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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회장 인사

지나온 20년, 다가올 20년
KSIAM 부회장 이준엽(이화여자대학교 수학과)
20년 전인 1997년 10월은 한국 산업응용수학계에는 매우 뜻깊은 달이었습니다. 90년대 중반
해외에서 응용수학을 공부하였던 연구자들이 하나둘 귀국하면서 국내에도 응용수학에 대한 열
기가 높아졌고, 이들을 중심으로 현재 KSIAM의 전신인 응용수학포럼(AMF)과 한국산업정보응
용수학회(KSIAM) 두 학술단체가 97년 10월에 각각 첫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같은 해 12월
에는 학술지(Journal of KSIAM)이 창간되어 올해로 20년을 맞이하였습니다. 2004년 가을 두 학
술단체가 하나의 학회로 새롭게 출발하기로 의결하여 2005년 1월 한국산업응용수학회(KSIAM)
로 통합된 후로는 열 두해가 되었지만, 우리의 뿌리는 2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지
난 2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20년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 된 듯합니다. 학회의 주요 역할인
학술대회 개최, 연구자 시상, 학술지 발간 등의 관점에서 우리 학회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학회는 1997년 이래로 매년 봄·가을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매회 150명 내외의 참가자가 60~100편의 연구물을 발
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표자 비율과 발표에 대한 토론참가 정도는 다른 학회에 비해 매우 높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성과발표
를 넘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연구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상호토의가 진행되었던 초기 학술대회의 전통을 더욱 발전시키면 좋을
듯합니다. 또한 국제화에 보다 노력하였으면 합니다. 세계 산업응용수학 학술대회(ICIAM)의 유치에 다시 한 번 도전하는 것이 필
요할 듯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학회규모를 공학계 및 산업계 회원확충을 통해 1000명 이상의 대규모 학회로 키우고, 아시아
권 학회들과의 정기적인 교류를 강화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학회는 회원들의 연구정신을 고양하고 우수한 연구업적을 알리기 위하여 각종 시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
제정된 신진연구자 우수논문상과 올해 신설된 저널논문상은 봄 학술대회에서, 2013년에 제정된 금곡학술상과 올해 신설된 젊은
연구자상은 가을 학술대회에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학술대회 포스터상과 저널 논문상에 아울러 신진연구자상, 젊은연구자상, 금
곡학술상은 전 생애주기에 맞춘 시상제도입니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ICIAM 상을 포함하여 국제적 대회에서 회원들의 연구업적이
소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상 제도를 통해 국제적 무대에서 그리고 일반대중들에게도 우리 회원들의 연구업적
이 소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면 합니다.
우리 학회 학술지는 1997년 창간이래로 2000년까지는 연 2회, 2001~2006년은 학술지와 국문 IT 시리즈 각각 연 2회씩, 2007년
이후부터는 연 4회의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한국연구재단의 Korea Citation Index(KCI)에 등재되었고, 올해는
분야별 상위 10%에 부여되는 우수등재학술지에 선정되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는 투고논문의 50~60% 수록논문의 40~50%
가량이 국외논문이 차지하고 있고, 2013년부터는 DOI번호를 부여되어 CrossRef를 통한 검색 체계를 갖추고 있어, 국제화 토대
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2010년부터는 미국수학회(AMS)의 MathReview에 리뷰지로 등재되고 있지만, 이제 우리 학술지를
Elsevier사의 Scopus나 Thomson Reuters사의 SCI에 등재하여 보다 국제적인 학술지로 재도약하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이를 위
해서는 국내 연구자 논문 수의 증가와 게재논문의 질적 향상이 필요합니다. 학회에서는 올해부터 저널논문상을 도입하여 회원들
의 적극적 투고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회원들께서도 높은 수준의 국제적 연구업적의 게재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
니다.
지난 20년간 우리 학회는 많은 성장을 거듭하였습니다. 응용수학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국내 환경에서 현재 15개의 학술분과와
600여명의 회원을 가진 학회로 성장하였습니다. 학술지 발간과 ICIAM 활동을 통해 국제적 위상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최근 국내
에는 산업응용수학에 대한 관심이 수학계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 크게 확산되고 있어, 우리 학회는 재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바탕으로 우리학회가 세계적으로 산업응용수학을 이끌어 나가는 학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회원 모두가
학술대회, 포상 및 홍보 그리고 학술지에 보다 많을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한데 어우러진다
면 20년 뒤의 우리학회는 다양한 전공분야 연구자와 교류하며 응용수학을 발전시키는 학회, 국내외 산업혁신과 수학발전의 선순
환 구조를 이끌며 산업수학을 선도하는 학회, 산업응용수학연구의 세계적 흐름을 주도하며 우리의 발전모델을 다른 나라와 공유
하는 학회, 그리고 대중과 함께 호흡하며 우리사회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학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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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 인터뷰

"중추(herb) 학문으로서의 수학, 여러가지 사고능력이

자연스럽게 길러져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대담: 정미연(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수학과)

