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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KSIAM 소식지 발전을 축하하며

KSIAM 부회장 강명주(교수,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산업응용수학이 시대의 흐름의 중심 학문으로서 주목 받는 지금은 한국산업응용수학회가 한 차원 높게 도약할 시
기입니다. 이렇듯 중요한 시기에 한국산업응용수학 소통의 중심이 될 KSIAM 소식지 간행은 시기적절하며 깊은 뜻
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KSIAM 임원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난 해 KSIAM 소식
지가 발간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KSIAM 소식지를 중심으로 학회의 열린 소통을 더욱 활발히 해야 할 때입니다.
학계와 대중 모두가 산업응용수학에 관심이 뜨거운 지금, KSIAM 소식지는 정회원들에게는 공식적 소통의 장이자
학생회원들에게는 미래를 제시하는 비전 보드로서 역할을 함은 물론, 산업응용수학과 산업계/학계는 물론 사회 전
반 연결하는 중심 매체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응용수학에 대한 관심과 응용이 이전의 범위를 넘어, 모든 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고 일반 대중
의 관심도 그 어느 때 보다 뜨겁습니다. 2018년 현재, 600여명의 회원을 거느린 산업응용수학 분야 중심 학회로서
KSAIM은 재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한편, 한국산업응용수학을 이끌어갈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과학 기술
과 사회가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산업응용수학은 학문과 사회의 연결고리로서 모든 분야에
필수적으로 적용되어 사회 발전의 연료이자 윤활유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KSIAM의 구성원으로 회원 각자도 자부
심을 갖고, 학계의 좁은 시야를 넘어 틀을 깨는 시각으로 각자의 일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응용수학이 보
편적 학문으로 필수 학문이 되는 새로운 시대를 맞아, 회원 각자가 자신의 학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사회에 대한 관
심을 통해 시대적 요구를 이해하고 더욱 활발하게 산업계 및 학계 연구자들과 교류한다면, 한국산업응용수학은 가
까운 미래에 세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학문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KSIAM 소식지는 앞으로 한국산업응용수학회와 산업계/학계/연구계를 연결하는 연결고리이자 열린 소통의
장으로 확실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소통과 융합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한국산업응용수학이 세계적으로 우뚝
서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이 KSIAM 소식지 활성화에 더욱 활발히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
니다. 끝으로 오늘이 있기 까지 헌신적인 노력을 해주신 임원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KSIAM 소식지 발
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한국산업응용수학회 부회장 강 명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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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에 있어

수학의 역할은 점점 중요해질 것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

대담: 윤지훈(교수, 부산대학교 수학과)

"수학을 공부하는 것은 논리적인 사고와 상상력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했고,
따라서 기업에서 근무할 당시 훈련된 사고력과 상상력은 소중한 자산이 되어주
었습니다. 수학 전공자들이 기업에 진출할 경우 수학 학습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사고력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수학을 전공하고 IT개발자를 거쳐 2017년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취
임한 유영민 장관. 2018년 4월 26일, 서면 인터뷰를 통해 유영민 장관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간단한 자기소개와 현재 자리까지 오게 된 과정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A. 부산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했고 1979년 LG전자에 입사하여 정보통신 분야에 줄곧 몸담아오며 LG전자 CIO, ㈜LG CNS사
업지원본부장,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원장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그 후 포스코 ICT COO와 포스코경영연구소 선임연구
위원(사장급)을 했습니다. 기업에 있는 동안 생각·상상의 중요성을 경험했고 이를 토대로 2014년 ‘상상, 현실이 되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2017년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취임하였습니다.
Q. LG전자와 포스코에서 근무하면서 한 일과 수학전공이 미친 영향을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A.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시작으로 IT전문가로 일하며, 정보통신기술(ICT)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토대로 기업의 제품과 서
비스 최적화를 주로 하고, 기술과 비즈니스 사이의 균형 잡힌 경영혁신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수학을 공부하는 것은 논리적인 사고와 상상력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했고, 따라서 기업에서 근무할 당시 훈련된 사
고력과 상상력은 소중한 자산이 되어주었습니다. ‘이런 IT 기술을 업무에 적용한다면?’ 등의 생각을 시작으로 ICT를 활용
한 혁신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수학 전공자들이 기업에 진출할 경우 수학 학습과정에서 자연스
럽게 형성된 사고력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Q. 최근 “5G가 여는 스마트 세상”이라는 주제로 기조 특강을 많이 하는데, 이러한 세상을 4차 산업혁명과 연결시켜 설
명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A.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을 기반으로 한 지능화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간의 디지털혁명을 통해 사회에서 모든 것
이 연결되고 인공지능이 적용되어, 사람의 개입 없이도 스스로 판단하고 작동하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엄청난 양의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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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를 전송하고 인공지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출발이 5G입니다.
5G는 아시다시피 지금의 4세대 LTE 기술보다 20배 빠른 속도로 정보 전달이 가능하고, 네트워크 지연 속도는 1/10로 단
축되며, 네트워크에 접속 가능한 디바이스는 10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5G가 만드는 세상에 단순한 통신기술의 업
그레이드를 넘어서, 네트워크에 연결된 수많은 디바이스로부터 수집된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업 전 분야에서 새
로운 융합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 또한 5G를 기반으로 전통산업에 과학기술과 ICT를 얹어서
다양한 서비스 산업과 새로운 가치의 제조 산업이 생겨날 것입니다. 즉, 5G는 경제·사회 패러다임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
화시키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내년 3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목표로, 국제표준 제정에 적극 참여하고, 평창올림픽에서 5G 시범서비스
를 선보였으며, 올 6월에 5G 주파수 경매를 진행하는 등 상용화를 위한 발걸음을 차근차근 빈틈없이 내딛고 있습니다.
5G의 성공을 위해서는 네트워크 구축뿐만 아니라 5G만이 만들어 낼 수 있는 경제·사회적 가치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합
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등 5G 융합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관 협업의 시
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이 과정에서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도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Q. 2018년 신년사에서 “사람 중심 4차 산업혁명 구현”을 강조하고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앞으로 우리 사회는 D(데이터)-N(네트워크)-A(인공지능)를 기반으로 기술·산업 영역을 넘어 사회 전반에 급격한 변화
가 올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경제와 산업을 한층 더 성장시키게 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
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현재의 역량을 더욱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를 국가 비전으로 담은 것이 ‘사람 중심의 4차 산업
혁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과학·기술, 산업·경제, 사회·제도를 아우르는 국가적 대응 방안에는 범용 핵심기술 경쟁력 확보와 의료, 제조, 도
시, 교통 등 주요 영역에 대한 지능화를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는 신산업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이고,
재난, 환경, 교통, 고령화 등 우리 사회가 처한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일자리 변화
에도 대비하여 미래 인재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그에 맞는 창의 교육을 확대하는 등 교육체계 혁신과 신산업 분야 인력 양
성 등을 함께 추진해나가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담아 작년 「11월 I-Korea 4.0」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지속
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Q. ‘수학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근간’이라는 것에 대한 견해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최근 빅데이터, 인공지능 분야에 수학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이 되는 음성처리, 언
어처리 등의 기술에 선형대수학, 확률론, 정보이론과 같은 다양한 수학적 이론들이 적용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앞으로도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에 있어 수학의 역할은 점점 중요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동안 우리나라는 수학전공자들이 이론수학에 편중되어 있고 산업계와 협력 경험이 없다는 일부 지
적이 있습니다. 수학 전공자·연구자들이 기술개발과 산업혁신에 보다 적극성을 띨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차
세대 기술 혁신도 선도하는 등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수학과 관련된 R&D 과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대학 내에 산업수학센터를 선정·지원하여 산
학연 교류를 활성화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또한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산업수학혁신센터를 통
해 기업과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발굴하고 수학을 활용한 해결책 모색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Q.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엘빈 토플러는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기업에 근무할 때 생각하고 상상하는 대
로 되어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아이디어, 상상이 매우 중요한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모두 ‘상상이 현실이 되는 시대’를 맞
아, 많이 생각하고 꿈을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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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mization and Mathematical Programming

윤상운(교수, 성균관대학교 수학교육학과)

최적화는 어떠한 이용 가능한 선택들의 집합으로부터 최선
의 원소를 선택하는 것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
리계획은 유한 차원 최적화와 동의어입니다.
역사적으로 Fermat과 Lagrange는 최적을 식별하는 미적분
기반의 공식을 찾았고, Newton과 Gauss는 최적을 찾을 수
있는 반복적인 방법들(iterative methods)을 제안했습니다.
비록 대부분의 최적화 이론은 1939년 Leonid Kantorovich에
의해 소개되었지만 특정 최적화 분야인 "선형계획법(linear
programming)"은 George B. Dantzig에 의해서 소개되었습
니다. 여기서의 프로그래밍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훈련과 물류 일정을 참조하기 위해 미군의 프로
그램 사용에서 나온 것입니다.
최적화 문제는 주어진 집합과 관련한 어떠한 함수를 최대화
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이고 아래와 같이 표현됩니다.

