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업응용수학회

2019년도 회장 선거

[후보자 이력서]



한국산업응용수학회(KSIAM) 회장 입후보 소견서

존경하는 한국산업응용수학회 회원여러분들께 인사 올립니다.

저는 금번 회장에 입후보한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에 재직하고 있는 김종암입니다.

응용수학포럼(Applied Mathematics Forum, AMF)과 한국산업정보응용수학회(KSIAM)가 

2004년 한국산업응용수학회(Korean Society of Industrial and Applied Mathematics,

KSIAM)로 통합될 당시, 김승조 초대 회장님의 권유로 KSIAM과 연을 맺게 된 지 14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다섯 분 선대 회장님들의 뛰어난 리더쉽과 회장단 및 이사님들의 남

다른 헌신, 그리고 회원님들의 일치된 노력으로 KSIAM은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

로 괄목할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2004년 91명으로 시작한 회원 수는 2018년 현재 

64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로 대변되는 기술혁신에서 수학의 산업적 

역할이 크게 부각되면서 여러 국가 연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에 우수한 인재들

이 보다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사이 이사, 부

회장 및 감사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맡겨진 소임을 다하려 노력하였으나 돌이켜보니 추진

하지 못했던 일들이 후회로 떠오를 따름입니다. 과거의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현 회장

단 및 이사진이 이룩한 성과를 계승하고, 미래의 발전적 비젼을 통해 KSIAM이 한층 더 

성장하는데 미력이나마 일조하겠다는 마음으로 KSIAM 회원 여러분들께 폭넓은 지지와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산업응용수학에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아마도 저의 학문적 배경과 무관치 않다

고 생각됩니다. 항공우주공학 및 유체역학 분야에서 수치 알고리즘 및 과학적 계산 발전

에 수학의 역할이 지대하다는 것을 연구원생 시절 깨닫게 되었고, 이후 학위 논문과 지금

까지 저의 주된 연구주제도 전술한 큰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학술활동 및 연구

에서 산업응용수학과 계산공학 제 분야와의 만남은 기본적인 관심사를 공유하고 있어 협

동 연구에 따른 연구의 창의성 및 동반 상승효과가 매우 크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이러한 융합적 장점들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연구 현실이기

도 합니다. 이에 저는 기계, 전기, 컴퓨터 등 다양한 공학 분야 연구자들이 산업응용수학 

커뮤티니에 참여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공고히 하여 KSIAM의 외연을 확대하고, 산업응

용수학 및 계산과학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유관분야 수학 및 공학의 

산학연이 함께하는 토론 및 자문의 장을 구성하여 산업적·공학적 관심사에 대한 산업응용

수학의 역할을 도출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KSIAM이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응용

수학 분야 학술단체로서 국내외 위상을 높이는데 주어진 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추천해 주시고 지원해주신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KSIAM 회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8년 9월 3일  김종암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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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chongam@snu.ac.kr

(4) 소속·직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5) 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번지, 151-744

(6) 학력

졸업년도 교육기관 전공 학위

1997.06 Princeton Univ. 전산유체역학 공학박사

1990.02 서울대학교 항공우주공학 공학석사

1988.02 서울대학교 항공우주공학 공학사

(7) 주요경력

1998.03 ~ 현재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전임강사/조교수/부교수/교수

2013.08 ~ 2015.03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항공우주전공 전공주임

1997.09 ~ 1998.01 Stanford Univ. CTR-NASA ARC Research Fellow

(8) 연구분야

전산유체역학 및 공기역학, 유한체적법 및 고차정확도 수치기법 개발, 액체/고체 

로켓 다물리 계산, 전마하수 다상유동, 공력최적설계 및 유동제어, 유동-구조 연

성해석, HPC 및 유동해석 코드개발

(9) 학회 및

   사회 활동

2007.01 ~ 현재 한국산업응용수학회 대외협력이사/부회장/감사

2015.01 ~ 현재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이사/총무이사

2006.01 ~ 현재 한국전산유체공학회 이사/부회장

2018.08 ~ 현재 항공우주학회 영문학술지(IJASS) Technical Editor

2008.08 ~ 현재 (재) 금곡학술문화재단 이사

2010.01 ~ 2017.07 한국계산과학공학회 이사/부회장

2009.01 ~ 2015.12 한국항공우주학회 편집위원/공력부문위원장 

2013.11 ~ 2015.10 국방과학연구소 연구개발 자문위원

학회 회원 활동

한국항공우주학회, 한국산업응용수학회, 한국전산유체공학

회, 한국전산역학회, AIAA(미국 항공우주학회, Associate 

Fellow), 10th NCFE 조직위원장

(10) 수상경력

2016.11 한국항공우주학회 항공우주교육상

2014.11 한국산업응용수학회 공로상

2014.03 EDISON 사업 공로상(한국연구재단 이사장)

2014.03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우수업적 교수상

2011.12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신양학술상

2008.11 KAI 항공우주논문상 특별상

2008.03, 2012.03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우수 강의상

2003.03 과학기술우수논문상(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2002.10, 2006.10 KISTI 고성능 수치해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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