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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응용수학회는 응용수학과 공학, 과학기술이 함께 비상하

는 학회로 발전하여, 2004년 100명 정도에 불과했던 회원이 2017

년 현재 총 590명(정회원 334명, 평생회원 33명, 학생회원 223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학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KSIAM 소식지 발간

은 수학계와 공학계의 보다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분과와 회원 유

치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KSIAM 제 1호 소식지는 국내외 학술 대회 행사와 일정 소개, 산학연 인물 인터뷰, 금곡학술상 수상자 

칼럼, KSIAM 분과 소개, 연구소/센터/학과 소개, 학술대회 우수상 수상작 소개, KSIAM 저널 연구목차 

소개 등 회원님들과 학회가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첫 소식지에

는 양현미 박사(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객원교수) 인터뷰, 2016년 금곡학술상 수상자이신 최희준 교수

님 칼럼, Financial Mathematics and Engineering 분과 소개와 성균관대학교 응용대수 및 최적화 연구

센터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KSIAM 소식지 발간에 대한 여러 해 동안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소식지 발간에 대한 중요성은 모든 임

원진들이 공감하는 바였지만, 막상 소식지 발간에는 실제적으로 일을 할 소신있는 일꾼이 필요하기 때

문에 몇 년 동안 미루어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KSIAM 소식지 발간은 KSIAM 홍보위원회의 헌신

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행동으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홍보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신 최정일 이사님 그

리고 신임 이사진이지만 KSIAM 소식지 발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뛰어주신 정미연, 윤지훈, 이관

중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소식지의 디자인과 내용 등 꼼꼼하게 소식지의 완성도를 높이

는데 최선을 다해주신 박진솔 사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KSIAM 소식지는 이제 한국산업응용수학회의 소통의 장이 되어서 응용수학, 공학, 순수수학, 융합학문

을 포괄하고, 산학연의 연결고리가 되어, 새로운 소식을 전하고 좋은 소식을 서로 축하해주는 열린 공간

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학생회원에게는 미래의 꿈을 전하고 정회원에게는 KSIAM의 회원임이 자랑인 소

통의 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KSIAM 소식지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산업응용수학회 회장 정 은 옥 

                

KSIAM 소식지 발간을 축하하며

  한국산업응용수학회(KSIAM)가 2004년 새로 출발한 후 어느덧 13

년이 되었습니다. KSIAM 역대 회장님들과 임원진들의 KSIAM 발전

에 대한 헌신적인 노력, 현 회장단과 임원진들의 아낌없는 수고, 그

리고 KSIAM 회원님들의 긍정적인 도약하는 KSIAM에 대한 비전이 

오늘 KSIAM 소식지를 발간하게 된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산학연 인터뷰

 "산업계에서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한 여건이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 

수학계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산업수학은 산업계의 문제를 수

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지식들을 총 동원해서 푸는 것이

라고 생각해요. 응용수학을 공부하는 후배들도 스스로가 다음 세대에 

필요한 인재인가를 생각하고, 그런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

비해야 하는지를 늘 생각하고 좀 더 능동적으로 연구를 했으면 좋겠

어요."

 응용수학을 전공한 여성 수학자로서 금융 및 통신 산업계에서 활발

히 활동하고 있는 양현미 교수. 지난 2017년 5월 30일, 서울대학교 수

리과학부에 객원교수로 재직중인 양현미 교수를 서울대학교 27동 

110호에서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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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수학 또는 응용수학은 수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접 학문들까지 교육시켜 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것"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양현미 객원교수

대담: 정미연(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수학과)

Q. 간단한 자기소개와 현재 자리까지 오시게 된 과정들을 설명 부탁드려요. 

A. 저는 서울대학교 수학과 82학번이에요. 동대학에서 대학원 석사를 하고 유학을 가서 뉴욕주립대학교 스토니브룩

에서 응용수학으로 박사를 받았어요. 박사 후에는 2000년에서 2007년 초까지 미국 아메리칸 익스프레스(American 

Express)에서 근무했고, 2007년에서 2009년까지 신한은행 본부장과 2009년에서 2012년까지 KT 전무를 역임했고, 2012

년부터 2017년까지는 GSMA(세계이동통신협회)에서 최고전략책임자와 부회장을 역임했어요. 

 현재는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객원교수로 있습니다.



산학연 인터뷰

Q. GSMA(세계이동통신협회)는 어떤 곳이고, 최고전략책임자로써 어떤 일을 하셨는지요?

A. GSMA는 전세계의 모든 통신사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세계 유일의 통신사업자협회예요. 이 협회에서는 통신

에 필요한 국제적 표준을 정하고, 통신사업자들과 각 나라 규제기관들 사이를 조율하고, 또 통신사업자들이 국제 협력

을 통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플랫폼이 되어주는 곳이죠. 그리고 정부, 사업자들, 각종 IT기업들, 세계

적 NGO 단체들과 함께, 사회적으로 낙후된 곳들 즉 동남아나 아프리카 등의 가난한 사람들이 모바일 이동 통신을 통

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공선(social good) 역할을 해요. 

 최고전략챔임자(Chief strategy officer)는 GSMA가 하는 모든 일을 가장 미래지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고 

기획하고 총괄하는 일을 하고, 통신산업계의 미래전략을 수립해서 각 나라 통신사들이 협력하여 미래를 준비할 수 있

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주로 해요. 통신으로 인한 세계적 변화의 흐름을 연구하고 그것에 대한 정보와 보고서를 각 나

라 통신사들에게 배포해서 그들이 미래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는 거에요. 그래서 리서치 센터도 제 책임하에 있었

고, 모든 전략가들을 관리했고, 각 나라 지역마다 사무소가 있어서 직원들이 그 지역의 통신사업자들 및 정부기관들과 

협력관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도 했어요.

Q. 뉴욕 스토니 브룩에서 응용수학으로 박사를 받으셨는데, 어떤 분야를 전공하고 어떤 연구를 하셨는지 궁금합니

다. 

A. 저는 Brent Lindquist 교수의 지도하에 계산응용수학(computational applied mathematics)을 전공했어요. 박사 논문

에서는 이미지 프로세싱, 이미지 복원, 그리고 이를 활용한 미시적(microscopic) 물체들의 수학적 또는 통계적 구조를 

찾아내서 산업계에서 필요한 생산품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연구를 했죠. 그리고 계산응용수학을 하다 보니 산업

계 프로젝트를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 정유 회사인 ExxonMobil의 프로젝트로 오일 저장기(oil reservoir)의 미세한 구

조를 이미지 프로세싱을 통해 알아내고 오일 추출의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이미지 프로세

싱을 통해 뇌나 뉴런 구조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내는 프로젝트도 했어요. 또 하기스 기저귀나 컴퓨터 뒤에 들

어가는 나노 필터 등의 여러 가지 종이 생산품을 만드는 곳인 킴벌리클락회사(Kimberly-Clark Corporation) 프로젝트에

서 종이 생산품의 구조와 흡수력을 이미지 프로세싱을 통해서 찾아내는 연구도 했어요. 

Q. 경력을 보고 금융수학을 전공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했는데 의외네요. 어떻게 금융계에 취직을 하시게 된 것인지, 

수학을 전공했다는 점이 취직이나 하셨던 일에 도움이 됐는지요?