으로 목적 함수가 선형이고 제약조건의 함수들도 선형인 경
우를 연구합니다. 이러한 제약조건은 다면체 (polyhedron)
또는 polytope으로 표현됩니다.
- Second order cone programming(SOCP): SOC 제약조건
(
)을 갖는 볼록계획법의 한 유형으로
특정 유형의 이차계획법과 선형계획법을 포함합니다.
- Semidefinite programming(SDP): 변수가 반정부호 행렬
(semidefinite matrix)인 볼록 최적화 형태로 선형 및 볼록 이
차계획법의 일반화된 형태입니다.
- 정수계획법(integer programming): 일부 또는 모든 변수가
정수 값을 취하도록 제한된 선형 최적화 문제를 연구하는 분
야입니다. 비볼록 최적화 문제들을 다루며 선형계획법의 문
제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 조합 최적화(combinatorial optimization): 가능한 솔루션 집
합이 이산인 문제를 다루는 분야입니다.

여기서 는 목적함수(objective function)라 하고,
은
실현 가능한 집합(feasible set)이라 합니다. 유한 차원의 최적
화에서의 표준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표현됩니다.

여기서
을 부등식 제약조건(inequality constraints) 그리
고
을 등식 제약조건(equality constraints)이라 부릅니다.
위의 표준 문제의 목적함수와 제약조건의 형태에 따라 다음
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볼록계획법(convex programming): 목적함수가 볼록 (최소
화) 또는 오목 (최대화)이고 제약조건의 함수들이 볼록한 경
우를 연구합니다.
- 선형계획법(linear programming): 볼록계획법의 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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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률계획법(stochastic programming): 제약조건 또는 매개
변수 중 일부가 무작위 변수에 의존하는 경우를 연구하는 분
야입니다.
- Robust programming: 확률계획법과 마찬가지로 최적화 문
제의 바탕인 데이터의 불확실성을 다루는 분야입니다. 가능
한 모든 불확실한 상황하에서 유효한 솔루션을 찾으려는 분
야입니다.
- Fractional programming: 두 비선형 함수의 비율 최적화를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학술 분과 소개

- Dynamic programming: 최적화 전략이 주어진 문제를 작은
하위 문제로 분할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를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이러한 하위 문제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방
정식을 Bellman방정식이라 합니다.
- Mathematical programming with equilibrium constraints:
제약 조건이 variational inequalities 또는 상보성
(complementarities)을 포함하는 분야입니다.
- Calculus of variations: 좌표의 함수를 변화시킴으로써 극한
까지의 공간 적분을 최적화하는 것을 추구하는 분야입니다.
- 최적의 제어이론(optimal control): 제어 정책을 도입하는
calculus of variations의 일반화입니다.
최적화 문제를 풀기 위한 수치적 최적화 방법은 유한 단계
를 거쳐 해를 구할 수 있는 방법, 해로 수렴하는 반복적인 방
법(iterative method), 또는 수학적으로 해를 찾는 것을 보증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실용적인 상황에서는 유용한 발견적 학
습법(heuristic method)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한 단계를 거쳐 해를 구하는 방법은 선형계획법
을 위한 George Dantzig의 simplex algorithm이 있습니다.
반복적인 방법은 크게 그래디언트를 이용하는 방법과 헤시
안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헤시안을
이용하는 방법의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Newton’s method: 각 반복에서 목적함수의 헤시안을 이용
한 이차 근사함수를 구하고 이를 목적함수로 하는 최소화 문
제를 이용하여 해의 방향을 선택하고 갱신하는 방법입니다.
- Interior point methods: Barrier methods라고도 알려진 알
고리즘으로 선형 및 비선형 볼록 최적화 문제를 풀기 위한
특정 클래스의 알고리즘입니다.
그래디언트를 이용하는 방법의 몇 가지 예는 아래와 같습니
다.
- 그래디언트 줄임 방법: 대표적인 줄임 방법(descent
method)으로 각 반복마다 음의 그래디언트 방향으로 갱신
되는 방법입니다.
- Conjugate gradient 방법: 계수행렬이 대칭이고 정부호 행
렬인 특정 선형 방정식의 시스템의 수치해를 구하는 알고리
즘으로 이차 목적함수를 갖는 최적화 문제에 주로 적용합니
다.
- Conditional gradient 방법: Frank-Wolfe 알고리즘으로도 알
려진 방법으로 각 반복에서 목적 함수의 선형 근사를 목적
함수로 갖는 최소화 문제를 이용하여 해의 방향을 선택하고
갱신하는 방법입니다.
- Quasi-Newton 방법: 헤시안을 구할 수 없거나 구하기 위한

계산량이 클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구한 그래디
언트를 이용한 헤시안의 근사에 바탕을 둔 방법이다.
- 좌표 줄임 방법: 각 반복에서 좌표 선택 규칙을 통해 좌표
또는 좌표 블록을 결정한 후 해당 좌표 초평면에 대해 최소
화하는 방법입니다.
최적화는 여러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는데 그 중 몇 분야를
언급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Utility maximization problem이나 expenditure minimization
problem은 경제학에서 나타나는 최적화 문제이고 금융분야
의 Markowitz theory에서의 최적의 portfolio는 어떠한 이차
계획법 문제의 해로 표현이 됩니다.
선형계획법 문제로 표현되는
-minimization 문제나 이차
계획법 문제인 basis pursuit denoising문제 등은 compressed
sensing분야에서 나타나고 다양한 노이즈가 반영된 영상을
복원하기 위한 수학적 모델도 볼록 최적화 문제로 표현됩니
다.
Operation research에서는 확률적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의사 결정 개선을 지원합니다.
잘 알려진 Travelling Salesman Problem의 일반화인 Vehicle
Routing Problem(VRP)은 "고객에게 물건을 전달하기 위해
차량이 이동해야하는 최적의 경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조합 최적화 및 정수계획법 문제입니다.
Support vector machines, neural network, logistic regression
등은 데이터분석등에서 사용되는 대표적 최적화 문제입니
다.
최적화의 적용분야는 1990년 이전에는 대부분 operations
research였으나 이후 공학 등 여러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
다. 특히 최근 빅데이터 관련된 기계학습 분야에서 활발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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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KSIAM-금곡 학술상 수상자 칼럼

영역분할법이란?

이창옥(교수, KAIST 수리과학과)

작년에 KSIAM-금곡 학술상 수상자로 선정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서 지난 20년 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눈

로 나누고 각 영역에서 독립적으로 방정식을 풀고 결과
를 모아서 전 영역에서 해를 구하는 방법이다.

