heisenberg manifolds as twisted groupoid C*-algegras”

with Alex

Kumjian and Judith Packer, J. Math. Anal. Appl. 425 (2015) no. 2, 1039—1060

배명진 포스텍 부교수 한국을 빛낼 젊은 과학자

인 선정

《포스텍(POSTECH·포항공대)이 12월 3일 개교 30주년을 맞아 동아일보사와 함께 ‘한국을 빛낼
젊은 과학자 30인’을 선정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 30년을 이끌고 도약을
준비할 원동력인 기초과학의 저변을 넓히려는 시도다.
한국을 빛낼 젊은 과학자 30인 선정위원회는 수학,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
구·천문 등 5개 기초학문 분야에서 40대 초반을 넘지 않는 젊은 과학자 6명
씩 총 30명을 선정했다. 포스텍 5명, 서울대와 연세대가 각 3명, 성균관대와
중앙대가 각 1명 등 다양한 학교에서 선정됐다.
배명진 포스텍 수학과 교수(36)는 수리 유체역학 분야에서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난제들을 해결
하는 데 성과를 낸 점을 높이 평가를 받아 함께 ‘한국을 빛낼 젊은 과학자 30인’으로 선정되었
다. 배명진교수는 2012년 청암펠로우, 2011 상산젊은수학자로

정다래 고려대학교 기초과학연구원 연구교수

선정된 바 있다.

미래인재상 수상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미래 한국 과학기술계를 이끌어나갈 ‘미래인재상’ 수상자로 총
8명을 선정했다. 이 중에서 자연과학 수학분야에 정다래 고려대학교 기초과
학연구원 연구교수가 선정되었다.
미래 인재상은 차세대 여성 과학기술인을 발굴하고, 과학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제정됐다. 여성과총은 과학기술 전 분야 석박사
과정 재학생(수료생 포함), 5년 미만의 박사후 과정 연구원 가운데 성적과 연
구 업적이 우수한 여성 과학자를 선정해 상장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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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대학교에 감사패 증정 (대표: 김선자 교수)
우리 학회는 2015년도 차세대 여성수학자 커리어 리더스 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고생하신
아주대학교의 노고에 보답하고자 아주대학교에 감사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우리 학회는 2016년 유망여성수리과학자 국제학술대회 참가 및 단기연수 지원 사업을 시행
하여 두 분을 지원하였습니다.
• 이은정 박사과정 (KAIST)
• 이효정 박사과정 (UNIST)
□ 이향숙 교수, 대한수학회 첫 여성회장 당선
이향숙 이화여대 수학과 교수가 대한수학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대한수학회는 창립 70주
년을 맞이하는 3천9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국내 기초과학계 대표 단체로 여성 회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교수는 "수학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산업
수학 활성화 정책을 통해 수학의 사회적 역할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역대학 수학
과의 위상을 강화해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 정은옥 교수, 한국산업응용수학회장에 선출
정은옥 건국대학교 수학과 교수가 한국산업응용수학회 제7대 신임 학회장으
로 선출되었다. 한국산업응용수학회(KSIAM:The Korean Society for Industrial
and Applied Mathematics)는 수학 이론과 분석 방법을 통해 사회와 산업 현
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학문인 산업응용수학을 연구하는 학회로 2004년 창립
됐다. 빅데이터·핀테크·무인자동차·딥러닝 등 기술 혁신부터 대중교통·전염병
등 산업체와 공공기관의 정책 설계까지 복잡한 사회·경제 현상을 분석하고 풀
어내는 데 수학을 응용한다.
□ 회장 및 임원진 변경
2016년 12월을 임기로 현회장 및 임원진이 사임하고, 2017년 1월을 시작으로 회장 및 임원진
