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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안내

참가 안내
     1. 귀하의 건승하심과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학회(KSIAM)는 아래와 같이 2015 Annual Meeting을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산업응용수

학 인재 양성을 위한 포럼이라는 부제로 다양한 스페셜 세션과 포럼을 준비하였으니 산업응용수학에 관심 

있는 교수, 연구원, 임원, 그리고 본 학회의 회원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 2015년 11월 20일~22일

나. 장소: 부산 해운대 노보텔 앰버서더 호텔

다. Plenary Speakers: Hi jun Choe(Yonsei University)/ Hyeonbae Kang(Inha University), 

                     Suak Ho Van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hips & Ocean Engineering) 

  

라. Special Sessions

  - Coding Theory and Its Industrial Applications

  - Computational and Experimental Mathematics

  - Computational Methods for Inverse Problems

  - Control and Decision Making

  - Directions of National Crypto and Security Research

  - Enumerative Combinatorics

  - Graph Theory

  - Information Security and Quantum Information Theory 

  - Mathematical Biology and Applications

  - Mathematical Modeling and Computation

  - Mathematics and Arts: Game, Interactivity, and Education

  - Mathmatical Problems in Industry

  - Numerical Schemes for Multiphase Complex Fluid Flows

  - Solution Algorithms for Incompressible and Free surface flows

  - KSIAM-COSEIK Joint Session 

마. 2015년 KSIAM-금곡 학술상

바. General Sessions &  Poster Sessions

아. 산업응용수학 인재 양성을 위한 포럼 

    - 일시: 2015년 11월 20일, 16시

    - 발표자: 삼성전자 공준진 Master

             LG화학 중앙연구소 이호경 연구위원

             연세대학교 계산과학공학과 서진근 교수

             건국대학교 수학과 정은옥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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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박문주 총무이사 권희대, 임미경 회장 이형천
협조자

시  행  KSIAM-2015-011(2015. 10. 7) 접수      -          (2015.   .   .)

우  편 34141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291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산업응용수학회 / http://www.ksiam.org

전  화  (042) 350-5708 전송  (042) 350-5710 / ksiam@ksiam.org / 공개

 

     3. 학술대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http://www.ksiam.org/conference를 참조하시거나 학회 

사무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KSIAM 2015 Annual Meeting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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