앞을 스쳐 갔다. 1997년 필자가 30대 교수일 때 우리나

영역분할법의 본격적인 시작은 1987년 파리에서 개최되

라 응용수학계의 보다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응용수

었던 제 1회 국제 영역분할법 학술대회이다. 이 대회에서

학을 전공하는 여러 젊은 교수들과 함께 응용수학포럼

리옹(P.L. Lions)은 고전적인 교대 슈바르츠(Schwarz) 방

(Applied Mathematics Forum)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 당

법을 소개하였다.[Lions] (이 때는 리옹이 필즈상을 받기

시에는 학술대회를 하면서 운영진들이 십시일반으로 모

전이다.)

은 돈으로 학술대회 운영을 하였고 방바닥에 앉아서 밥
을 먹는 식당에서 버섯찌개 같은 것을 시켜놓고 연회를
진행하였다. 세월이 흘러 2004년에 지금의 한국산업응용
수학회(KSIAM)로 발전하면서 학회다운 모습을 갖추었고
연회도 호텔에서 뷔페식으로 진행하는 학술대회로 발전
하였다. 지난 2014년 창립 1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공
그림1 영역분할법 로고

로패도 받았지만 이번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큰 상을
받게 되다니 너무나 큰 영광이고 기쁨이다. 이제 상에 대

그림 1과 같은 영역에서 디리클레(Dirichlet) 경계 조건을

한 소회는 그만 하고 수상 기념 강연의 주제였던 영역분

가지는 포아송(Poisson) 방정식을 푼다고 하자. 빨간색 영

할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역과 초록색 영역을
영역을

병렬계산이란 보통의 컴퓨터에서는 순차적으로 계산하
여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을 수많은 CPU를 장착한 병렬
컴퓨터에서 여러 개의 일로 나누어서 각 CPU가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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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하고 파란색 영역과 초록색

라고 하자. 또한 파란색 영역과 초록색 영역의

경계를

, 빨간색 영역과 초록색 영역의 경계를

고 하자. 먼저

라

에 적당한 디리클레 경계 조건을 주고

에서 문제를 풀면

에서 해가 생겨나게 된다. 이

계산하여 실제 소요된 시간을 줄이고자 하는 방법이다.

를 이용하여

대표적인 방법으로 영역분할법이 있는데 이는 풀고자

겨나게 된다. 이를 이용하여 다시

하는 방정식의 정의역을 여러 개의 부영역(subdomain)으

영역을 서로 바꿔 가면서 갱신되는 경계조건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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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문제를 풀면 이제

에서 해가 생

에서 문제를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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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으로 문제를 풀어 나간다. 이 방법은 1869년에 슈

즉

바르츠가 그림 1과 같은 영역에서 포아송 방정식의 해의

타내기 위하여

존재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한 방법이다.[Schwarz] 슈

서

바르츠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생성되는 해들이 수렴하며

(Steklov-Poincaré) 경계방정식

이는 전 영역에서 포아송 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것을 증

이다.
,

에 대한 의존성을 나
라 하자.

에

인 조건을 이용하면 스테클로프-푸앙카레

		

명하였다. 이제 주어진 영역을 여러 개의 겹치는 부영역

와

를 얻는다. 여기서

,

으로 나누고 번호를 붙이자. 홀수 영역과 짝수 영역을 위

이다. 스테클로프-푸앙카레 방정식은 각 부영역에서 포

에서와 같이 번갈아 가면서 포아송 방정식을 반복적으로

아송 방정식의 해가 전 영역에서 포아송 방정식의 해가

푼다고 하자. 그러면 홀수 영역에 속한 각 부영역은 서로

되기 위해서 경계

에서 만족해야 하는 방정식이다.

겹치지 않게 되어 독립적으로 포아송 방정식을 풀게 된
다. 짝수 영역도 마찬가지이다. 병렬 컴퓨터에서 각 부영

이제 스테클로프-푸앙카레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소개하

역에서의 문제를 각 CPU에 배당하여 풀면 병렬 계산을

겠다. 먼저

수행하여 직렬 계산을 하는 것보다 실제 소요된 계산시

주고

간을 줄일 수 있다. 슈바르츠가 149년 전에 고안한 방법

법선도함수

이 현대에 와서 병렬계산의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 된 것

다는 조건을 이용하여

이다.

포아송 방정식을 푼다. 그러면

에 적당한 디리클레 경계조건

를

에서 포아송 방정식을 푼다. 그러면

있고,

와

건을 주고

에서의

을 구할 수 있고, 법선도함수가 일치한
에서 혼합경계조건을 가지는
에서의

를 구할 수

를 적당히 선형결합하여 새로운 경계조
에서 포아송 방정식을 푼다. 이 과정을 계

속 반복하면

에서 함수값과 법선 도함수가 같아지도

록 수렴하는

를 얻을 수 있다. 이를 디리클레-노이만

(Neumann) 방법이라 부른다.[BPS, BW] 주어진 영역이 여
그림2 겹치지 않는 영역분할

러 개의 겹치지 않는 부영역으로 나누어진 경우 차례대

이제 그림 2와 같이 겹치지 않는 부영역들로 나누는 경

로 번호를 붙이고 홀수 영역과 짝수 영역에서 위에서와

우를 생각해 보자. 먼저 각 부영역

에서의 포아송 방

같이 번갈아 가면서 포아송 방정식을 반복적으로 푼다고

에서 어떤 조건을 가져야 전 영

하자. 이때 부영역에서의 경계조건이 모두 노이만 경계

역에서 포아송 방정식의 해가 될까? 각 부영역에서의 해

조건이 안 되도록, 즉 디리클레 경계조건을 가지든가 혼

가

합경계조건을 가지도록 잘 설계를 해야 한다. 그러면 겹

정식의 해

가 경계

에서 일치하고 법선도함수(normal derivative)가 일

치하면 된다. 즉,
터를

에서의

이라 할 때

의 바깥 방향 단위법선벡

치는 슈바르츠 방법과 마찬가지로 병렬 계산을 할 수 있

,

다. 경계 에서 부가하는 경계조건을 다르게 한 노이만-노

이면 된다.

각 부영역에서의 문제

이만 방법과 로빈(Robin) 방법도 있다.[TW, QV]
지금까지 다룬 것은 풀고자 하는 방정식을 부영역의 경
계에서 경계조건을 적당히 주고 부영역에서 방정식을 교

를 생각해 보자. 해

는 다음 두 방정식의 해들의 합으

로 표시할 수 있다:

대로 풀거나 동시에 풀거나 하여 제대로 된 경계값을 찾
아나가는 방법이다. 이제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점의 영
역분할법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포아송 방정식과 동치인

		

and

최소화 문제를 생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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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적인 문제이므로 병렬계산을 할 수 있다.

즉,

고 나면 각 부영역별로
계산을 하여 최소화 문제의 해

를 구하

형태의 문제를 병렬
를 찾는다. 이를 FETI

(finite element tearing and interconnecting) 방법이라 부
른다.[FR] 그림 3은 FETI 방법을 잘 설명해 주는 그림이다.
에서의 위의 최소화 문제의

또한 FETI 방법을 개선한 FETI-DP 방법이 있다.[FLLPR] 여

가 경계 에서 어떤 조건을 가져야 전 영역에서 최

기서 DP란 dual primal의 약자이다. 이러한 FETI 형태의

이다. 그림 2의 각 부영역
해

소화 문제의 해가 될까? 놀랍게도

에서

가

방법에서는 켤레경사법을 사용하므로 수렴을 빠르게 하

되면 된다. 포아송 방정식의 경우

에서 법선도함수가

기 위하여 좋은 선조건자(preconditioner) 고안이 중요하

같아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적으로 있었으나 위의 최소

다. 지금까지 디리클레 선조건자, 노이만-디리클레 선조

화 문제를 풀면

건자 등이 개발되어 있다. FETI 형태의 방법의 장점은 조

에서 해가 일치하기만 하면 자동적

으로 법선도함수까지 같아지게 된다. 그래서 경계

에

서의 해가 일치한다는 것을 라그랑지 승수(Lagrange

건수(condition number)가
유계가 된다는 것이다.[TW] 여기서

를 포함하는 식으로만
는 부영역의 길이,

는 유한요소의 격자크기를 나타내므로 2차원의 경

multiplier)를 도입하여 각 부영역에서의 최소화 문제에
추가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안장점(saddle point)