이 변경됩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회장단께 감사드립니다.(신임 회장단 명단은 42쪽을 참고해주
세요.)
□ 회비 안내입니다^^
우리 학회 연회비는 20,000원입니다. 평생회비는 300,000원입니다.
회비 납부 송금계좌는 우리은행 1005-601-044804 (예금주 : 한국여성수리과학회)입니다.
(회비 납부 현황은 41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학회는 회원 여러분의 기쁜 소식을 같이 나누고 알리고 싶습니다. 신규임용, 수상 기타 추가하
고 싶은 회원동정을 언제든 kwms2004@gmail.com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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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주(호남대
2016년도 재무부회장)
우리 학회는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여성수리과학자간의 학문적 교류를 활발히 하고, 또 ‘차세대 여
성수학자 리더스 포럼’과 ‘유망 여성수학자 연수 지원 사업’ 등을 통해 학문 후속세대와의 교류와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여성수리과학자가 발전하고 사회에 기여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지요. 그동안 소속 회원을 중심으로 10년 이상 알찬 학회 활동을 꾸려오고 있으나 최근 여
성수리과학자의 규모가 급속히 커져 기존 소속 회원뿐 아니라 더 많은 여성들이 수리 관련 분야에
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2016년도에 우리 학회는 기존 활동하시는 회원 외에도 아직 회원이 아닌 여성수리과학자 전체
의 현황을 파악하고, 또 신규 임용자나 석박사과정 학생, 연구원 등 아직 학회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소식을 듣지 못하는 신진 여성 수리과학자들에게 학회 소식을 알려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현황
파악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진행 사항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2016년 4월에 주요 국공립대 및 4년제 대학 수리과학 관련 학과 및 연구소, KIAS
등에 여성수리과학자 파악 협조 공문을 1차 발송(다음 쪽 공문 참조).
- 2016년 5월에 임원 소속 대학 중심과 주요대학으로 2차 공문 요청함.
- 35개 기관으로부터 222명 여성수리과학자 명단을 수신함. 회신 받은 명단 중 184명
의 비회원 명단을 신규 확보함.
새로 명단이 파악된 여성수리과학자들께는 메일을 통해 뉴스레터를 통해 학회 소식을 알리고, 국제
학술대회 연구발표 신청 안내 또는 학회에서 지원하는 "유망여성수리과학자 연수지원" 공고 등을 지
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2016년도에는 미응답한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2016년 사업 진행에서 응답을 하지 않은
국립대나 주요 대학에 대해서는 2017년에도 다시 한 번 여성수리과학자를 파악하는 사업을 진행하
여 더 많은 우리들이 모여 활동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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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수리과학회
수신 : 전국 수리과학 관련 학과 및 연구소(센터)
제목 : 여성수리과학자 현황 파악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큰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여성수리과학회에서는 여성수리과학자들의 학술 및 정보 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여성수리과학자들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3. 여성수리과학자의 현황 파악을 위해 귀 기관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4. 귀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여성수리과학자의 명단을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 다