A. 졸업할 즈음에 학교에서도 제의가 많이 들어왔지만 기업들에서도 연락이 많이 왔어요. 원래 기업은 생각하지

도 않았고 지원을 하지 않았는데도 여러 기업에서 계속 연락이 왔어요. 아마도 제가 산업계 사람들이 많이 오는 학

회에 가서 발표도 많이 하고 논문대회에서 상도 받고 한 것을 이미 알고 연락을 해왔던 것 같아요. 재미있는 건 굉장

히 다양한 종류의 회사들에서 연락이 왔어요. 예를 들면, 반도체 회사인 Applied Materials, 의료장비 만드는 회사인 

GE Healthcare, 거기서도 이미지 분석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금융계 월 스트리트에서 연락이 많

이 왔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왜 나를 필요로 하는지 신기한 마음에 인터뷰를 봤고 미국 전역에 있는 회사들 중

에서 어디로 갈까 생각하다가 아무래도 월 스트리트에서 일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찰나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American Express)라는 카드 회사에 매료되어서 들어가게 됐죠. 

 막상 들어가보니 그 당시에는 그런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를 그 회사에서 이미 하고 있었어요. 

아주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세그멘테이션(분할, segmentation)하고, 다양한 수학적 분석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모

델링을 하는 거에요. 우리가 단순히 사용하는 신용카드 이면에 엄청난 양의 수학과 과학이 있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

어요. 아주 재미있게 일을 했죠. 여러 가지 예측모델 개발을 많이 했는데, 예를 들면, 신용카드는 돈을 빌려주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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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에 개개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확률, 개개인의 신용(credit) 라인이나 이자율 등을 아주 정교한 빅데이터 분석

을 통해서 결정하는 거에요. 그 당시에는 디시전 사이언스(decision science)라고 불렸고, 지금의 데이터 사이언스(data 

science)같은 개념이었죠. 요즘에 다른 이름으로 불러서 마치 새로운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이미 미국의 카드회사

에서는 그때부터 이런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미국은 신용사회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신용 데이터가 엄청나게 자세하

고 양이 방대해요. 제일 큰 신용조사기관(credit bereau)이 세 군데가 있었는데 그곳들로부터 매일 고객들의 신용 정보

가 산더미 같이 들어오고 회사 내부에서도 고객들이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정보가 쌓여서, 이것들을 다 합쳐서 분석을 

해서 개개인마다 신용점수를 매기고 소비패턴을 연구하고 또 어떤 상품을 권유할지도 결정하는 등 타킷마케팅(target 

marketing)을 했어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미국카드회사들 중에서도 부실률이 최저였는데, 그 이유가 개개인의 신

용분석을 아주 정확하게 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정도의 돈만 빌려주기 때문이었어요. 그만큼 그 뒤에 많은 수학적인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실제로도 그 회사에 수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많았고 특히 디시전 사이언스 분야는 거

의 수학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저의 처음 보스나 그 보스의 보스까지도 수학 박사였으니까요..(ㅎㅎ)

Q. 반대로 막상 취직해보니 남들에 비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었나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

셨는지요?

A.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죠. 우선 월스트리트에서는 보기 드문 동양인이었고 특히나 한국사람, 그리고 여성이라는 점

이었죠. 그런데 무엇보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교육받으면서 겸손함의 미덕이 몸에 밴 나머지, 내가 한 일을 남

들한테 부각시키고 설명하고 받아들이게 해야 하는데, 즉 말로써 자기 PR(홍보)을 잘 해야 하는데 그런 훈련이 너무 안

돼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고 이걸 극복하는 노력을 많이 해야 했어요. 그리고 외국인이다 

보니 미국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해왔던 것들이나 미국 문화, 스포츠, 정치 등 사회적인 것들을 잘 몰라서 미국 

사람들 대화에 끼어들지를 못해서 힘들었어요. 사실 이게 가장 큰 저의 단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2시

간씩 일찍 일어나서 뉴욕 타임즈와 월스트리트 저널을 정독했고, 스포츠 관련 신문도 줄을 쳐가면서까지 습득을 해서 

스포츠에 대해서도 줄줄이 말하고 다닐 정도가 되니깐 자연스럽게 미국 사람들과 대화가 되고 그들 속에 섞일 수 있었

던 것 같아요. 

Q. 신한은행이나 KT에서도 빅데이터 관련일을 하신건지, 어떤 일을 하신건지 궁금합니다. 

A.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인 마케팅을 하다 보니 한국에 있는 금융권에서 저를 알게 되었

고, 그러면서 신한은행에서 과학적인 마케팅을 요청하면서 마케팅 본부장으로 가게 됐어요. 과학적인 마케팅을 위

해서 아멕스에서 했던 방법들을 적용하려는 노력을 했는데, 데이터가 방대하긴 하나 체계적으로 수집되어 있지 않

고 활용방법도 모르고 있어서 theorem 체계를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오라클의 시벨 CRM(Siebel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시스템을 수백억원을 들여서 설치하긴 했으나, 아무도 그것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기계가 해주는 거에만 의존했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았어요. 제가 신한은행에 와서 한 일은 그런 시스템을 디

자인할 때부터 사용할 때까지 데이터의 insight를 이용하고 활용해서 기획을 하고 그것에 맞는 상품을 만들고 맞는 마

케팅 방법을 만들어서 고객한테 서비스할 때까지 일맥상통하게 연결되게끔 만드는 것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처음 고

객이 상품을 권유 받을 때부터 평소에 사용하면서 상품 상담을 받을 때나 자산 관리를 추천해 줄 때 등을 대비해 먼저 

계획이 되고 그 다음에 잘 관리될 수 있게끔 해주는 시스템을 만드는 역할을 했어요. 상품 기획에서도 무작위로 만들

어진 수천개가 넘는 상품들을 정리하고, 고객 분석을 통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고객맞춤혐 상품들을 만들었죠. 점점 

더 과학적인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마케팅을 한거죠. 

04       KSIAM NEWSLETTER



산학연 인터뷰

 그러던 와중에 KT에서 사업의 전략 및 기획을 좀 더 과학적으로 할 수 있고, 융합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금융과 통신의 

융합을 주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경험도 있어서 KT를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려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

었는데, 마침 저한테 제의가 들어와서 KT로 가게 됐어요. KT에서도 상품 자체는 다르지만 데이터 관리, 전략 수립, 경영 

등 이런 부분들이 일맥상통했어요. KT에서는 CRM 부서를 처음 만들었고, 통신/금융 융합 부서를 만들어서 모바일 머

니나 모바일 월렛 같은 스마트폰형 금융 상품들을 출시하고 진화시키는 일들을 했어요. 또 데이터에 기반한 마케팅이

나 전략을 KT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었고, KT를 떠나기 전에는 국내 통신사 최초로 빅데이터 부서를 만들었는데 

회사 안의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데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러고 나서 GSMA 최고전략책임자로 가게 됐어요. 

Q. 대기업에서 여성 임원으로 살아가기까지 힘들지는 않았는가와 본인의 제일 큰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

금합니다.

A. 신한은행 최초의 여성 본부장이었고 통신업계에서도 최초의 여성 전무였어요. 그러다 보니 여성과 일해 본 경험이 

없는 남자들과 어울려서 같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저를 그들 속에 포함시키는 과정이 가장 힘들었고 노력을 요했던 것 

같아요. 직원들 입장에서도 여자 상사에 대한 부담과 혼란스러운 감정이 느껴졌고, 저를 남자 상사들과 똑같이 받아들

일 수 있게끔 하는데 노력을 해야 됐어요. 저의 장점이라면 제가 서울대학교 수학과 학부 때부터 여자들이 별로 없는 

환경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남자들 사이에서 주눅 들지 않고 남녀 상관없이 편하게 일하고 대화하고 잘 어울렸다는 점

인 것 같아요. 그리고 수학하는 사람들이 그렇듯이 끈기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피하지 않고 가서 부딪히고, 누가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으면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내편으로 만들고 했죠. 기업에서도 여성 후배들한테 이

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끈기있게 하라고…

Q. 요즘 근황은 어떠신가요? 

A. 학기 중에 학교에 왔기 때문에 강의는 하지 않고, 산업수학 프로젝트들에 조언을 해주거나 산업계 분들을 직접 만나

서 수학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교량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또 신문 칼럼을 쓰면서 4차 산업혁명에서 수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Q. 마지막으로 응용수학을 공부하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 또는 마무리 말씀 부탁드려요. 