우

3차원의 경우

이 부영역의 자유도

문제

(degree of freedom)를 나타낸다. 따라서 조건수가
를 포함하는 식으로만 유계가 된다는 것의 의미는 문제
의 크기가 커질 때 충분히 많은 CPU를 가진 병렬컴퓨터

를 풀면 된다. 여기에 유한요소법을 도입하면 선형 안장

를 사용하여 부영역의 자유도를 일정하게 유지만 해주면

점 문제

문제의 크기에 관계없이 같은 시간 안에 해를 구할 수 있
다는 것이다.
영역분할법의 장점은 단지 영역을 여러 개의 부영역으

을 얻고

과

를 소거하면

에 관한 식

를

로 나누어서 문제를 빨리 푼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
지 추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림 1과 같은 복잡

얻는다. 여기서

한 영역의 경우 원이나 사각형 형태의 단순한 부영역으
로 분할하면 부영역의 형태에 적합한 수치방법을 사용
이다. 이 식은 SPD(symmetric positive definite)라서 켤레

할 수 있다. 또한 다중스케일(multiscale) 문제나 다중물리

경사법(conjugate gradient method)을 사용하여 푼다.

(multiphysics) 문제의 경우 스케일에 따라 또는 지배 물리
법칙에 따라 부영역으로 분할하고 스케일이나 물리법칙
에 맞추어서 다른 수치해법을 사용할 수가 있다.
최근에는 영역분할법을 영상문제에 적용하는 연구가 진
행되고 있다. 영상 획득도구가 발달하고 영상판독을 통

그림3 FETI 방법
켤레경사법 과정 중에서

08

가 필요한데 이를 직접 구하

기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또한 실시간 영상처리를 요하

를

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영상처리 분야에서도 병

를 구할 수 있으며 이는 각 부영역에서의 독

렬계산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영역분할법의 유용성이 증

지 않고 예를 들어
풀어서

하여 어떤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영상의 크

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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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법 연구가 시작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연구
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특히 쌍곡형 문제나 최적
화 문제에 대한 영역분할법은 여전히 미지의 세계이며
능력 있는 많은 젊은 연구자들의 도전을 필요로 한다.
그림4 Lena 영상의 잡티제거
대되고 있다. 영상 분야의 많은 문제들은 최소화 문제로
표현이 된다. 예를 들어 잡티 제거의 대표적인 모델로 다
음과 같은 ROF(Rudin-Osher-Fatemi) 모델을 들 수 있다
[ROF]:

여기서
이며

는

의 총 변이(total variation)

는 상에서 정의된 총 변이가 유한인 함수들의

집합이다. 그림 4에서 왼쪽 그림이 잡티가 섞인 레나
(Lena) 영상이고 오른쪽이 ROF 모델을 적용한 결과이
다. 이제 영상을 여러 개의 부영역으로 나누어 ROF 모
델을 적용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ROF 모델도 포아
송 문제처럼 최소화 문제이기는 하지만 포아송 문제와
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다. 영상은 부영역 사이의 경
계에서 불연속을 허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각 부영역에
서의 총 변이의 합이 전 영역에서의 총 변이와 같지 않
다. 따라서 포아송 방정식과 같은 타원형 형태의 미분방
정식에 대해 개발된 영역분할법을 사용할 수가 없다. 지
금까지 개발된 방법들은 블록 재코비(block Jacobi)나 블
록 가우스-자이델(block Gauss-Seidel) 형태의 영역분할
법들이다.[Fornasier, FS] 또 다른 접근 방법으로는 해의
미분가능성을 높인 펜첼-록카펠라 쌍대 문제(FenchelRockafellar dual problem)로 바꾸어서 이에 대해 영역분
할법을 적용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CTWY, HL]
영역분할법은 수학적으로 매우 어렵기는 하지만 활용도
는 매우 높은 방법이다. 국제영역분할법 학술대회는 1987
년에 시작하여 1년 반마다 개최되어 왔다. 2015년에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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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회 대회가 제주도에서 열렸으며 금년 7월에는 제 25회
대회가 캐나다 세인트 존즈(St. John’s)에서 열린다. 영역
분할법 홈페이지는 www.ddm.org이며 이전 학술대회와
프로시딩, 책,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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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KSIAM 젊은 연구자상 수상자 칼럼

생명현상의 퍼즐을 풀기 위한 수학

김재경(교수, KAIST 수리과학과)

이번에 새롭게 제정된 KISAM 젊은 연구자상을 수상하게

3) Pfizer와 협력하여 수리모델을 이용하여 생체시계를 조

되어 영광입니다. 10주년 KSIAM 가을학회는 제가 참석한

절하는 신약의 복잡한 효과를 이해하고 예측한 연구입니

첫 국내학회여서 수상이 더 뜻 깊게 다가옵니다. 공동 연

다.

구자 분들께 수상의 공을 돌리며 앞으로 더 열심히 연구
하라는 뜻으로 주신 것으로 알고 더 열심히 연구하고 봉
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timescale이 존재하는 상미분방정식 모델을
Tikhonov-Fenichel theorem을 이용하여 특정한 timescale
의 lower dimensional manifold로 프로젝션 하여 단순화

제 연구는 비선형역학, 확률론, 계산수학 등을 이용하여

하는 방법을 Quasi-steady state approximation 이라고 하

다양한 생명현상의 퍼즐을 연구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며 수리생물학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의 하나입니

수학 이론과 도구들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현재 생명과

다. 이 방식을 확률미분방정식에도 확장한 것, 즉, 상미분

학, 약학, 의학을 연구하는 10여 곳의 실험실과 협력연구

방정식에서구한 slow manifold를 이에 대응하는 확률 미

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국내의 병원과 생명과

분방정식 모델의 단순화에 이용하는 방식을 Stochastic

학 연구실과도 흥미로운 협업 연구들을 진행하면서 언젠

quasi-steady state approximation이라고 합니다. 그 편

가는 생명현상을 연구하는 사람 누구나 자유롭게 자문을

의성 때문에 수백 편의 수리생물학 논문에서 사용됐지

구하고 수학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수리생물학 연

만, 이 방법이 정확한지 부정확하다면 어떠한 조건하

구실을 만드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에서 정확한지는 지난 10여 년간 수리생물학 분야의 난
제 중 하나였습니다. 제 연구는 이 문제에 대한 첫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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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IAM 젊은 연구자상을 수상하게 된 연구는 1)

을 제시하였습니다 [1]. 즉, Stochastic quasi-steady state

Stochastic quasi-steady-state approximation이 정확

approximation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며 어떠한 조건하

한 조건을 유도한 연구, 2) 수리모델과 실험을 이용해

에서 정확해지는지에 대해서 증명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서 지난 60년간 생체시계 최대 난제였던 생체시계의

도 이 이론을 더 일반적인 경우에까지 확장하였고 [2-3],

Temperature compensation mechanism을 규명한 연구,

최근에는 stochastic quasi-steady state approximation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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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도 정확한 Reduction을 구할 수 있

[2] Kim JK and Forger DB, A mechanism forrobust

는 방법을 개발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4].

circadian timekeeping via stoichiometric balance, Mol
Syst Biol, 8 (2012).

[1] Kim JK, Josic K, Bennett MR, The Validity of Quasi-

[3] Chen Y+, Kim JK+, Hirning A, JosicK, and Bennett

Steady-State Approximations in Discrete Stochastic

MR, Emergent population-level genetic oscillations in a

Simulations, Biophys J. (2014).

synthetic bacterial microconsortium, Science349.6251

[2] Kim JK, Josic K, Bennett MR, The relationship

(2015).

between deterministic and stochastic quasi-steady state
approximation BMC Syst Biol, 9 (2015).