음 -

가. 조사 대상 : 기관 소속 여성수리과학자(교수, 겸.초빙교원, 강사, 연구원, 박사, 기타)
나. 회신 기한 : 2016년 5월 11일 (수)
다. 회신 방법 : 이메일(kwms2004@gmail.com) 제출
라. 작성 양식 : 아래 예시를 참고로 <기관 소속 여성수리과학자 명단> 작성을 요청 드리며,
전공분야 및 기타 사항은 선택적으로 기재해주셔도 됩니다.

성명

직위

이메일

전공분야(선택)

기타(선택)

홍길동

시간강사

hong@abc.ac.kr

대수학

교양학부 소속

가나다

초빙교원

ga@abc.ac.kr

응용수학

**센터

…

한국여성수리과학회 회장 김 선 자

시행 : 한국여성수리과학회

/

문서번호 : 2016-04-

우 120-7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종합과학관 A동 321호
Tel : 02-313-2077 Fax : 032-770-8223 E-mail : kwms2004@gmail.com
URL : http://www.kwm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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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면 집집마다 “우리 오늘 도시락 싸서 다 같이 수학문화관
가요! 집이나 학교에서 못 만져본 교구를 마음대로 만져보면서 수학
활동지도 풀고, 모르는 수학개념은 ‘수학큐레이터’에게 묻고, 수학공
부 방법에 대한 고민은 ‘수학 어드바이저(advisor)’와 상담하고, 나의
수학성적은 전문가에게 ‘수학클리닉’하고, 정보통신기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가상공간이 어우러진 ‘4차 산업’ 체험으로 나의
진로 고민도 해결하고, 전통과 수학을 융합한 조상들의 ‘수학문화’를
배우고 싶어요! 지난 번 수학문화관에서 보낸 하루는 너무 재미있었
어요. 오늘도 꼭 가요.”라는 대화가 현실이 되는 날이 하루빨리 이루
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대한민국 교육과 아이들의 진로를 걱정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같을 것
이다.
2016년 7월 경상남도교육청과 노원구청은 교육부 ‘수학문화관 조성 사업’에 선정되었다. 수학교
육패러다임의 변화와 수학문화 창달로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희망이 보인다. 올
해 지원금 2억5천만 원에 대한 협약을 경남교육청은 한국과학창의재단과 마쳤으나 불행히도
내년 이 금액마저 지원이 불투명한 상태라 한다. 지난 10월에 박종훈 교육감(경상남도교육청),
김향숙 교수(인제대), 정인수 센터장(양산수학체험센터)은 국회에서 열린 ‘수학문화관 건립을 위
한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한국형수학문화관 건립이 미래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얼마나 중
요하며 수학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것을 피력하며 경남교육청과 노원구청을 거점 수학문
화관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2017년에 전국 17개 시도에 수학문화관 건립을 주장하였고 사라진
교육부의 예산지원은 물론이고 지속적 예산증액을 요청하였다.
4차 산업이라는 환경변화가 쯔나미로 몰려오고 있고 우리는 ‘단절적 변화’를 통해 생존의 위협
에서 반드시 살아남아야 할 때이다. ‘5년 내에 4차 산업은 우리 생활 속에 스며든다’고 100명의
전문가 중 72명이 답하였고, ‘선진국에 비해 4차 산업에 대한 대비가 뒤 처진다’고 그 중 85명
이 답하였으며, 뒤 처진 가장 큰 이유로 ‘사회적 시스템과 인식 부족’을 꼽은 것을 잘 분석하여
그 대안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융합의 기반인 수학 연구, 교육, 창업, 공동개발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수학의 유용성, 가치, 실용성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
해 대형 수학문화관과 함께 전국 시도 17개 수학문화관 건립이 절실하다.
한국형 수학문화관은 독일의 마테마티쿰, 미국의 국립수학박물관, 스위스의 테크노라마, 일본의
리스피아 등이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를 뛰어넘는 새 시대가 요구하는 우수한 내용 개발, 핀란드
의 루마센터처럼 학교교육 과정과 연계 운영, 수학문화관 기획 및 운영 전문가 교육과 내용 연
구, 퇴직 수학자 및 학부모 활용 수학큐레이터 및 수학 어드바이저 양성, 중등 진로교육 연계
방안, 교사교육 및 연수, 수학전공자의 취업과 창업을 연계한 산업체 참여, 사회적 기부 도출 등
의 핵심 문제 해결 방안을 포함한 건립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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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9일 창원세코(CECO)에서 2시부터 열리는 ‘수학문화관 건립을 위한 경남도민과 함께
하는 포럼’은 소통을 통해 수학문화관 건립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내용과 역할 분담을 포함
한 운영 청사진을 마련하면서, 대중은 물론이고 산 학 관 연 언의 살아 움직이는 학습생태계 구
축을 앞당겨 국회 발의 중인 ‘과학 수학 정보 교육 진흥법’의 법제화를 이루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세계 곳곳으로 수학문화를 수출하고 한류 수학 및 수학교육문화의 큰 바람을
일으켜 수학문화페스티벌에 세계 관광객이 찾아오는 날을 앞당기는데 경남수학문화관건립이 많
은 역할을 해 줄 것이다.
<경남일보 경일시론 게재 2016년 11월 21일>

<2002년 건립된 독일의 수학문화관 마테마티쿰(Mathematikum) 전경 및 전시관 모습
출처: http://www.mathematikum.de/das-mathematikum.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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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hop on Convexity in Algebraic Geometry 참가 후기
한국과학기술원(KAIST) 수리과학과
이은정