A. 수학계 내에서도 산업수학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듯하고 산업계에서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한 여건이 많이 부

족해 보이는데 수학계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산업수학은 산업계의 문제를 수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

의 지식들을 총 동원해서 푸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응용수학을 단순히 수치해석으로 국한해서는 안되고, 제대로 된 산

업수학 또는 응용수학은 수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접 학문들까지 교육시켜서 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봐

요. 응용수학을 공부하는 후배들도 스스로가 다음 세대에 필요한 인재인가를 생각하고, 그런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무

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늘 생각하고 좀 더 능동적으로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본인 연구에 필요하다면 다른 과 과

목들도 수강하는 등의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음 좋겠고, 유에서 무를 창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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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분과 소개

 현대 사회에서 불확실성의 확대와 시장의 대형화, 전산

화로 인해 위험관리와 파생금융상품의 중요성이 점차 커

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세계 금융 산업을 비약적으

로 발전시켜 왔다. 특히 금융의 핵심인 파생금융상품은 

선물, 옵션, 스왑 등 다른 자산에 기초하여 가격이 결정되

는 금융상품인데 소비자의 필요에 의해 점점 더 복잡한 

상품구조를 갖게 됐으며 장외시장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상품들이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상품들의 가격을 결정

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수학적 모델과 다양한 수학적 기

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금융 산업은 전형적인 지식산업

이 되어왔으며 금융기관들은 과거와는 달리 경제학, 산

업공학 전문가 보다는 수학, 통계학에 능통한 전문가들

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산업수학의 

중요성이 급부상되면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리고 스마

트시티 분야가 투자자의 의사 결정을 반영하는 주식가격 

예측이나 파생상품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었고, 이러한 상품가격 결정의 융합적인 접근은 금융

수학 분야를 더욱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금융수학이란?

 금융수학이란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장 순수한 학문이라

고 할 수 있는 수학과 가장 응용적인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이 서로 맞닿아 있는 융합 학문이다. Lebesgue 

Measure, 적분, 함수해석 등의 이론이 확률론의 근간

이 되었고 수학적, 통계학적 그리고 물리학적 흥미와 관

심 때문에 발달된 확률론이 금융이론의 핵심에 서게 되

었기 때문이다. 덕분에 수학자를 필요로 하고 또 수학

자가 대접받으며 참가할 수 있는 분야가 생겨났고 그

만큼 수학의 외연이 넓어졌다. 이 새로운 분야가 금

융공학(Financial Engineering), Mathematical Finance, 

Computational Finance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 금융수학

(Financial Mathematics) 이다.

 기초자산이라 불리는 주식, 채권 및 외환의 거래는 시장

자본주의 체제의 엔진 역할을 하는 금융시장의 가장 중

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이들의 가격이 미래에 어

떻게 움직여 갈 지는 상미분방정식을 포함한 어떠한 고

Mathematical Modelling in Finance
분과: Financial Mathematics and Engineering

전인태(교수, 가톨릭대학교 수학과)

윤지훈(교수, 부산대학교 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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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인 방정식의 해로도 표시되지 않는다. 많은 불확실

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확률미분방정식은 엄밀하

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이러한 불확실성을 내포하는 움직

임(dynamics)의 local structure를 기술한다. 확률미분방정

식의 해로 나타내지는 확률과정(stochastic process)은 이

러한 불확실성하의 움직임을 글로벌하게 나타내준다. 따

라서 기초자산의 움직임을 확률과정으로 기술할 수 있으

며, 이것이 확률과정이 금융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이유

이다.

 금융수학이 필요해지고 발달하게 된 이유는 금융시장에 

많은 위험들이 존재하고 따라서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앞에서 말한 주식, 채권 등 기초자산

을 보유하게 되면 미래에 가격이 떨어져 손실을 입게 될 

위험을 안고 있게 된다. 이러한 위험을 어떻게 회피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금융시장에

서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선물, 옵션 그리고 스왑이

라는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냈다. 이러한 금융상품을 파

생상품이라고 부르며 이제는 일반사람들도 흔히 사용하

는 단어가 되었다. 

 금융수학이 붐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던 옵션에 대해

서 간략히 알아보자. 현재 주가가 10,000원인 주식 1억 원 

어치를 1년간 꼭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하자. 

만일 1년 후에 주식을 팔아서 9,000만원의 부채를 갚아야 

한다면 주식가격이 9,000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 자칫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도 있고, 기업이 

부도가 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현재 갖고 있

는 주식을 1년 후에 가격이 9,000원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9,000원에 사주겠다는 사람(A라 하자)이 나타나면 이러

한 위험에서 해방될 수 있다. 주가가 오르면 그 수익을 챙

길 수 있고, 주가가 떨어지면 9,000원에 팔아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정해진 

시점에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는 권리를 풋옵션이라 부

른다. 그러나 이러한 풋옵션이 공짜일 리가 없다. 처음 계

약을 할 때, 위험이 없어지는 대가로 옵션프리미엄(옵션 

가격)이라 부르는 현금을 A에게 지불해야 한다. 일종의 

보험을 드는 셈이고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 셈이다. 풋

옵션과 반대로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콜옵션

이라 부르며 통상 옵션은 콜옵션과 풋옵션을 통칭한다. 

1970년대 이후 폭발적인 거래가 서구 금융시장에서 이루

어졌으며,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이러한 옵션은 금융시

장의 복잡한 위험형태와 이들을 회피하려는 시장의 수요

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였다.

 옵션이라는 금융상품에 복잡하고 난해한 수학적 구조가 

숨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본격적인 금융수학이 태

동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옵션에서 수학적인 

관심사는 무엇일까? 먼저 공정한 옵션프리미엄을 결정하

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위험을 회피할 수 있

는 권리인 옵션을 얼마에 사고팔아야 거래 쌍방 간에 공

정한 계약이 되는 걸까 하는 문제이다. 과거 데이터를 이

용해 주식가격이 어떤 확률과정을 따르는지 알게 되면, 

미래의 시점에서의 가격의 분포를 알 수 있게 되고, 옵션

의 가격은 그때 주어질 이득의 기댓값을 구해 이자율을 

이용해 현재의 가치를 구해주면 될 것이라는 직관적인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아마 이러한 직관이 맞았다면 금융수학이라는 분야는 

생겨나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이러한 방식으로 가격이 

결정되면 ‘전혀 위험이 없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방법’

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프리미엄 결정의 중요성

을 인식하게 되었다. 다행히 금융과는 전혀 별개로 발전

되어온 확률과정론에 이에 대한 해답이 있었으며,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툴들이 이미 개발되어 

있었다. 마치 금융이론이 그리로 발전해 올 것을 미리 알

고 있었다는 듯이... 결국 옵션의 가격결정문제는 단순화

된 모형 속에서 1973년 블랙-숄즈, 머튼에 의해 해결되었

다. 이들의 업적은 1997년 노벨 경제학상으로 보상되었고

(95년 타계한 블랙은 받지 못했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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숄즈와 머튼이 참여한 헤지펀드 회사 LTCM이 98년 파산

하여 이론과 실제의 괴리를 보여 주었다. (이들의 이야기

는 ‘천재들의 실패’라는 책에 잘 묘사되어 있다.) 뒤 늦게 

이러한 작업이 포앙카레의 제자인 바쉘리에(Bachelier)

의 1900년 논문인 “Theory of Speculation” 으로부터 시

작 되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바쉘리에는 금융수학의 

창시자가 되었다. 물론 포앙카레도 당시에 그의 제자의 

업적의 가치를 알지 못했다. (http://www.stochastik.uni-

freiburg.de/bfsweb/ 참조).