유전적 변이, 노화, 교대 근무 등 다양한 이유로 생체시

[3] Kim JK, Rempla G, Kang H, Reduction for stochastic

계가 고장 날 경우 암, 심장병, 치매, 당뇨, 불면증, 조울

reaction network with multi-scale conservation, SIAM

증 등 다양한 질병이 유발됩니다. 따라서 고장난 생체시

Multiscale Model Simul (2017).

계를 치료하는 신약 개발을 글로벌제약회사인 Pfizer에서

[4] Kim JK, Sontag E, Reduction of Multiscale Stochastic

지난 10년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약의

Biochemical Reaction Networks using Exact Moment

효과를 Pfizer와 공동으로 수리모델링을 통해서 연구하였

Derivation, PLoS Comput. Biol (2017)

습니다 [1]. 즉, 5년전 수리모델링을 통해서 약의 투약시
간, 계절의 변화, 약의 투약 변동성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뇌하수체에 위치한 생체시계 (Circadian clock)는 24시

환경에서 약의 효과를 정확하게 예측하였고 이 연구 덕

간 주기의 리듬을 만들어 냄으로써, 우리 몸속의 시계 역

분에 현재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3기의 신약개발에

할을 합니다. 모든 화학반응은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빨

도 수리모델링을 이용하여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

라져서 다양한 생물학적 리듬(심장 박동, 세포 분열)의 주

고 이러한 약물이 아니라 생체시계 구성 물질을 조절함

기는 짧아지지만 생체시계 리듬의 24시간 주기만은 온도

으로써 생체시계를 조절하는 방법을 최근 플로리다 주립

변화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데 그 메커니즘

대학 이추곤 교수님 연구팀과 공동 개발하였습니다 [2].

은 지난 60년간 생물학 분야에서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

이러한 연구들은 간호사나 소방관처럼 교대 근무를 통해

습니다. 제 연구에서 수리모델링을 이용하여 생체시계의

서 생체시계가 고장 날 확률이 높은 사람들의 질병을 을

핵심 요소인 Period 단백질의 분해 커브를 분석하는 과정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중요한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됩

에서 분해 과정을 조절하는 인산화 스위치 존재하고 이

니다.

는 위에서 묘사된 생체시계의 주기가 온도 변화에도 불
구하고 안정적일 수 있음을 밝혀내었습니다 [1]. 이러한

[1] Kim JK, Forger DB, Marconi M, Wood D, Doran

수리모델링의 결과는 Duke-NUS 의대 David Virshup 연

A,Wager TT, Chang C and Walton K, Modeling and

구팀과 공동으로 실험을 통해서 검증됨으로써 생체시계

validating chronic pharmacological manipulation of

분야의 최대 난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circadian rhythms, CPT Pharmacometrics Syst Pharmacol,

나아가 수리모델을 이용하여 유전적 변이에도 불구하고

2 (2013).

안정적인 생체리듬을 유지하는 원리를 예측하였고 [2] 이

[2] DAlessandro M,Beesley S, Kim JK, Chen R, Abich

는 실험에 의해서 최근 검증되었습니다 [3].

E,Cheng W, Yi P, Takahashi JS, Lee C, A self-regulated
synthetic clock can generate circadian rhythms in clock-

[1] Zhou M+, Kim JK+, Ling Eng GW,Forger DB, Virshup

defective mammals, Nature Communication 6 (2015).

DM, Phosphoswitch regulates and compensates circadian
period, Mol Cell 6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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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리과학연구소
산업수학 전략연구 사업 소개

심경아(국가수리과학연구소
산업수학전략연구부 부장)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금년도 1월 정순영 신임 소장 부
임 이후 산업수학 문제 해결 중심형 기관으로 조직체계

이 가능한 공개키 암호알고리즘의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
다.

를 재정비하였으며, 연구조직을 산업수학 전략 영역과

또한, 양자컴퓨팅 기술의 대두로, 양자컴퓨터가 개발되

기반 영역으로 개편하였다. 이 중 산업수학전략연구부는

면 현 국제표준 공개키 암호의 보안체계가 와해돼 사이

데이터 분석연구팀, 암호기술연구팀, 바이오 의료영상/

버 세계에 통신 대란이 우려되고 있어, 양자컴퓨터 공격

컴퓨팅 연구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업문제 해결을

에 안전한 수학적 난제를 이용한 공개키 암호가 요구되

위한 전략 연구 주제를 발굴하고,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

고 있다. 이에 암호기술연구팀에서는 IoT 경량기기에서

하여 관련 산업분야로의 활용성 확대를 목적으로 한 심

실제적인 사용과 국산암호의 세계화 달성을 위해 경량기

화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각 연구팀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에서 고속 구현이 가능한 공개키 암호알고리즘 개발과

주요 연구사업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국제 표준화 후보알고리즘 도출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하
고 있다.

암호기술연구팀

12

현재 국제표준 공개키 암호 RSA와 타원곡선암호(ECC)는

경량기기 전용 신규 난제 기반

각각 소인수분해문제와 이산대수문제의 어려움에 기반

고속 공개키 암호알고리즘 연구

을 두고 있다. 기반이 되는 수학적 난제가 풀리면 두 공개

사물인터넷(IoT)이 발전하면서 IoT 보안에 대한 중요성

키 암호는 모두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5년

이 강조되고 있지만, IoT 기기의 70%가 암호화되지 않은

에 Shor가 소인수분해문제와 이산대수문제를 다항식 시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간 안에 풀어줄 수 있는 양자 알고리즘을 제안함에 따라,

스마트카, 가전, 의료기기 등 IoT 기기 해킹사례가 빈번하

양자컴퓨터가 개발되면 현 국제표준 공개키 암호를 더

게 발생함에 따라, 경제적·인적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양자컴퓨터에 안전하다고 알

IoT 기기에서의 암호알고리즘 사용이 시급한 상황이다.

려진 수학적 난제를 이용한 해시함수 기반, 격자 기반, 부

현 국제표준 공개키 암호 RSA와 ECC는 IoT 경량기기에서

호 기반, 다변수 이차식 기반 암호가 오랫동안 연구되어

속도가 느려 적용에 한계가 있어, 경량기기에 고속구현

왔다. 그러나, RSA와 ECC와 비교할 때 안전성과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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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어 차세대 공개

의 차세대 국제표준 공개키 암호, ISO/IEC의 장기간의 안

키 암호로써의 해답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속

전성을 제공하는 공개키 암호 분야의 국제표준화 추진이

도 측면에서는 대부분이 ECC 보다 느리다는 단점을 가지

가능하다. 개발한 공개키 암호가 국제표준으로 제정된다

고 있다.

면, 현 국제표준 공개키 암호를 보완 및 대체할 수 있어,

암호기술연구팀에서는 IoT 경량기기에서 고속 구현이 가

전 세계가 국산 암호기술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

능한 공개키 암호를 개발하기 위해 고속 구현에 적합한

하므로 국가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국산암호를 실질적

난제로, NP-hard로 알려진 격자 기반 문제와 다변수 이

으로 세계 정보보호시장에 보급할 수 있어 엄청난 경제

차식 시스템의 해를 구하는 문제를 선택하고, 대수기하

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학에서의 특별한 함수인 tame transformation, Plücker
coordinates, triangular map, polynomial identity, k-cycle

바이오 의료영상/컴퓨팅 연구팀

등을 이용하여 trapdoor one-way 함수를 찾고, 이것을 이

생체의료영상/컴퓨팅에 대한

용한 공개키 암호를 설계하고 Gröbner 기저를 이용한 공

수학적 모델링과 해석연구

격, Minrank 문제, 키복구 공격 등 다양한 대수적인 공격

현대인들의 식습관 문제, 높은 흡연율, 과도한 스트레스

에 대한 안전성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등은 암과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률을 꾸준히 늘어나게

-Shortest Vector Problem(격자 기반 문제): 주어진 lattice의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암과 심장질환에 대

기저

에서 가장

한 정확하고 효율적인 조기 진단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

를

하고 있다. 그리고, 평균수명의 증가와 더불어 노년층의

에 대하여

로 생성되는 lattice

짧은 벡터,

를 만족하는

증가로 금속성 보형-보철물 소유자가 급증하고 있다. 진

찾는 문제
-Solving Multivariate-Quadratic System 문제(다변수 이차
식 문제): 주어진
하는

에 대하여

를 만족

을 구하는 문제,

는 차수가 2차인 다변수 이차식 시스템임.
또한, 암호알고리즘이 리소스가 제한된 경량기기에서

단과 치료를 위해 X-ray CT, 초음파 등의 다양한 영상 장
치가 사용되고 있으며 더욱 정밀한 영상을 얻기 위한 영
상화 기술이 요구된다. 또한, 진단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
고, 병의 예후를 예측 할 수 있는 수리모델링이 요구되고
있다.