<학회 단체사진>

<필즈 수학 연구소 정문에서>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필즈 수학 연구소(Fields Institute for Research in Mathematical
Sciences)는 토론토 대학(University of Toronto) 캠퍼스 내에 위치한 수학 연구소입니다. 이 연구
소는 저명한 캐나다 수학자이며 전 재산을 필즈상(Fields Medal) 기금으로 기부한 존 찰스 필즈
(John Charles Fields)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연구소입니다. 연구소에서는 여러 학회와 세미나가 진
행되는데, 특별히 한 가지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도록 학기 단위로 Thematic and
Focus Program을 진행합니다. 지난 7월부터 올 12월까지 2016년 하반기에 진행되는 “Thematic
Program on Combinatorial Algebraic Geometry”에서는 다섯 번의 큰 학회와 연구하고 있는 내
용을 자유로이 발표하는 세미나, 그리고 대학원생들을 위한 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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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참석한 “Workshop on Convexity in Algebraic Geometry”도 위 Thematic Program의
일환으로 세계 각국에서 150여명의 수학자들이 모여 진행된 학회였습니다. 학회 장소인 필즈 수학
연구소에는 건물 곳곳에 큰 칠판과 테이블, 의자들이 놓여있었고 학자들이 자유로이 토론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강연을 들은 후, 자유로이 토론할 수 있도록 강연과 강연 사이 쉬는
시간이 보통 30분에서 1시간정도 되었고, 실제로 함께 다과를 먹으며 열성적으로 토론하는 수학자
들을 여기저기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학회는 총 5일간 진행되었는데, 뉴턴-오쿤코프 체 이론
(Newton-Okounkov Body Theory), 토릭 기하학(Toric Geometry), 슈베르트 계산학(Schubert
Calculus), 트로피컬 기하학(Tropical Geometry)과 관련된 강연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M. Harada 교수와 함께>
학회가 시작되기 일주일 전에 도착하여 학회 주최자 중 한 명이며, 함께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Megumi Harada 교수와 함께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회 시작

전에도 여러 학자들이 이미 연구소에 방문하여 있었는데, 방문한 학자들이 모여 현재 연

구하고 있는 내용들을 자유롭게 발표하며 토론하는 세미나들이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간들
을 통해 연구자들이 현재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엿볼 수 있었고, 또한 새로운 수학자들을
알게 되어 공동연구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학회 기간에는 꼭 만나서 이야기 해보고 싶었던 여러
수학자들을 만나 서로 연구하고 있는 내용을 이야기 하고, 궁금했던 내용들을 직접 물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여성수학회의 학술대회 참가 지원 사업을 통해 참석하게 되었던 이번 학회에서 여러 훌륭한 수
학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연구자들을 만나 함께 교류하
며 연구의 지경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 연구자들이 이 사업을 통해 수학자로서의 역량을
펼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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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er Boot Camp of Infectious Disease Modeling
일시: 2016.08.01.~2016.08.10.
장소: 도쿄, 일본
울산과학기술원 수리과학과 이효정
1. 캠프 참가의 필요성
수리생물학에서 감염병 연구의 목적은 새로운 감염병 범유행에 대비하여,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
감염환자의 시간에 따른 양상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것입니다. 이번 일본 여름학교 프로그램은 감염
병의 수리 모형과 관한 강의, 실습 그리고 그룹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 프로그램에 참가함
으로써,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을 익혀, 연구의 폭을 넓히고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였습니다.
2. 캠프의 구성 및 특징
본 여름 프로그램은 약 90명 정도의 인원이 참가하였고, 20명의 연사가 준비한 약 30개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일별 강의 주제는 다음 표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와 해외 여행

객 증가로 인해, 뎅기열, 말라리아, 지카 바이러스 등 모기 매개 감염 질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
니다. mosquito-borne disease에 대한 모델링을 공부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연구를 이해하는데 도
움이 될 것이다. 나아가, 격리, 백신 접종 효과에 대해 연령, 계절에 따른 모델에 대해 분석하는 내
용은 정부의 대응전략을 세우기 위한 다양한 관점을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강의 내용과 관련된 네
번의 실습시간에는 기본모델인 SIR, age-dependent mixing model을 Berkely Madonna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하여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주어진 데이터에서 간단한 모델
에 대해 적합한 모수를 찾고 기본 재생산 지수(R0)를 예측을 하는 과정은 이론과 실습을 통해 메커
니즘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강연이 풍성하고 기본적인 모델에 대해 herd immunity,
effective reproduction number, bayesian inference 등과 같은 개념과 방법을 배울 수 있어서
연구의 시야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실습 시간에 앞서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계산해 보면서 확인하
여,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림 2. 수업 중인 강의실 >

< 그림 1 > The institute of Statistical
Mathematics, Research Organization of Information
and System, Tokyo,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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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1

the concept of infectious disease epidemiology, natural history of infection,
the definition of the basic reproduction number