 정리해보면 금융수학이란 금융시장에 상존하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시장에서 현재 혹은 미래에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만들어 내고 유지시키며, 금융상품의 

취급 절차들을 마련하거나 보완하여 금융시장이 건전하

게 발전해가도록 창조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 학문이라

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시장, 신용, 운영위험 등 다

양한 금융관련 위험의 측정, 평가 및 관리, 파생상품의 개

발 및 평가, 금융 솔루션 제공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학

문이라고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금융에서의 인공지능 및 빅데

이터 응용

 포레스트 리서치에 따르면 대다수의 기업들이 회사 내

부 데이터의 5%만을 활용하는데 그친다고 한다. 따라서 

금융업계가 해결해야 할 숙제는, 정보의 대다수 활용도 

5%의 ‘음지 데이터’가 아닌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양지 

데이터’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새로운 가치 평가에 유요한 데이터

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개념이 필요한 것이다. 

구글(Google)과 페이팔(Paypal)은 빅데이터 처리 및 분석

에서 선구자로 인정받고 있다. 기업들이 고객 정보, 인텔

리전스, 고객 통찰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금융모형을 

만들고 아키텍쳐를 확립하기 위해서 앞으로 금융상품개

발에 빅데이터 활용은 필수적인 과정이 될 것이다. 

 또한 알파고 이후 알파고의 위력을 확인한 사람들의 관

심은 자연스럽게 금융으로 쏠렸다. 이세돌을 격파할 정

도로 대단한 알파고가 금융투자에 적용된다면 사람이 하

던 기존 투자보다 더 우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고 모 언론사에서는 인간과 기계의 투자대결을 실제

로 실행하기도 했다.

 사실 금융은 태생부터가 머신러닝에 적합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숫자로 이뤄져 있는 데다가 숫자를 

잘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수학적인 지식들도 잘 갖춰져 

있다. 머신러닝 기술을 사용하기 적합한 환경이다. 따라

서 알파고에 사용된 강화학습, 딥러닝 등의 최신 머신러

닝기술을 금융투자에 적용하면 투자 상품의 높은 수익률

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까지 주가 및 파생상

품가격 예측의 가장 어려운 점은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

를 직접적으로 가치 평가에 반영할 수 없다는 것 이었는

데, 이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하여 주식 거래량 및 투자자

의 의사결정 지표를 반영한 좀 더 현실상황에서의 금융

상품의 가치 평가 및 분석 가능질 것이다. 

금융수학전공자의 취업 전망

현재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취업일 

것이다. 금융수학은 수학의 분야를 넓혀 준 것에 그치지 

않고 이런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준다. 현재 국내 금융

기관에는 퀀트로 불리는 수학 전공자들이 많은 활약을 

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금융수학 관련 박사과정까지 마

친 사람들도 있지만 금융관련 공부를 별로 하지 않고 금

융권에 들어와 처음에 상당한 고생을 하고 적응한 사람

들도 많다. 그러나 대부분 수리적 지식을 점점 더 필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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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금융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자리매김하고 있

다.  금융수학을 전공하면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투자

신탁회사, 신용평가회사, 자산운용회사, 금융관련 IT회사 

등 금융전반에 걸친 회사에 취업을 한다. 하는 일들도 점

차 다양해지고 있지만 주로 위험관리(시장, 신용, 운영 위

험 등), 파생상품 관련 상품개발 및 평가, 신용 및 펀드 평

가, 금융솔루션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자격이 갖추

어진 학생들을 소개해주는 방식으로 취업이 이루어지기

도 하지만 최근에는 모집공고를 통해 필요한 인력을 충

원한다. 현재 수요에 비해 공급이 현저히 적은 상황이며, 

금융 분야는 매우 넓어서 아직 미개척 분야도 많다. 금융

이 가장 발달한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에도 수학을 비롯

한 이공계 출신이 금융기관에 많이 진출해 있고 점점 늘

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최근 4차산업 혁명으로 인하여 인공지능, 빅데이

터, 스마트시티 분야가 금융분야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면서, 빅데이터 관련 연구소와 인공지능(AI) 관련 회

사에서 많은 금융수학 전공자들을 채용하고 있다.

금융수학의 앞으로의 전망

최근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 등으로 금융의 중요성에 대

한 인식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 특히 급성장하고 있는 중

국에 상당한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고 고부가가치 상품

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금융 산업의 발달에 국가의 명운이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금

융공학 실력을 갖춘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선진

국일수록 금융시장이 복잡하고 다양한 종류의 위험들이 

상존하고 있어 새로운 금융상품에 대한 요구가 많다. 이

러한 요구들은 대부분 금융공학적 방법에 의해 해결된

다. 또한 대형 금융기관들은 기존 금융기법에 의한 거래

에서 얻어지는 수익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새로

운 금융상품을 개발해야만 생존해 나갈 수 있다. 금융선

진화가 되면 될수록 더욱 더 많은 전문 인력이 필요해 지

기 때문에 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 최근 4차산업 혁명

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야가 대두되면서 투자자의 

성향이나 투자심리, 투자의견을 반영하는 좀 더 현실적

인 금융상품의 예측이 가능해졌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은 보다 더 정확한 가격예측으로 

앞으로 금융수학 분야를 더욱 더 발전시킬 것이다.

맺는말

이상으로 금융수학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금융수학은 수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분야임이 틀림없다. 다른 분야에 비해 월등한 연봉을 받

고 다양한 사회 경험을 할 수 있다. 사고가 유연하며 외향

적이고 성취욕구가 강한 수학전공학생이라면 성공하기 

쉽다. 그러나 너무 수리적 세계에 집착해서 금융, 경제학

적인 감각을 터득하지 못하면 적응하기 어려운 것도 현

실이다. 인기 있다고 무조건 따라하는 것 보다는 자신의 

적성, 성격, 관심사를 잘 고려해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과목을 개설하려는 학교에서도 이론도 중요하지

만 실무적 내용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므로 금융실무 관

계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

다. 

