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차세대여성수학자 커리어 리더스 포럼 축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교 총장 김헌영입니다.
좋은 가을날 아름다운 강원대학교의 교정에서 여성수학자분들과 미래의 여성수학자들을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남성수학자분들과 미래의 남성수학자들도 물론 반갑습니다.)
특히나 ‘한국여성수리과학회’가 발족된 지 12년 만에 처음으로 강원도를 방문하시는 것
이라니 강원도 전체를 대표하여 환영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차세대여성수학자 커리어 리더스 포럼’은 매해 수리과학을 전공한 후 사회의 각 분야
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여성 수학자들을 발굴하여 역할 모델을 제시하고
이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통해 후배들이 리더십을 갖춘 여성 수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언을 주는 장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멘토링 제도로 수학을 전공하는 여학생들에게 차세대수학자로서의 역량 강화와 네트
워크 구축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선 학교 현장에서 수학을 교육하고 있는 여성 교사들

에게는 융합적 창의성을 지닌 인재 교육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함으로써 후속세대 육
성에도 힘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차세대’, ‘여성’, 그리고 ‘수학’은 인류 역사상 중요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특히 올해 주제로 삼으신 ‘융합’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이라는 특이점을 무사히 통과하여
더불어 행복한 우리의 미래와 삶을 이루는데 필수적인 키워드입니다.
기존의 산업혁명이 손과 발을 대체하는 기계화였다면 4차 산업혁명은 두뇌를 대체하는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를 의미하고 이것이 가져올 심각한 변화가 인류발전에 어떤 전환
점이 될지 기대와 함께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단순한 지식의 습득이 요구되는 일자리는 모두 로봇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올해 1월에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는 불과 5년 내에 주요 15개국에서 510만 개의 일자리가 순감
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인재를 육성하는데 개인과 국가
전체의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창조적 문제해결 역량과 여러 분야 전문가들과의 협업 능력이 이러한 혁명적인 변화에
대처할 인재가 갖춰야 할 필수 요소입니다.
우선, 개인이나 집단의 창조적 사고의 원천은 다양성입니다. 성별, 분야, 지역, 연령별
분포의 구색 갖추기를 벗어나 진정한 다양성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할 부분
이 많습니다. 바로 여성수리과학회의 리더스포럼이 가진 의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넘쳐나는 지식과 정보를 분석하여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려면 수학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수학은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대상들이 공유하는 성질을 찾아내고
이를 추상화 또는 단순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수학자들이 산업수학 육성을 통
해서 산업현장의 실질적인 필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미래기술 개발에 관심을 기울이고
수학의 대중화에 힘쓰는 것도 이러한 시대의 부름에 응하는 것일 겁니다.
강원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석사 연계과정 강화도 학생들이 수학과 다양한 전공의
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 산업수학 발전과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여성수리과학회도 리더스포럼을 통하여 고등학교 여학생에게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수학을
만나게 해 줌으로써 수학의 가치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수학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는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후속세대 육성에 공헌하고 있다고 봅니다.
계속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현재의 행복을 간과할 수는 없겠지요. 아직은 학계에서 소수자의
위치에 있는 여성수학자들이 함께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후배들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기를 바라며 만든 이 자리가 무척 따뜻해 보입니다.
오늘 하루 좋은 강연과 대화를 통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하루 보내시고 강원대학교의
아름다움도 마음껏 즐기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