Day 2

herd immunity and vaccination, efficacy and effectiveness of vaccination

Day 3

the age at infection and the basic reproduction number, group work

Day 4

Estimating R0 from epidemic data, computer practice

Day 5
Day 6
Day 7
Day 8
Day 9
Day 10

Estimation of R0 from endemic data, natural history of infection, computer practice,
group work
age structure and network, estimation of the next generation matrix, back-calculation,
group work
geographic expansion of models, the prediction of epidemic, computer practice
dose-response model, the model of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 and mosquito-borne
diseases, computer practice
effective reproduction number, the model of effectiveness of isolation and quarantine,
group work
school closure, computer practice, group work presentation

3. 그룹 프로젝트
그룹 프로젝트는 각 그룹 당 6~9명으로, 의학, 수학,
역학, 통계학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룹별

주제는

zika,

Influenza,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Rubella,
Foot and Mouth Disease(FMD), Dengue, Middle
East

Respirator

Virus(MERS-Cov),

syndrome
Hand

Foot

Disease (HFMD) 8개가 있습니다.

Corona
and

Mouth

제가 속한 그룹

의 주제는 구제역(FMD)이었고, 6명이 구성원이었습
니다. 경제학, 역학, 의학 등 서로 다른 전공분야의
사람들과 구제역의 감염 전파 확산에 대한 모델 및 전파 확산 방지 정책에 대해 연구하였습니다. 전
체 농장의 감염상태를 S(민감성)-E(잠복기)-I(감염성)-R(회복)-C(살처분)의 5가지로 구분하였고 (그림
3), 감염, 회복 등 상태 변화 반응은 확률 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간주하여 농장 간 전파 확산 모델
을 구축하였습니다. 나아가, 참고문헌들을 통해 전파 확
산 방지 정책에 대해 백신, 살처분에 관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그림4),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일
정에 있는 그룹 프로젝트 시간뿐만 아니라, 시간을 활
용하여 지속적으로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며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구성원들의 탐구에 대한 열정과 연구의 즐거움마저 느
낄 수 있었습니다. 10일째인 마지막 날, 그룹 평가에서
참가자 투표 및 심사를 통해 3등을 하였고, 이를 통해,
<그림 3>

공동연구의 중요성과 함께 고민하고 설정한 연구방향에
대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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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구성원들과 주어진 시간 내에 한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서, 처음 어색한 분위기가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친해지면서, 각자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제안
하고, 토론에 더욱 열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룹 프로젝트 참여는 10일간의 여름학교 일정을 성실
히 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과정은 공동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
니다.

<그림 4>
4. 연구 기대효과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 격리, 항바이러스제 투여, 백신 접종 등 정부의 대응전략을 보다 효율적으로
세우고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여름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감염병 수리 모델 연구는 생물, 통계,
의학, 역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하는 내용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통해 예측 및 분석
을 하는데 있어서, 관점의 따라,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이 있습니다. 각자의 분야만 연
구하는 것을 넘어서 연관된 분야를 융합하여 보다 나은 결과를 도출하고 해석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데이터를 생성하고, 데이터를 통해 모
델을 구축하고, 그 모델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여 결과를 예측 및 분석하는 것에 대해 각 과정
이 통합적인 사고로 유기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감염 확산 방지에 대해 정책을 수립하
는데 있어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5. 향후 연구계획
수학의 관점에서 감염 전파 확산의 양적인 측면 보다는 질적인 양상과 예측에 대해 주로 관심을 많
이 기울였습니다. 감염병 모델을 수립하고 분석하는 연구에서 이론적인 접근을 기반으로 하여, 데이
터 분석 및 생물학적인 해석도 중요합니다. 다양한 감염 병에 대해 연구하여 경험적 지식을 넓히고,
연구 기관과 공동연구를 진행하여 연구의 방향성이 실질적 문제에 맞닿아 의미 있는 결과가 될 수
있도록 연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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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 김선자(한국여성수리과학회 회장)
일시

2016년 10월 28일

장소

강원대학교 한빛관 C-Square

의안

전년도 업무보고 및 금년도 사업계획 보고와 안건 의결
1. 개회선언 및 성원보고
의결권소지회원 95명중 참석 33명 위임장 5명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선포
2. 전차 회의록 보고
2015년 10월 30일 정기총회 회의록 결과보고에 대해 원안대로 접수
3. 업무보고
가. 총무보고 - 박미희 총무이사의 학회 현황보고와 수행 사업에 대한 보고
i) 학회 현황보고 : 2016년 10월 22일 기준 회원 수 총 490명 중 정회원 281명,
특별회원 25명, 학생회원 96명, 기타 88명
2014년 회비 납부 회원은 평생회비 납부자 37명을 포함하여 54명, 2015년
회비 납부 회원은 평생회비 납부자 37명을 포함하여 112명
ii) 이사회 : 사이버 이사회 1회를 포함하여 총 5회의 이사회 개최
나. 학술보고 - 김성연 학술이사의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0월 27일까지 시
행된 사업에 대한 보고
i) 6.30-7.1 2016 KWMS 제 12회 국제학술대회 개최