 최근 급격한 질적, 양적 팽창을 이룬 우리나라의 수학계

도 이젠 정체성에 관한 고민을 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든

다. 동시대의 보편적 가치와 동떨어져 있는 학문은 번성

하기 어렵다. 금융수학은 현 시대를 이끌어가는 시장자

본주의의 핵심인 금융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수학에서 

금융으로 이어져 있는 금융수학이란 다리를 튼튼히 해야 

할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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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자 칼럼

 한국 산업응용 수학회에서 수여하는 2016년도 금곡학술

상을 수상한 영광을 안고 산업수학에  대한 현대적 의미

와 전망에 대한 의견을 내고자 한다. 현재 학계와 산업계

에서는 산업 수학이 수학과 응용과학의 한 분야로서 그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학문의 한 분야로 자리 잡기 위해

서는 이론 체계와 연구 및 발전 방향 등이 뚜렷이 정립되

어야 한다. 산업수학은 짧은 기간과 복잡하고 다양한 방

법론에도 불구하고 학문적 깊이와 폭이 비교적 체계적이

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산업수학의 대상과 관련하여 현

대적 이론 및 전망 등을 설명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일반 대중들도 제 4차 산업 혁명기

에 대한 뉴스를 매일 접하고 있다. 또한 그에 대한 다양한 

강론들이 도처에서 개최되어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

다. 그러나 그 내면은 피상적인 소개나 과장된 주장들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제 4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관련된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발전되고 있고, 모든 명

령의 실행은 수학적 알고리듬에 의해 수행되므로 소프트

웨어의 폭발적 발전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필자가 규정하

는 제 4의 산업 혁명은 기존 기술들의 소프트웨어적 융합

을 의미한다. 제반 산업의 융합적 소프트웨어들의 대상

은 항상 실체가 있으므로 물리, 화학, 생물, 공학, 사회과

학의 수식화한 수학적 모형이 필수적이다.

 먼저, 공학 관련 산업수학 분야들을 살펴보자. 로봇을 포

함한 많은 소프트웨어의 수학적 모형들은 기계, 재료, 전

기, 화공, 생물공학 등의 분야에서 쓰이는 기초모형들이

다. 모든 공학들의 근간을 이루는 이론들은 동역학, 유체

역학, 탄성역학, 열역학, 전자기학, 최적화 및 콘트롤 이

론, 확률 및 통계 등이며, 상황에 따라 근사하거나 단순하

게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럽과 미국에 비교하여 기초 역학에 대한 

대학 교육이 부실하다. 그런 환경에서 졸업생들이 산업 

현장에 나가면 배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산업계도 마찬가지로 고등수학에 기반한 기초적이고 창

의적인 연구와 개발을 하고 있지 않다. 이에 고도로 훈련

금곡학술상의 수상에 즈음한 소고

최희준(교수, 연세대학교 수학과

/응용해석 및 계산센터 소장)

2016 KSIAM 가을학회 금곡학술상 수상자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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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자 칼럼

된 산업 수학자의 일자리가 현실적으로 부족한 실정이

다. 이는 산업계의 기초 역량의 부실로 이어져 창조적 분

야에서 세계적 선도 역할이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필자

의 경험으로 보아, 삼성이나 현대와 같은 세계적 기업에

서도 산업 수학적 문제에 직면한 경우 해외의 학자들에 

자문을 구한다. 국내 산업 수학계의 자문을 외면하고 있

어 이는 궁극적으로 기초 학문과 창의성의 부실을 지속

시키고 있다.

 1970년대에 대학을 다닌 필자가 지금 대학생활을 하면

서 가장 어려운 분야는 생물학이다. 생물학은 지난 40여 

년간 엄청나게 발전하였고 그 중요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놀랄 만한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생물학

의 발전은 산업 수학계에 여러 가지 도전과 기회를 가져

오고 있다. 그 원인은 생물학의 방법론이 근본적으로 실

험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생물학의 학문적 연구와 산업

적 응용은 비정형적이고, 복잡하고, 장기간에 걸쳐 진행

되며, 윤리적인 문제들과 맞물리면서 명확한 해나 시스

템을 구성하기 어렵다. 그 결과 대부분의 산업 수학적 모

형은 직관적인 실험식, 비선형 편미분 방정식, 확률, 통

계 등의 이론으로 설명하고, 전산 계산의 도움을 받아 모

사해들을 영상화하거나 자료화하고 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의 생물수학 연구소와 영국의 옥스퍼드 생물수학 

연구소처럼 세계 유수의 대학들은 생물수학 연구소를 만

들어 지속적으로 자금 유치를 하고, 깊이 있는 연구를 하

고 있다.

 산업수학의 주요 분야 중 수리경제학과 금융수학은 인

문학적 특성을 지니면서 해석적 이해를 필요로 한다. 최

적화, 스토캐스틱, 확률 및 통계 등의 수학이론들을 기본

으로 경제, 정책, 금융 등을 설명하고 모형화하는 분야이

다. 1973년 Black-Scholes 방정식이 소개된 후 금융수학

이란 분야가 정립되었다. 이때부터 2008년도의 금융 위

기 이전까지 월가를 중심으로 금융 수학이 획기적으로 

팽창하여, 수학 교수, 박사 및 졸업생들이 금융계로 많이 

진출하였다. 특히 금융 파생상품은 금융상품들의 중심

에 있었으며 고도의 수학적 지식을 갖춘 퀀트들의 수요

가 급증하였다. 그러나 CDO(Colateral Debt Obligation)

과 CDS(Credit Default Swap) 등의 과도한 레버리지로 인

하여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촉발한 세계적 

금융 위기가 왔으며 금융 산업 자체의 위축을 불러 왔다. 

그러나 현재에도 금융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 금융계

의 기본적인 상품들인 파생상품과 같은 복잡한 금융상품

들을 다룰 퀀터와 같은 산업수학자의 역할을 필요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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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차 산업 혁명기에는 로봇 산업의 핵심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로 상징되는 자료산업(Data Science)이 중요한 

분야로 자리 잡았다. 자료산업의 목적은 방대한 자료와 

기계학습을 바탕으로 지능과 인지기능을 전산시스템으

로 구현하는 데 있다. 빅데이터 관련 산업의 발전에는 빠

른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전산소자들의 발전과 함께 인

터넷을 통한 영상, 언어, 기상, 공공정보, 상업 등의 방대

한 자료들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필수적이다. 기계학

습을 위한 언어 및 영상 등의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의 

확보와 함께 여러 가지 자료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보

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필터를 이용한 상승신경망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으로 영상분류 문제에서 

큰 진보를 이룬 후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현장, 기계

학습과 빅데이터의 융합에서 여러가지 상업과 산업의 가

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데, 이를 제 4차 산업혁명이라 부

른다. 무인자동차, 로봇, 가상현실, 사물인터넷, 음성인식, 

얼굴인식, 의료진단, 인공비서 등 사회전반에서 획기적으

로 산업의 기회와 부의 창출 가능성이 생기고 있다. 인공

지능과 빅데이터에 필요한 이론들은 최적화, 응용선형대

수, 확률, 수치해석 등이다. 산업수학의 관점에서는 이들

을 실생활이나 산업현장에 적합한 전산시스템이나 프로

그램으로 설계하고 있다. 위의 산업수학 이론들은 석사 

정도의 수학적 소양을 가진 자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

용이다. 기존 산업수학 분야에서 인력의 진입장벽이 높

은 곳은 컴퓨터 언어(C+, R, Python, Java...)인데 이는 교

육과 실습으로 극복된다. 신진 인력을 위해서는 대학 차

원의 컴퓨터 언어 교육을 강화해야만 한다.

 피상적으로나마 산업수학의 분야와 동향을 살펴보았다. 

현재 우리나라 산업 수학계의 가장 큰 도전은 각종 연구

소와 각 대학에서 배출되는 산업수학 분야에 있는 많은 

고급 인력들의 일자리 창출 문제이다. 산업계의 채용 인

력의 축소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산업 수학자들의 진로는 

더욱 좁아질 것이다. 현 시점에서 산업수학의 발전과 일

자리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산업 수학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각 기관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공학이나 과학에 비해 소프트웨어는 산업 수학자들의 

전공에 적합하고 학문적으로도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

다. 미국의 서부 개척자들이 황금의 땅인 엘도라도를 찾

아 떠났듯이 산업 수학자들도 황금의 기회를 노려 볼 시

점이다. 산업 수학의 르네상스임을 확신하는 필자도 새

로운 산업과 학문적 도전에 흥분하고 있다.