안전하게 구현되기 위해서는 부채널 공격에 대한 안전성

본 연구사업의 목표는 수학적 모델링과 해석을 기반으

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설계한 고속 공개키 암호의 부채

로 의료진단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료현장에서 요구되는

널 공격에 대한 안전성 분석과 대응법 연구도 진행할 계

기술들을 개발한다.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크

획이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다변수 이차식 기반 공

게 3개의 주제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개키 암호를 설계에 성공하였고, 관련 결과를 세계 3대
암호학회 중 하나인 Asiacrypt 2017에 발표하였다.
본 연구사업에서 개발된 공개키 암호는 경량기기에서

- 컴퓨터단층영상과 초음파영상을 이용한 선도적인 의료
영상 연구

고속구현이 가능하여 그 동안 속도가 느려 사용하지 못

- 편미분 방정식에 기반한 인체내 생명현상의 수리적 모

했던 공개키 암호를 IoT 경량기기에서 활용할 수 있어 관

델링 및 시뮬레이션 연구

련 정보보호업체에 기술이전이 가능하고, 다양한 암호응

- 딥러닝 기반 의료영상 기법연구와 소프트웨어 개발

용기술과 프라이버시 보호기술의 기반기술로써 자율주
행차, 착용형 스마트 기기, 스마트 제조 등 다양한 환경

선도적 의료영상 연구에서는 X-선 컴퓨터 단층영상의

에서의 기기인증 및 블록체인 등 신산업 분야 핵심 원천

영상복원 및 화질개선 연구를 수행한다. 컴퓨터 단층영

기술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미국 표준기술연구소 NIST

상에서 난제중의 하나는, 수술을 위해서 사용한 금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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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형-보철에 의한 금속인공물(metal artifact) 및 빔경화
(beam hardening)현상에 의한 영상왜곡이다. 본 연구팀
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엄밀한 수학적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최근에는 이를 기반으로 딥러닝을 이용한
금속인공물감쇄 연구를 수행하였다. 초음파영상을 이용
한 연구에서는 심장질환진단을 정량화 할 수 있는 좌심
실의 3차원 경계구축 및 추적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국내의 심혈관진단을 위한 체내순환기용초음파영상장치
는 전량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초음파영
상장치를 이용한 심장질환진단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수입대체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그림2] 신경교세포 사이를 침투하는 신경교종의 수학적
시뮬레이션(PLoS One, 12(2):e0171312, 2017)
있으며, 이를 의료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도 개발 중에 있다.
현재 국내의 의료기기를 포함한 의료진단시장은 80%이

[그림1] 수학적모델링과 딥러닝을 이용한 금속인공물 감
쇄연구(arXiv:1708.00244)

상이 대외종속성을 가지고 있다. 진단을 위한 알고리즘

Navier-Stokes 방정식과 Cahn-Hiliard 방정식 등의 편미

반 기술독점으로 높은 기술적 장벽이 있다. 기존의 공학

분 방정식을 기반으로 하는 생체모델링 연구는 가상경계

적 접근에서 탈피하여, 엄밀한 수학적 모델링에 근거한

법과 상태장방법등을 이용하여 수리적 모델링 및 수치

원천기술을 확보함으로써, 기술의 대외의존성 탈피하고

시뮬레이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연구대상은 심장,

수입대체 효과를 얻고자 한다. 여기에, 충남대학교 병원

혈관 등을 포함한 혈류순환 시스템 및 세포분할과 거동

을 비롯한 국내의 여러 의료진과의 협동연구를 통해, 개

의 생체 역학이다. 최근 본 연구팀은 심장질환진단을 위

발된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의 임상현장에서의 실제 활

한 관상동맥을 포함한 확장된 순환계 모델을 완성하였으

용성을 높이는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며, 관상동맥의 협착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기반을 마
련하였다. 또한, 뇌 암세포(신경교종)의 전이를 모사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본 연구결과는 저명한 저널인
PLoS One에 게재되었다. 여기에, 인체에서 일어나는 현
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편미분 방정식 기
반의 이론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기반 소프트웨어의 경우 세계적인 다국적기업의 특허기

데이터 분석 연구팀
수리과학 기반
인터랙티브 데이터분석 기술 개발과 응용
인터넷 환경과 각종 네트워크 시스템 환경이 발달함에
따라서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되는 데이터의 종류와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데이터로부터 특히 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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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딥러닝을 이용한 의료영상 응용

되거나 버려지는 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새로운 가치를

기술들도 연구를 하고 있다. 2017년도 있었던 국제적인

찾아내는 것(빅데이터분석)은 이미 사회, 과학, 산업 전반

의료영상학회인 MICCAI에서 개최한 OMIA-RETOUCH

으로 확대되었으며, 기계학습과 인공지능이 사회, 과학,

Challenge에 참가하여 3위에 입상하였다. 치과치료를 위

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가고 있으며, 이는 산업

한 3차원 두부계측술(3D Cephalometry)의 자동화를 위

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생산성 향상과 국가, 기업의 혁

한 딥러닝 기반의 특징점 추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신을 가능하게 할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새로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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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센터 소개

학의 한 분야로서 자리잡은 데이터과학(data science)과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주요 주제로는 기계학습을 이용한

인공지능 연구를 통하여 자원이 부족한 나라의 국가 경

소재의 특성 예측(Predicting Materials Properties Using

쟁력을 키우고, 새로운 가치 창출의 원천 기술들을 확보

Machine Learning)이 있다. 이는 소재의 특성을 실험이나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컴퓨터 계산보다 경제적인 측면 등에서 효과적으로 예측

본 연구사업과제는 수리과학, 기계학습, 통계학, 수리모

하는 방법을 기계학습을 통해 제시하는 것을 연구 중이

델링을 바탕으로 하여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모델과 (통

다. 신소재 개발을 위한 기반기술이며, 미지의 특성 값 예

계학적)기계학습방법, 차원축소법, 인공신경망방법 등 기

측에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현재 연구 중인 소재데이터

계학습에 기반을 둔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자와 상

로는 소재의 구성 원소 종류가 n=3인 경우인 31,884개의

호작용을 통하여 데이터로부터 기존의 방법보다 효과적

소재데이터를 사용하여 해당 물질의 전기적 특성을 결정

으로 유효한 결과를 얻기 위한 모델(알고리즘, 소프트웨

짓는 중요한 값인 band gap 예측과 band gap값에 따라

어)를 연구개발한다. 이를 사회, 과학, 산업등 다양한 분

나뉘는 도체-부도체 분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야에 적용하여 실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주제로는 공공, 산업분야 활용을 위한 인
터랙티브 데이터 분석 시스템(Interactive Analytics for
Public and Industrial Applications, 약칭 InterAPIA) 개발
이다. [그림 3]은 데이터 분석과 해석을 위한 상호작용
형 시각화 기법을 적용한 시스템으로 기계학습 과정과
결과의 이해 가능성(interpretability) 증진을 위한 수학적

[그림4] 데이터 분석모델을 활용하여 태양열 발전효율의
전기적 특성을 나타내는 bandgap을 예측한 결과

이론과 시각화 기법을 연구하는 것이다. 인터랙티브 데
이터 분석 시스템은 데이터와 데이터 시각화 사이의 연

기계학습 방법론의 주요 이슈인 데이터부터 도메인에

동뿐만 아니라 기계학습 과정과 features 중요도 이해

대한 통찰력의 습득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상호작용을

를 위한 지도학습 과정을 통한 데이터 표현과 이를 이용

통한 시각화 기법은 이를 보다 쉽게 접근이 가능하게 해

한 군집화 그리고 시각화기법을 모듈로 가지고 있으며,

준다. 따라서 데이터도메인 혹은 방법론의 비전문가들도

classification과 regression 문제 처리 모듈, features 중요

쉽게 통찰력을 얻을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기계

도 모듈이 포함되어 있다.