회

• 초청강연(6회) : Yong-geun Oh (IBS & POSTECH), Truong Xuan Duc Ha

의

(Vietnam Academy of Science and Techonology), Myung-he Kwack (Howard

내

University), Sung-yeon Kim (KIAS), Yi-Shik Kim (KT Senior Vice President),

용

Hyojin Lee (CEO of 8 percent)
• 분과발표(포스터 발표 및 구두발표) 48건 :
Algebra(7건), Analysis(14건), Applied Mathematics(10건), Geometry
and Topology(9건), Mathematics Education(8건)
•

조직위원회(27명)
김선자(청운대), 김성아(둥국대), 김성연(KIAS), 김은미(KIAS),
김훈주(세한대), 문현숙(경북대), 박미희(중앙대), 심은하(숭실대),
심성아(성신여대), 유연주(서울대), 이수진(교원대), 이언경(세종대),
이은경(부산대), 이은정(연세대), 이정엽(가톨릭관동대), 이향숙(이화여대),
이현미(한양대), 임미경(KAIST), 정미연(한국외대), 정연승(KAIST),
정자아(서울대), 진선숙(공주교대), 채명주(한경대), 최소영(경상대),
최영주(POSTECH), 한선영(성균관대), 황형주(POSTECH)

다. 사업보고 : 이은경 사업이사의 2016년 유망여성수리과학자 국제학술대회 참가
및 단기연수 지원에 대한 보고, 2016년 5월 여성수리과학자 현황파악 결과 보고(강
은주 부회장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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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2016년 유망여성수리과학자 국제학술대회 참가 및 단기연수 지원 사업
• 이은정 (KAIST, 박사과정)
• 이효정 (UNIST, 박사과정)
ii) 2016년 5월 여성수리과학자 현황파악 결과 보고
• 주요 국공립대 및 4년제 대학 수학 관련 학과 및 연구소, KIAS 등에 여성
수리과학자 파악 협조 공문 발송 및 임원 소속 대학 중심으로 2차 재요청
• 35개 기관 회신으로 222명 여성수학자 명단을 수신함 (<2016여성수리과
학자전수조사결과> 탭)
• 회신 받은 명단 중 184명 비회원 명단을 신규 확보하여 학회 소식 메일
발송(수신거부 7명)
• 1년 간격으로 메일 수신 동의를 받기로 했음 (2017년 4월 이전)
• 국립대나 주요 대학에서도 미응답인 경우가 많으므로 2017년 미응답 학교
를 중심으로 재추진 요망
4. 감사보고
• 김기원 감사의 2015년 결산보고 및 2016 중간 결산(2016.1.1-2016.10.31)에
대한 감사 보고
5. 의결사항
가.

2015년도

결산(2015.1.1-2015.12.31)

및

2016년도

중간

결산

(2016.1.1-2016.10.31) 보고(이정엽 재무이사)
: 원안대로 승인함
나. 2017년도 사업계획(안)(최영주 부회장)
: 원안대로 승인함
다. 2017년도 예산(안)(최영주 부회장)
: 원안대로 승인함
라. 제13대회장 (2017년 수석부회장 겸 2018년 회장) 선출
i) 회장 후보 추천위 경과보고 (강병련 위원장)
ii) 2018 회장 선출 – 총회 참석회원의 만장일치로 후보 정문자 수원대학교 교
수를 차기회장으로 선출. 동시에 2017년 수석부회장으로 지명되었음을 선포
마. 2018년도 감사 선출
문현숙(경북대), 강은주(호남대)
6. 차기 회장(회장 최영주) 인사 및 차기 임원 인준
• 만장일치로 인준함
회장

부회장

대외협력

최영주

포항공대

정문자

수원대

김성아(사업)

동국대

박정형(대외)

성균관대

정자아(학술)

서울대

최은미(재무)

한남대

이동희

부산대

김래영

이화여대

임보해

KA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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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
사업
정보
학술
재무

송정민

GIST

채명주

한경대

허영미

연세대

김성연

KIAS

김혜현

경희대

이은정

연세대

홍재현

KIAS

황형주

포항공대

김훈주

세한대

이지연

영남대

7. 정관 변경의 건
금번 임원변경과 관련하여 부득이 학회 사무소를 경상북도 포항으로 이전함에
따라 정관제3조를 변경하여 함을 설명하니 회원들 신중히 토의하여 원안대로
만장일치 승인가결하다.
정관 제 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소는 경상북도 포항시에 둔다.