수상자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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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배경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와 학제간 융·복합’이라는 새로

운 패러다임을 통하여 이전 세기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의 발달로 

매일 대용량의 데이터가 넘쳐나고 사회구조가 점점 다양

해지고 복잡해지면서 지능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는 빅

데이터 및 인공지능 분야에서 최적화이론의 중요성이 날

로 증가하면서 수학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시대적 변화는 역설적으로 수학의 진정한 힘과 역할을 

역동적으로 드러내주는 계기가 되었고, 지능기반사회에

서 수학의 위상은 더욱 확고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에 부

응하는 새로운 원리에 기반 한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등 신 지능기반산업 관련 문제들에 최적의 답을 도출해

내는 수학적 이론연구가 절실하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응용대수 및 최적화 연구센터’가 설립되었다. 

그룹별 연구주제
 본 센터는 창의적인 집단연구를 통해 응용대수 및 최적

화를 주제로 상호 연관분야들 간의 크로스오버를 통한 

수학이론 연구와 데이터 해석 알고리듬 및 최적화 연구

의 선도과학집단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3개의 세부 연구그룹을 구성하였으며, 그룹 별 연구주제

는 행렬론, 조합론, 그래프이론, 행렬해석, 대수기하, 암호

론, 정수론 등 응용대수와 최적화이론, 에르고딕 이론 등

의 다양한 이론적 배경을 유기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 제1그룹: 조합적 구조 및 알고리듬

“수학 및 응용분야의 중요한 조합적 대상 및 인터넷 그

래프/네트워크 연구”

 조합 및 그래프이론은 순수수학 그 자체뿐만 아니라 수

학을 도구로 하는 다양한 학문 분야와의 활발한 연구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 또는 미래 인터넷을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래프 모델을 분류하기 위해

서는 그 모델들을 상호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인터넷 그

래프의 Scale-free 현상이 밝혀진 이후 Erdos와 Renyi가 

제안한 고전적인 랜덤그래프 모델과는 다른 많은 랜덤그

래프 모델들이 제시되었고 그 모델들에 대한 고찰과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의

된 랜덤그래프 모델들이 Erdos-Renyi 모델과는 얼마나 다

른지 판별하는 방법은 매우 중요하다. 

성균관대학교

응용대수 및 최적화 연구센터(AORC)

연구 센터 소개

천기상(교수, 성균관대학교 수학과)

/응용대수 및 최적화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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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랜덤그래프 모델들을 비교하여 서로 다름 또는 

같음을 분별하는 방법을 연구할 예정이다. 경쟁그래프는 

유향그래프인 네트워크 구조의 심층적 모델링을 가능하

게 하는 이론이기 때문에, 고차원 데이터 분석에 획기적

인 접근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많은 적용 분야의 후

속 연구들이 파생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네트워크 관계의 일차적 모델링으로 부터 교차 그

래프, 경쟁그래프 등 이차적 구조 패턴을 모델링하는 새

로운 그래프 구조화를 이용한 분석방법과 적용 연구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그래프 이론을 데이터 

구조에 적용한 연구들이 일차적 모델링을 이용한 것에 

그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숨겨진 구조를 다시 네트

워크로 모델링하여 변수들에 대한 여러 차원의 모델을 

구축하는 새로운 접근법은 그래프 이론의 적용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제2그룹: 행렬해석과 최적화이론

“행렬 데이터 해석과 행렬 다양체상의 최적화 문제 연구”

 고전해석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실수의 개념은 행

렬의 비가환 해석학분야로 자연스럽게 확장된다. 행렬이

론은 순수 및 응용수학 분야뿐만 아니라 수치적 계산법

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 의⋅공학, 빅데이터 및 기계학습 

분야에서 필요불가결하게 그리고 핵심적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수학이론 중 하나이다. 최근 국제적으로 급부상

하고 있는 행렬관련 중요 연구 분야는 대용량 행렬 데이

터 분석과 계산, 행렬 데이터 공간의 위상 및 기하학 구조 

연구와 무게중심이론, 행렬텐서 분해법 등이 있다. 이러

한 연구 분야들에서 행렬 데이터의 구조 해석과 효율적 

계산을 위한 최적화 이론들이 필요불가결하게 등장하고 

있으며 반대로 이러한 응용성으로 말미암아 행렬관련 순

수이론들이 발전되어 왔다. 

 특히, 빅데이터 해석, 무선네트워크 위치계산, 데이터영

상화, 인터넷 토모그라피 등의 IT분야와 3차원 분자구조 

및 단백질구조 예측, 유전자 네트워크분석 등 BT 디자인

분야 등에서 행렬분해법과 계산법, 그리고 최적화 이론

이 핵심 기법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수학적 이론으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 되고 있다. 이에 초기 연구로서 행렬 

데이터 기반 최적화 모델링 이론개발 및 이를 수치적으

로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효율적인 알고리듬을 디자인

하고, 계산속도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발전된 분석

을 통해 알고리듬 패키지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빅데이터, 기계학습, 영상처리에 응용하고 이들 분야에 

필요한 수학이론 및 방법론을 연구할 예정이다. 

 한편, 데이터의 행렬적 관점에서의 특성과 행렬 데이터

의 위상 및 기하적 구조(행렬 다양체)를 이용한 수학적 최

적화 모델을 고안 및 분석하고, 새롭고 효율적인 최적화 

방법에 대한 이론연구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선형적 평

면기하의 방법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기존 데이터 

해석 및 계산법 연구에 돌파구를 마련 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연구 센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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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그룹: 알고리드믹 수론

“정수론, 에르고딕 이론, 암호론 등에서 나타나는 대수

곡선의 다양한 성질, 불변량 및 계산 가능성 연구”

 보형형식은 수론이나 조합론, 쌍곡기하학, 에르고딕 이

론, 수리물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력한 도구로 사용되

어 왔다. 이러한  유용성 때문에 고전적인 보형형식을 포

함하는 새로운 이론의 필요성이 오랫동안 요구되어 왔

다. 목보형형식 및 약한 조화 Maass 형식은 이러한 요구

에 부합하는 보형형식으로 아직 밝혀지지 않은 많은 현

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다. 최근 필즈상을 

수상한 테렌스 타오, 린덴스트라우스 등은 에르고딕 이

론을 이용하여 수론의 고전적인 문제들을 풀어 에르고딕 

이론과 수론이 밀접하게 관련돼 있음을 입증하였고, 이 

때 보형곡선 및 보형형식이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었다. 

소수의 분포, Littlewood 추측, Sarnak 추측 등은 에르고딕 

이론과 수론과의 신비한 관련성을 보여주는 예이다. 더

욱이 유한체 위에서 보형곡선 및 대수곡선에 관한 연구

는 암호 및 부호이론 연구 분야 전반에 커다란 파급 효과

를 끼쳐 이에 관한 연구들은 정보통신 및 데이터 보안기

술의 핵심이론이 될 수 있다. 

센터구성원
본 센터의 연구진은 성균관대 9명, 서울대 1명, 고등과학

원 1명 등 총 11명의 핵심연구원과, 선임연구원 및 박사후

연구원 등 7명의 신진연구원, 그리고 15명의 대학원생, 2

명의 행정요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 TO가 찰 때까

지 우수한 국·내외 신진연구원을 상시 채용할 예정이다. 