학습을 이용한 소재의 특성 예측 연구는 기계학습 기반
데이터분석모델 개발과 예측 기술 확보를 통하여 새로운
소재개발시간 단축과 첨단기능소재와 스마트소재의 새
로운 후보물질을 효과적으로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되며, 산업계와 연계한 소재개발의 효율화와 산업화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3] 인터랙티브 데이터 분석 과정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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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aturation and the pressure variables of multi-phase flows in porous media become discontinuous when
there is capillary contrast. We develop new discontinuous bubble immersed finite element method (DB-IFEM) for
the problems which use structured grids. Our works are based on the idea of [1] where the bubble functions on
thin support satisfy the jump conditions. After subtracting the bubble function, one can obtain the homogeneous
problem. The velocity is solved locally using the mixed finite volume methods [2]. Once the velocity is computed,
the saturation variable is solved by Euler backward scheme. We present numerical experiments.

DB-IFEM for velocity variable
Velocity is computed easily (in lowest order Raviart-Thomas element) by local recovery techniques
of mixed finite volume method (MFVM) from the pressure equation [2].


n+1 + q n+1)φ −
(qw
|ei|(un+1
λnK∇ph · ∇φi.
(12)
i
n
h · n)|ei =
Q

Two phase flows in porous media with capillary pressure contrast
Suppose that the material property varies along the C 1-interface Γ. Let Ω+ and Ω− be subregions of
Ω separated by Γ. Then the governing equations are given as follows:
∂(Φ±ραSα±)
+ ∇ · {ραu±
α } − ρα qα = 0.
∂t

(t, x) ∈ (0, T ] × Ω±,

α = w, n,

± ±
±
±
u±
α = −λα (Sα )K (∇pα − ρα g),

(1)
(2)
(3)

+
−
−
We consider the discontinuous capillary pressure. pc = p+
c in Ω and pc = pc in Ω .
Without loss of generality, we assume that capillary pressure is bigger in subregion Ω− without loss
+
of generality, i.e., p−
c (Sn) > pc (Sn) for all Sn.

Physical phenomena
The jump conditions are described in [3]. We can summarize the jump conditions of saturations and
capillary pressure.
1. When S + ≤ S −.
[S]Γ = −S +,
+ +
[pc]Γ = p−
c (0) − pc (S ).

(4)
(5)

−1 + +
[S]Γ = (p−
c ) (pc (S )) − S+,
[pc]Γ = 0,

(6)
(7)

−
−
where (p−
c ) implies the inverse function of pc .
On the other hands, the jump conditions of global pressure are given:
1. When S + ≤ S −.
 S+

+
−
− +
f+(ξ)((p+
[p]Γ =
c ) (ξ))dξ + pc (0) − pc (0) := JP (S , S ),
0

2. When S + > S −.
 S+
[p]Γ =

0


(f+(ξ) − 1)((p+
c ) (ξ))dξ −

The fluxes are continuous always,

n+1
2. Compute Sw

 n+1
n+1
n+1
uw = fwn+1un+1 + λn+1
n fw K∇pc
n+1 = S n + ∆t(q n+1 − ∇ · {un+1})
Sw
w
w
w

p n = pw + p c .

We use global pressure formulation in this work. The governing equation can be written alternatively
with global pressure p, total velocity u and Sw :
∇ · u = qw + qn
u = −λK∇p
∂t(ΦSw ) = qw − ∇ · {uw }

 S−
0


− +
(f−(ξ) − 1)((p−
c ) (ξ))dξ := JP (S , S ).

(14)

n+1).
where fwn+1 = fw (Sw

Exampe1
(One dimensional analytic solution) This is taken from Van Duijin-De Neef example. An initial condition and capillary pressure is given by

0, x < 0
S(t = 0) =
1, x > 0

Φ −1/2
S
.
pc(S) =
K
Heterogeneity is given by
K + = 1, K − = 0.49, Φ+ = 1, Φ− = 1,
√
√
pd+ = 1/ K +, pd− = 1/ K −.
Below Figure shows the numerical results when T = 1 for two cases, K − = 0.25 (left) and K − = 0.64
(right).

(8)

(9)

Exampe2
(NAPL infiltration simulation) The oil is flows to the whole domain pushing the oils but the water
avoids the low permeability regions. Capillary pressure is given by Brooks-Corey model
−1

DB-IFEM for pressure variable

pc(Sw ) = pdSw θ ,

To solve the pressure equation (1)-(2) with jump conditions (8)-(9), we use the decomposition
p := p0 + p∗ where p∗ satisfies the jump conditions. The weak form is given:


Kλ∇p0 · ∇v =< J2, v >Γ +(f, v) −
Kλ∇p∗ · ∇v, ∀v ∈ H01(Ω).
(10)
Ω

(13)

n ).
where λn = λ(Sw

Saturations and capillary pressure pc satisfies the following relation on each subdomain Ω+ and Ω−:

2. When S + > S −.

Firstly, a pressure equation is solved by DB-IFEM with fixed saturation at the previous time level.
Next, with the velocity is recovered by MFVM frameworks. Finally, the saturation variable is updated
n+1, pn+1] =Algorithm[S n , pn]
using the Euler backward scheme. [Sw
w
n
1. Solve for p and un+1 with given Sw

n+1 + q n+1
∇ · un+1 = qw
n
un+1 = −λnK∇pn+1

where Darcy velocity is given by

Sw + Sn = 1,

Q

Numerical methods for discontinuous porous media

Ω

IFEM Basis function

where pd is entry pressure. We consider the contrast in parameters along the interface.
pd = (1163.5, 775)
θ = (2, 2.7).
Below figure shows the time evolution of the Sn,h with element number 642 and timestep t =
0.125[day] (Top shows the pressure and bottom shows the saturation).

We descretize p0h and Ph∗. Suppose T ∈ Th is element cut by interface Γ (T = T + ∪ T −). The bubble
function on T Ph∗(T ) is defined by piecewise polynomial on T , satisfying

1
p∗ = 0, i = 1, 2, 3,
|e|  e h
 ∗
ph(Ei) E E = JP (S −, S +), i = 1, 2,
β−

∗,−

1

2

∗,+

∂ph
∂p
− β + h = 0.
∂nΓ
∂nΓ

h(Ω). Below figure shows the
To descretize Ph0, we use P1-nonconforming based IFEM space N
example of p0h (left) and p∗h (right).

h(Ω) such that
DB-IFEM scheme Find p0h ∈ N

ah(p0h, v) = (f, v) + J2vds − ah(p∗h, v),
Γ
 
where ah(u, v) = T T Kλ∇u · ∇v.

h(Ω)
∀v ∈ N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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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이 발생한다. 이러한 불연속적인 현상을 immersed FEM으로 묘사하고, 물질의 속도를 mixed finite volume 방법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예측하는 새로
운 수치 방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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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le-Sided Natural Ventilation in a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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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1
2
3

• Computation domain (H is the height of the building)

• Volume flow rate

a1k
max(a1ω, ΩF2)


