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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년 11월 28일생

1. 학력 

1955년 4월 - 59년 3월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수학과 (이학사)

1959년 4월 - 61년 3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이학석사)

1972년 8월 - 75년 5월  Indiana 대학교 대학원         (A.M. and Ph.D.)

2. 경력 

1963 - 1975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조교,전임강사,조교수

  1970-1971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수학과 주임교수

  1971-1972 대한수학회                  총무이사

1976 - 1981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부교수

  1976-1982 한국과학사학회                 편집위원

  1977-1979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학장보 (교무담당)

  1979-1980 California 대학교 (Berkeley)         Research Associate

  1980-현재 미국수학회 (A.M.S.)             Reviewer

  1980-1982 대한수학회 (사단법인)           부회장

  1980-1992 한국수리과학연구소             소장

1981 - 1999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교수

  1982-1990 한국과학사학회                 이사

  1982-1984 대한수학회                     회장

  1982-1984 국제수학연맹(I.M.U.) 한국위원회 위원장 

  1984-1987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이사

  1986-1988 서울대학교 수학과              학과장

  1989-1993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          부회장 

  1989-2001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운영위원

  1992-1993 Indiana 대학교                     Visiting Professor

  1994-현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창립회원, 종신회원

  1995-1998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학술위원장 

  1995-2003    뉴욕과학아카데미                   회원

  1996-2001 중국 연변대학교                객좌교수

2000 - 2001 서울대학교 대학원 수리과학부   교수

2001 - 현재    서울대학교 대학원 수리과학부   명예교수

2001 - 현재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2002-2002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Visiting Professor      

  2015-2017    대한수학회 70년사 펀찬위원회      위원장

3. 상훈 

1981년 12월    서울시 문화상 (자연과학 부문)

1986년 10월    대한수학회 학술상

1987년 4월     국민훈장 동백장 

1994년 9월     대한민국 학술원상

1996년 10월    서울대학교 30년 근속 표창

1998년 8월     대한수학회 논문상

2007년 11월    한국과학기술한림원상

2016년 10월    대한수학회 특별공로상

2019년 11월    국가과학기술유공자 



4. 공로패, 감사패

1979년 6월   서울대학교 대학신문 감사패

1996년 12월  National Changhua Univ. of Education, Taiwan 감사패

2001년 3월   서울대학교 공로패 (총장)

2001년 3월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공로패

2002년 1월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공로패

2013년 7월   Anatolian Communications in Nonlinear Analysis, Turkey 감사패

2017년 3월   사단법인 대한수학회 특별감사패

2018년 2월   Guru Ghasidas University, Bilaspur, CG, India 특별감사패

 
5. 사회 봉사

대한수학회, 한국과학사학회, 학술원, 한림원, 문교부, 과학기술처, 서울대학교, 

서울대 문리과대학, 자연과학대학, 대학신문사,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 한국과학

기술단체총연합회, 예비고사, 공무원 채용시험, 각종 동창회 등에서 회장, 부회장, 

위원장, 위원, 임원, 자문교수; 서울고, 동국대, 경희대, 이화여대, 서울공대, 제주

대, EBS, 덕성여대, 인하대, 한국방송통신대, 성균관대 강사.  서울대 총동창회 

이사, 운영위원, 회보 상임논설위원, 관악대상 운영위원 등으로 봉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