8. 기타 토의 및 건의사항
없음
9. 감사패 증정
2015 리더스 포럼을 개최했던 아주대학교에 감사패 증정
10. 폐회선언
김 선자 의장이 폐회를 선언함

제 13대 KWMS 회장후보추천에 관한 경과보고

2016년 8월 29일 KWMS회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2016년 8월 29일 위원장 강병련 추천
2016년 8월 29일 KWMS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음을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
2016년 9월 16일 회원 중 회장후보 추천이 없었음. 추천위원회에서 회장후보추천
시작함
2016년 9월 24일 추천위원 2/3 이상이 참석하여,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3명을 선정,
9월 27일 투표 결정
2016년 9월 27일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의 투표 득표순으로 제1 후보자와
제2 후보자를 선정함
2016년 9월 28일 제 1 후보자에게 추천위원회의 결정을 알림
2016년 9월 29일 제 1 후보자인 정문자 교수가 여성수리과학회 13대 회장 후보자직을
수락함
2016년 10월 11일 정문자 회장 후보자가 소견서 학회 홈페이지에 올림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정문자 교수를 13대 회장 후보로 추천합니다.

회장후보추천위원위원장
강병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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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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 -

회비 납부 협조 부탁드립니다.

KWMS 연회비는 20,000원입니다.
아래 계좌로 2017년 회비납부 부탁드립니다.
평생회비는 300,000원입니다.
송금계좌는 우리은행 1005-601-044804 (예금주 : 한국여성수리과학회)입니다.

 2016년 회비 납부자 : 강미광, 강병련, 강수란, 강은주, 강주호, 고계원, 김기원, 김선아,
김성아, 김성연, 김순영, 김영주, 김은미, 류시예, 문현숙, 박보람,
박숙영, 박혜숙, 배정현, 심성아, 양재현, 유연주, 이선희, 이언경,
이영란, 이은경, 이정엽, 이지현, 이향숙, 이현진, 임보해, 정성은,
정은옥, 정임순, 정자아, 최소영, 최영욱, 홍성금

 평생회원 : 강병련, 강석진, 강순자, 강은숙, 강주호, 계영희, 고계원, 김기원,
김도한, 김미경, 김서령, 김선아, 김성숙, 김성옥, 김완순, 노선숙,
문현숙, 박정형, 박혜숙, 소금숙, 신인선, 심성아, 양미혜, 어윤희,
오춘영, 위인숙, 이경화, 이정례, 이향숙, 임복희, 장선영, 정문자,
조수진, 최영주, 함지영, 홍정희, 황준묵

 올해 학회 입회자 : 강미광(동의대), 강수란(성균관대), 류시예(NIMS),
박소윤(경북대), 박숙영(강원대), 배정현, 이은정(KAIST)
 박진선(샘표 대표), 김선아(조선대), 김성연(KIAS)님이 기부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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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한국여성수리과학회 임원진
(임기 2017.01.01 ~ 2017.12.31)

이혜숙(이화여대), 김선아(조선대), 고계원(아주대),
위인숙(고려대), 강주호(대구대), 김경화(이화여대),
고 문

김완순(호서대), 장선영(울산대), 김영희(충북대),
노선숙(이화여대), 강병련(충남대), 강순자(전남대),
김선자(청운대)

회 장
부회장
대외협력이사

최영주(포항공대)
정문자(수원대), 김성아(동국대), 박정형(성균관대),
정자아(서울대), 최은미(한남대)
이동희(부산대), 김래영(이화여대), 임보해(KAIST)

총무이사

송정민(GIST), 채명주(한경대)

사업이사

허영미(연세대), 김성연(KIAS)

정보이사

김혜현(경희대), 이은정(연세대)

학술이사

홍재현(KIAS), 황형주(포항공대)

재무이사

김훈주(세한대), 이지연(영남대)

감 사

권세란(대림대), 홍성금(조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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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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