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경하는 한국산업응용수학회 회원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나는 말은, “행복 가득한 KSIAM“입니다. 지난 2년 동안 KSIAM의 제 7대 회장을 맡고 

정말 행복한 시절을 보낸 것 같습니다. 우리 KSIAM이 14년 전 100명이 안 되는 회원으로 다시 시작하여 

현재 67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발전적인 학회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KSIAM의 현재 모습은 

전임 그리고 현 회장단과 임원진들의 KSIAM을 향한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 그리고 회원님들 한분 한분

의 KSIAM에 대한 진정성과 사랑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머리 숙여 모든 회원님들과 임원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년 동안 KSIAM 임원진들과 KSIAM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KSIAM 소식지 발간입니다. 홍보위원회(최정일 이사(위원장), 정미연 이사, 윤지훈 이사, 이

관중 이사)와 박진솔 사무원의 헌신적인 수고와 긍정적인 추진력이 있었기에 KSIAM 소식지를 발간할 수 

있었고, 회원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편집위원회(곽민규 교수(위원

장), 이준엽 부회장, 김준석 이사, 조진연 이사)의 수고로 KSIAM 저널이 연구재단 학술지 평가에서 우

수등재학술지로 선정되는 쾌거도 이루었습니다. KSIAM 저널 논문상과 KSIAM 젊은 연구자상이 2017년 새

롭게 제정되었고, 포상위원회(이형천 교수(위원장), 이준엽 부회장, 최정일 이사, 안재명 이사, 김영삼 

이사)가 중심이 되어 상의 규정 및 후보군 발굴 등의 중요한 일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안재명 이사와 

전기완 이사가 중심이 되어 MathWorks 후원으로 KSIAM-MathWorks Challenge가 처음으로 시행되었습니

다. 대중화 사업으로는 교사연수위원회(김준석 이사(위원장), 김양진 교수, 이완호 박사)를 운영하여 

한국과학창의재단의 후원으로 중고등교사연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KSIAM의 

얼굴과도 같은 홈페이지가 장봉수 전산이사의 도움으로 새롭게 단장하여 회원님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

었습니다. 

국제적인 활동도 국제교류위원회(이창옥 교수(위원장)외 위원 6명)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

다. 2017년에는 일본과 함께 2023 세계산업응용수학자 대회(ICIAM) 후보국으로 선의의 경쟁을 하여 

KSIAM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고, KSIAM과 동아시아 산업응용수학회(EASIAM)와 연합 국제학회 개최 및 

CJK-SIAM 국제협력 체계 구축(2019 ICIAM 스페셜세션 공동 참여 등)으로 글로벌한 KSIAM으로 국제사회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KSIAM의 봄과 가을 학술대회의 위원장을 맡아 주셨던 강명주 

부회장, 이준엽 부회장님과 신상준 부회장님 그리고 준비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준비위원

님들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에, 지난 가을 학회에는 역대 최대인 259명이 참여하고 107편의 연구 논문

이 발표되는 역동적인 발전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KSIAM의 아주 작은 일부터 국내외 큰 행사까지 

KSIAM의 모든 살림을 기꺼이 맡아서 돌봐주신 이은정 총무와 김영삼 총무, 그리고 박진솔 사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 기해년(己亥年) 돼지해에도 PROUD KSIAM, DYNAMIC KSIAM, GLOBAL KSIAM으로 하나 되고, 긍정적

인 발전을 하는, 행복한 KSIAM이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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