∂k
∂
∂k
(ν + σk νt)
,
= P − β ∗kω +
uj
∂xj
∂xj
∂xj


∂ω
γ
∂
∂ω
σω ∂k ∂ω
uj
(ν + σω νt)
+ 2(1 − F1)
= P − βω 2 +
∂xj νt
∂xj
∂xj
ω ∂xj ∂xj




∂u
∂ui
∂ui
k
, τij = νt 2Sij − 23 ∂u
+ ∂xji .
Sij = 12 ∂x
– P = τij ∂x
∂xk δij ,
j
j



∂u
∂ui
– Ω = 2Wij Wij , Wij = 12 ∂x
− ∂xji , a1, β ∗: model constants.
j
– Blending model coefficients: σω , β, σk and γ
νt =

x=3H/4

x=26H/25

z/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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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destructive interaction between the buoyancy and wind effects under PTD
(positive temperature difference), resulting in a reduction of the VFR.
– The interaction between the buoyancy and wind effects is thus always constructive under an NTD (negative temperature difference).
• Archimedes number
g|∆T |D
,
Ar =
Tav UR2
– g: gravitational acceleration, ∆T : indoor-outdoor temperature difference.
– Tav : average of the room and outdoor temperatures.
• Variation of the dimensionless volume flow rate with the square root of the
Archimedes number

1.5

z [m/s]

0.15

Q*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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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D (Window)
NTD (Window)
Caciolo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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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dimensionless VFR varies with the square root of the Archimedes number.
– The building configuration and the position of the opening are also important
factors of single-sided ventilation design.
– The wind and buoyancy effects are comparable for Ar0.5 = 0.45 (UR = 2 m/s,
∆T = 12 ◦C).

Conclu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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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undary conditions
– Bottom boundary conditions: standard rough wall function with roughness
height z0 = 0.00156m (STAR-CCM+ 11.06).
 
∗
– Top boundary conditions: constant velocity U (z) = uκ ln zz0 .
– Lateral boundary conditions: symmetric boundary conditions.
– Outlet: extrapolated boundary conditions.
– Inlet: inflow profiles generated by the precursor simulation (Sullivan, 2011).
• Model validation (red circle: experimental data, solid line: numerical results)
x=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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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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φ = F1φ1 + (1 − F1)φ2.

x=H/4

0.5

0.1

Q [m3/s]

∂ui
= 0,
∂xj



∂T
∂
µt ∂T
ui
αT +
,
=
∂xi ∂xi
P rt ∂xi
−1
– βT = 0.00343K :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of air.
– Tref = 273K −1: operating temperature, αT :thermal conductivity.
– P rt: turbulence Prandtl number, usually considered to be a constant equal to 0.9.
• RNAS model: SST k-ω model (Menter, 1994)

Q=

Q [m3/s]

Q [m3/s]


1
|UD |dA, Q∗ = Q/ (AUR)
2 A
– UD : velocity in the direction normal to the door (opening) surface.
– A: area of the opening.
• Effect of the temperature difference and wind speed on the volume flow rate

• Governing equations: 3D steady RANS equations with the buoyancy term included in the momentum equation
∂ui
1 ∂p µ ∂ 2ui
∂   
=−
+
−
u u + giβT (Tref − T ) ,
uj
∂xj
ρ ∂xi ρ ∂xi∂xj ∂xj i j

x=-H/25

Unsteady
Relative error
VFRU [m3/s]
STD
0.1900
8.08 × 10−5
1.76%
0.0666
2.24 × 10−4
1.33%
0.3962
1.06 × 10−4
0.35%

Results

Numerical simulations

2

Steady
VFRS [m3/s]
0.1934
0.0675
0.3948

Case

• To perform numerical simulations of three-dimensional turbulence flows over an
isolated building with an opening using the SST k-ω model.
• To investigate the combined effect of wind and buoyancy on windward singlesided ventilation in a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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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arison of volume flow rates (VFR) obtained by steady and unsteady simulations (case 1: UR = 2 m/s, ∆T = 12 ◦C; case 2: UR = 2 m/s, ∆T = −12 ◦C;
case 3: and UR = 2 m/s, ∆T = 0 ◦C).

• The interaction between buoyancy and wind effects was destructive under a PTD.
• The interaction between buoyancy and wind effects was constructive under a NTD.
• The buoyancy and wind effects were comparable around Ar0.5 = 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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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eriment

Machine learning provides state of the art technique in data analysis with its

For test proposed reverse method,

remarkable performance in the various fields. One important character of
machine learning is a data-driven modeling, rather than a feature driven. It

(1) Train MLP model with imaginary dataset (Figure2.1)
(2) Apply propose method with variant target value

means that the features are automatically generated by given training data, not
by a human. It makes us handle the more complex problem which is impossible

in the past. However, it is hard to understand the inside of deep learning model
which is like black-box.
In our work, we focused on the relation between input X and output Y. We
introduce and experiment reversing trick on pre-trained MLP (multi-layer
perceptron) model. By reversing trick, we can find optimal solution 𝑋𝑋 ∗ for
target Y on given MLP model.

It is implemented with Tensorflow and reversing with Adam optimizer(𝑎𝑎 = 0.1)

Multi Layer Perceptron network
MLP(Multi Layer Perceptron) network consists of multiple layers of neurons.
Each hidden layer has biases and weights connected to next layer. For the
number of hidden layers is H and its weight is W, we can write the output of
feedforward MLP model as :
𝑌𝑌 𝑊𝑊, 𝑋𝑋 = 𝜎𝜎𝐻𝐻+1 (𝑊𝑊𝐻𝐻+1 𝜎𝜎𝐻𝐻 (𝑊𝑊𝐻𝐻 𝜎𝜎𝐻𝐻−1 (𝑊𝑊𝐻𝐻−1 ⋯ 𝜎𝜎2 (𝑊𝑊2 𝜎𝜎1 (𝑊𝑊1 𝑋𝑋)) ⋯ ))

where 𝜎𝜎 is the neural activation function. The activation function is usually
used as relu or sigmoid function. And loss function can be defined as :
1
𝑌𝑌 𝑊𝑊, 𝑋𝑋 − 𝑌𝑌
2
where Y training data, and has below properties,
(1) It is non-convex and non-concave.
𝐿𝐿 𝑊𝑊 =

2

Figure 2.1 Ground truth and noised train data set

𝐹𝐹

(2) Every local minimum is a global minimum.
(3) Every critical point that is not a global minimum is a saddle point.
In very high dimension space, probability of critical point being local minimum
1
2

is very low ≈ ( )𝑑𝑑 . Roughly speaking, almost every critical points are actually

Figure 2.2 Ground truth and optimal solution for
target value by proposed method

Further Trick
Impose constraint : By choosing trainable or not trainable neurons, we can
impose constraint. Figure 3.2 show that optimal solution 𝑋𝑋 ∗ is along with X2 =
1 and converge to the optimal point.

saddle points. In real problem very high dimension, we don't need to worry
about falling into a local minimum.

Not train

Proposed Reversing Trick
train

To get optimal solution 𝑋𝑋 ∗ for target Y from pre-trained network,

(1) Put the dummy layer between input layer and first hidden layer
(2) Dummy layer is element-wise multiplied by input layer
(3) Train weight of dummy layer with input is all 1 and output is target vector
(4) Dummy weight is optimal solution for target value

Figure 1.1 Pre-trained MLP network

Contact

Figure 1.2 Pre-trained MLP with dummy layer

References

Figure 3.1 Constrained learning in dummy layer

Figure 3.2 Constrained optimal solution each target
(constrain : X2 = 1)

Application & Conclusion
We experimented proposed reversing method with MLP model for imaginary
train dataset. In the semiconductor industry, there have been many attempts
to apply deep learning modeling for yield prediction model. If we’ve got yield
prediction model that input vector is recipe or conditions, for example,
temperature, pressure, voltage, ampere and so on, and output vector is yield
vector, we can get optimal recipe and condition which make the highest
production yield. And we can also get optimal recipe and condition under
constrained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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