• 핵심연구원
연구그룹 이름 소속 연구분야

1그룹

천기상 성균관대 조합행렬론, 리오단군론
김서령 서울대 그래프이론
김정한 KIAS 조합론, 랜덤그래프이론
김장수 성균관대 조합론

2그룹

윤상운 성균관대 최적화이론
임용도 성균관대 볼록해석, 최적화이론
허석문 성균관대 대수기하
정윤모 성균관대 데이터해석, 최적화이론

3그룹
김창헌 성균관대 정수론
권순학 성균관대 정수론, 암호론
년푸중 성균관대 작용소이론, 에르고딕이론

• 연구원

이름 Ph.D 수여교 연구분야

유미수 Univ. of Pennsylvania 대수적 조합론

Mojallal 성균관대 스펙트럴그래프이론

이재화 C h i n e s e  A c a d e m y  o f 
Sciences 최적화, 계산수학

정호윤 KAIST 정수론

서승석 Univ. of Minnesota 편미분방정식,계산수학

구남훈 성균관대 암호론

Hoàng
Ng⋅c Tu⋅n

V i e t n a m  A c a d e m y  o f  
Sciences and Technology 최적화이론

 더욱이 해외 유수 연구기관과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

하여 Richard Brualdi(Univ. of Wisconsin), Fred Roberts 

(Rutgers Univ), 박혜선 (Georgia Tech) 교수 등 9명의 세

계적인 석학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국·내외 학자들과의 

네트워크 구축뿐만 아니라 국제공동연구 협약체결을 진

행하고 있다. 또한, 본 센터는 국·내외 학자들의 방문연구 

및 세미나, 국제학술회의, 단기 집중강연 및 계절학기 등

을 지원하고 있다.  

연구 센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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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ON HEDGE USING DEEP REINFORCE-
MENT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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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used the recent successful deep reinforcement learning technique to

hedge an vanilla option. The Black-Scholes equation and other model-based
approaches cannot describe skewness and kurtosis of return, mean-reversion
and other complexities of a market. We proposed a model-free method to
hedge an option solely based on the market data itself without being biased
by any other assumptions. A hedge portfolio following a hedge ratio computed
from deep deterministic policy gradient algorithm outperformed the correspon-
dence of delta hedge in the aspect of profitability and stability of the aggregate
position.

Objective
• Development of new method to hedge an option.

• The new method is evaluated in the aspect of ”profit and loss”.

• The new method is evaluated in the aspect of ”stability” of the ag-
gregate position.

Problem of Delta Hedge - model based ap-
proach
• Delta hedge is derived from Black Scholes equation that modeled a

market.

– It is based on the hypothesis, market equilibrium.

• Log-normal assumption

– Equity market shows fat-tailed distribution.

• Markov process assumption

– Market has mean-reversion property

• Constant volatility assumption

– VIX and implied volatility surface indicates implied volatility of
an option is not constant even for the short life of the option.

New Hedge Method - model free approach
1. Hedge Instrument

• Underlying
– used to adjust delta of a position

• Options with strike ATM-10 and ATM+10
– Stability: used to adjust high degree of change of the price of

an option such as vega
– Profitability: used to make profit by taking arbitrage hidden in

the market.

2. Hedge Ratio

• determined by deep reinforcement learning technique.
– Model-Free: based on the financial data itself without assump-

tions on the market.

Deep Reinforcement Learning

Deterministic Policy Gradient Algorithm
D. Silver(2014)[3], Deterministic Policy Gradient Algorithms

Figure 1: OPDAC algorithm

DQN Architecture
Mnih(2015) Deep Q-Learning[2]

1. Replay Memory Buffer: enables to use SGD by keeping input dis-
tribution as iid.

2. Target Network: brings stability to DQN algorithm by fixing target
distribution.

Deep Deterministic Policy Gradient Algorithm
D. Silver(2016)[1], DDPG algorithm = DPG algorithm + DQN

Figure 2: DDPG algorithm

Application to Option Hedge

State, Action and Reward
1. STATE

• a set of historical yield of S&P500
• price, time to maturity and strikes of options being used
• possession ratio of options
• possession ratio of an underlying
• cash amount in a hedge portfolio
• cumulative yield of a hedge portfolio

2. ACTION
• possession ratio of options
• possession ratio of an underlying

3. REWARD
• daily negative reward for a daily negative yield multiplied by a

corresponding weight.
• daily negative reward for a daily positive yield multiplied by a

corresponding weight.

Actor and Critic Network

Property Actor Network Critic Network

Num. of Hidden Layer 13 13
Batch Normalization NO YES
Weight Initialization Xavier Init. Xavier Init.
Hidden Layer Activation Rectified Linear Unit(Relu) Relu
Output Layer Activation Tanh function Linear function

Table 1: Table caption

Results

Hedge Performance Evaluation
1. Margin = (Hedge Portfolio Value - Shorted Call Value) / Initial Call

Premium
2. Volatility of Margin = volatility of historical yield of net position

Margin

Volatility

Cumulative Value History & Hedge Ratio

Conclusions

1. We constructed a portfolio composed of an underlying and a set of
options.

2. Stability of the portfolio can be obtained by handling high degree of
uncertainty coming from the oscillation of volatility using a set of
options.

3. The portfolio can make profit by exploiting the gap between the im-
plied volatility of options and realized volatility of the underlying.

4. The optimal composite ratio in the portfolio is determined by the
model-free method, DDPG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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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I have interest in deep reinforcement learning. In order to ensure that RL can be successfully 

applied to real-world problems, I am carrying out RL studies with stability and sample-efficiency.

수상소감 I am honored to be awarded the Poster Prize at KSIAM. I hope more people to use machine 

learning to achieve excellent results in their research area.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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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mal Control of a Delay Model for Cancer
Chemotherapy
Hee-Dae Kwon1, Ye-Eun Seong 1

1Department of Mathematics, Inha University, Incheon 402-751, S. Korea

Introdution

We consider two kinds of cancer cells : P (t) the proliferating cancer cells
and Q(t) the quiescent cancer cells.
There is a time delay τ that the proliferating cells need to divide.




dP (t)
dt = bP (t− τ )− rP (N(t))P (t) + rQ(N(t))Q(t)− a1(1− exp(−k1u))P (t)

dQ(t)
dt = rP (N(t))P (t)− (µQ + rQ(N(t)))Q(t)− a2(1− exp(−k2u))Q(t)

du(t)
dt = αv(t)− ku(t),

where b = β − µP is an intrinsic rate of P (t). µ is a death rate, rP and rQ
are transition rates between the two cells (r′P > 0 and r′Q < 0).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chemotheraphy drug, we introduce the drug
parameter u(t). Here v(t) is a function of time which represents the drug
intervention term.

Model without drug intervention term (v(t) = 0)

Let f and g :R+ → R be functions defined by
f (x) = µQrP (x)− b(µQ + rQ(x)) and g(x) = b− µQ − rP (x)− rQ(x).

(A1) f (0) < 0, (NA1) f (0) > 0, (A2) f (+∞) > 0, (A3) g(x) < 0.

There are two equilibrium points E0 = (0, 0, 0) and E∗ = (P ∗, Q∗, 0).

� Theorem 1) Assume τ ≥ 0. Then the trivial equilibrium E0 is
asymptotically stable under (NA1) and (A3), and is unstable
under (A1).

� Theorem 2) Assume τ = 0. Then the non-trivial equilibrium E∗

is asymptotically stable under (A1)-(A3).

Let the assumptions:
(A4) 0 <

µQ

b < H(x, y) for all x, y > 0, where the function H(x, y) :
R+2 → [0, 1) is defined by

H(x, y) =
r′P (x+y)x−r′Q(x+y)y

2rP (x+y)+r′P (x+y)x−r′Q(x+y)y
.

� Theorem 3) If (A1)-(A4) hold, then ∃ τ0 ≥ 0 s.t. E∗ is
asymptotically stable for τ ∈ [0, τ0) and unstable for τ > τ0,
where

τ0 = 1
ζ+
arccos

q(ζ2+−r)−psζ2
+

s2ζ2++q2 ,

ζ2
+ = 1

2
(s2 − p2 + 2r) ± 1

2
[(s2 − p2 + 2r)2 − 4(r2 − q2)]

1
2.

Model with drug intervention term (v(t) �= 0)

Let F and G :R+ → R be functions defined by
F (x) = UrP (x)− B(U + rQ(x)) and G(x) = B − U − rP (x)− rQ(x),
where B = b− a1(1− exp(−k1

αv
k )) and U = µQ + a2(1− exp(−k2

αv
k )).

(B1) F (0) < 0, (NB1) F (0) > 0, (B2) F (+∞) > 0,
(B3) G(x) < 0, (B4) r − q < 0.

There are two equilibrium points E0 = (0, 0, αvk ) and E1 = (P1, Q1,
αv
k ).

� Theorem 4) Assume τ ≥ 0. Then the trivial equilibrium E0 is
asymptotically stable under (NB1) and (B3), and is unstable
under (B1).

� Theorem 5) Assume τ = 0. Then the non-trivial equilibrium E1

is asymptotically stable under (B1)-(B3).

� Theorem 6) If (B1)-(B4) hold, then ∃ τc ≥ 0 s.t. E1 is
asymptotically stable for τ ∈ [0, τc) and unstable for τ > τc,
where

τc =
1
ζ+
arccos

q(ζ2+−r)−psζ2
+

s2ζ2++q2 ,

ζ2
c = 1

2
(s2 − p2 + 2r) ± 1

2
[(s2 − p2 + 2r)2 − 4(r2 − q2)]

1
2.

Optimal control of Delay model

We would like to minimize not only the number of total cancer cells but
also the use of chemotherapy.
Hence, we consider an optimal control problem given by

min
v

∫ T

0 A(P (t) +Q(t)) + Bv2(t)dt, (0 ≤ v(t) ≤ 1),

where A and B are weight constants of total cancer cells and chemotherapy,
respectively.

� Hamiltonian system is given by
H(t, x(t), x(t− τ ), v(t), v(t− τ ), λ)

= f̂ (t, xt, xt−τ , vt, vt−τ) + λĝ(t, xt, xt−τ , vt, vt−τ)

� Optimality system
1. State equation
2. Adjoint eqaution

λ′ = −∂H/∂xt − ∂H/∂xt−τ |t+τ for t0 ≤ t < t1 − τ

λ′ = −∂H/∂xt for t1 − τ ≤ t ≤ t1
λ(t1) = 0

3. Optimality condition

∂H/∂vt + ∂H/∂vt−τ |t+τ= 0 for t0 ≤ t < t1 − τ

∂H/∂vt = 0 for t1 − τ ≤ t ≤ t1

Numerical simulation

� Gradient Method:

Step 1. Guess a control function v0.
Step 2. Solve the state equation with control v.
Step 3. Solve the adjoint equation with state x and control v.

Step 4. Update the control vn+1 = vn - δ∂H∂v .

� Numerical simulation:

B = 1 and τ = 1

v(t) for different B

v(t) for different τ

이름 성예은 (인하대학교 수학과 석사)
지도교수 권희대 (인하대학교 수학과)
연구내용 Cancer의 differential model이 delay model인 경우의 
optimality condition과 numerical solution을 찾는 방법. 
수상소감 포스터 발표라는 것을 처음 해보는 것 만으로도 떨리고 기대
되었는데 상까지 받게 되어 기쁘고 영광이었습니다.

포스터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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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6년 11월 11일(금) ~ 13일(일)

▶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KAL 호텔

▶ Plenary Speakers

 o  Choe, Hi jun (Yonsei University)

 o  Kim, Yoon-yo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o  Lee, Yong-Hoon (Pusan National University)

▶ Special Sessions

 o  Applied Algebra and Optimization (AORC)

 o  Applied Algebraic Geometry

 o  Computational and Experimental Mathematics (CMAC)

 o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for Transportation Applications

 o  Extremal Graph Theory I 

 o  Extremal Graph Theory II 

 o  Mathematical Biology

 o  Mathematical Modeling and Computation (CMAC)

 o Mathematical Techniques for Interpretation of Financial 

Environment

▶ 2016년 KSIAM-금곡 학술상

 o  연세대학교 수학과 최희준 교수

▶ Poster Session 우수상

 o  연세대학교 조준현(Option Hedge using Deep 

Reinforcement Learning)

 o  인하대학교 성예은(Optimal Control of a Delay Model 

for Cancer Chemotherapy)

2016  K S I AM  Annua l  Mee t i n g

만찬

회장님 인사말

초청연사

금곡학술상 수상

포스터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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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대한전자공학회 바이오영상신호처리 연구회 워

크샵 인공지능시대에 의료영상이 갈 길

 o 2017년 7월 10일(월)

 o 연세대학교 백양누리(금호아트홀) 그랜드볼륨

 o http://imaging-summit.net

SIAM Annual Meeting (AN17) 

 o July 10-14, 2017

 o David Lawrence Convention Center (DLCC), 

Pittsburgh, Pennsylvania, USA

 o http://www.siam.org/meetings/an17/

Mathematical Congress of the Americas (MCA2017) 

 o July 24-28, 2017

 o Montreal, Canada

 o https://mca2017.org/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thematics, 

Computational Science, and Engineering 2017

 o July 27, 2017 - July 28, 2017   

 o Hotel Celestine, Tokyo, Japan.

 o www.icmcse.openlsociety.org

Conference on Mathematical Modelling in Finance 

2017 

 o August 31-September 2, 2017

 o Imperial College London, London, UK

 o https://sites.google.com/view/mmf2017

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d 

Computational Methods in Engineering

 o September 18, 2017 - September 22, 2017   

 o Congress Center Het Pand, Ghent, Belgium.

 o www.acomen.ugent.be

IMA Conference on Inverse Problems from Theory 

to Application

 o September 19, 2017 - September 21, 2017   

 o Isaac Newton Institute, Cambridge, UK.

 o http://ima.org.uk/conferences/conferences_calendar/

inverse-problems.html

Uncertainty Quantification for Stochastic Systems 

and Applications

 o November 13, 2017 - November 17, 2017   

 o Institute for Pure and Applied Mathematics (IPAM), 

UCLA, Los Angeles, California.

 o www.ipam.ucla.edu/elws4

SIAM Conference on Analysis of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s (PD17) 

 o December 9-12, 2017

 o Hyatt Regency Baltimore Inner Harbor, Baltimore, 

Maryland, USA

 o http://www.siam.org/meetings/pd17/

SIAM Conference on Parallel Processing for 

Scientific Computing (PP18) 

 o March 7-10, 2018 

 o Waseda University, Tokyo, Japan

 o http://www.siam.org/meetings/pp18/

SIAM Conference on Uncertainty Quantification (UQ18)  

o April 16-19, 2018 Submit Now!

 o Hyatt Regency Orange County, Garden Grove, 

California, USA

 o http://www.siam.org/meetings/uq18/

SIAM Conference on Imaging Science (IS18) 

 o June 5-8, 2018

 o University of Bologna, Bologna, Italy

 o http://www.siam.org/meetings/is18/

국내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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