"중추(herb) 학문으로서의 수학의 위상은 많은 과학 선진국에서 학생
들이 학부에서 수학을 전공한 후 대학원에서 금융학, 경제학, 공학 등
다양한 분야로 뻗어나가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수학 공부를
통해 길러진 연역적 추론 능력은 자연현상 뿐 아니라 사회현상을 분
석하고 정치현실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되죠. 이해관계가 얽힌 정치
적 이슈나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제도를 파고들어 개선 방안을
모색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
수학교육을 전공한 교육자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번으로 제
20대국회에 입성한 박경미 의원. 2017년 10월 13일, 국회의사당 국회
의원회관 321호에서 박경미 의원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Q. 간단한 자기소개와 현재 자리까지 오시게 된 과정들을 설명 부탁드려요.
A.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 83학번이고, 대학 졸업 후 수학교사로 잠시 일하다 1989년 미국 일리노이대학교로 유학을
떠나 수학 석사학위와 수학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귀국 후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연구
원으로 일하다 2000년부터 홍익대학교 수학교육과 교수로 재직했다.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세 차례에 걸쳐 중고등학
교 수학교과서를 집필했고, “박경미의 수학콘서트”, “수학비타민 플러스” 등의 수학교양서를 펴냈고 이를 계기로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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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대한민국과학문화상을 받았어요. 또한 동아일보를 비롯한 여러 신문에 칼럼을 기고했고, SBS 뉴스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했습니다. 2016년 5월부터 제20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Q. 대학교수에서 정치입문을 결정하게 되신 계기와 결정하는 데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A. 대학에서 예비교사를 길러내는 일을 했고, 중고등학교 수학교과서나 수학교양서를 집필하면서 수학을 대중화하려
는 시도를 많이 했어요. 2015년 교육과정 개정 때는 연구책임자로 있었는데, 이렇게 직접 현장에서 뛰는 것도 중요하
지만 입법이나 교육부의 제도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좀 더 근원적인 지원을 해 줄
사람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연찮게 기회가 와서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지만, 수학교육쪽으로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크게 고민하지는 않았어요.
Q.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현재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소통),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의원,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교육문화체육관
광위원회 위원, 국회 제4차산업혁명포럼 공동대표로 활동 중입니다. 여성가족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으로 활동하면서 전문분야인 교육 외의 다른 분야들에 대해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최근에는(7월) 찾아가는 수
학버스 행사로 청학동에 다녀왔습니다. 찾아가는 수학버스는 버스 안에 수학적 교구들을 갖추고 수학교육문화 소외지
역을 찾아가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고 즐기며 수학을 배울 수 있게 해요. 올해는 KT의 지원을 받아 청학동에 갔는데, 내
년부터는 교육부 차원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공계 출신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국회 뿐
만 아니라 교육부에서도 사실상 수학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서 그쪽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려고 해요.
Q. 9월 28일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일명 한국판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법, 알파고 교육법)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A. 1967년부터 “과학교육진흥법”이 존재해왔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못할 정도로 형해화된 지 오래예
요. 2015년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2018년부터 고등학교 과학탐구실험이 신설되고 중학생들은 정보과목을 통해 소프트
웨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실험실 구축이나 실험장비 마련, 노후 컴퓨터 교체 예산도 마련하지 못
하고 있고, 이에 여야 41명의 국회의원을 대표하여 제가 8월 “과학교육진흥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과학교육진흥법”의 지원 대상을 과학에서 “과학, 수학, 정보”로 넓힌 것으로, 국가 차원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계획 수립과 재정 지원 의무를 명시하고, 예산지원 상황을 국회에 보고하게 하는 등 국가의 책무를 대폭 강화한 것입
니다. 요즘 시대적 화두가 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이 되는 이 세 과목의 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하자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창의·융합적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할 것을 기대합니다.
Q. 내년부터 초·중학교에서 의무화되는 코딩 교육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중학교는 내년부터 정보과목을 통해 34시간 이상, 초등학생은 2019년부터 실과과목을 통해 17시간 이상 소프트웨
어(SW)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SW 교육의 목적은 컴퓨팅 사고력(computational thinking)과 창의적 사고력, 문제해결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것이죠. 이는 컴퓨팅적 논리적 사고를 키우기 위함이지, 코딩을 잘하는 개발자 양성이 목적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수학과목 안에 코딩교육이 들어갔으면 좋겠지만,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이 통과된 만큼
과학, 수학, 정보를 융합하는 수업이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입법활동을 통해 예산지원을 하는 것은 국가에서 할 일이
지만 구체적인 콘텐츠는 대학에서 고민을 많이 해줬으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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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년과 올해에 주최하신 “국회 제4차산업혁명포럼”은 어떠했는지 궁금합니다.
A.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과 함께 “국회 제4차산업혁명포럼” 공동대표이고, 송의원은 KT(산
업계)에서, 저는 학계에서, 신의원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연구계)에서 와서 산·학·연의 구색이 잘 맞춰졌어요. 작년에
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모시고 12번의 강의를 통해 AI, 자율주행차, 바이오 혁명 등 4차 산업 관련 분야들에 대해 많
이 공부했습니다. 올해에는 4차 산업혁명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이야기를 듣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찾아가는 제4차
산업혁명포럼” 시리즈를 기획해 우리가 직접 전국 곳곳에 있는 4차 산업 현장도 다녔구요. 공동대표로 같이 포럼을 운
영하면서도 또 각자 산업계, 과학기술계, 교육계 분야에서의 역할을 해야 해서, 저는 지난 6월에 STEAM 교육의 현장인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를 방문해서 창의융합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수업들을 참관하였습니다. 혁신적인 시도를 하는
회사나 학교에 직접 찾아감으로써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포럼을 진행하면서 4차 산업 전도사가 되
고 필요한 것을 입법화하기도 했습니다.
Q. 수학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근간이라고들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부탁드립니다.
A. 사물인터넷, 인공지능(AI),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3D 프린터, 자율주행차 등이 공학적 지식과 기술에 기반하
더라도 또 그 근간은 수학일 것입니다. 순수 수학 내용 중에서 연결고리를 찾으면서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제공하는
게 또한 산업수학의 영역이기도 할 거구요. 4차 산업 혁명의 기본 체질을 키우려면 수학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
고 생각해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근간이 되는 수학의 구체적인 예를 많이 제시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
이 합니다. 막연하게 수학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직결되는 수학 원리, 개념, 공식들을 알려줬으면 해
요. 예컨대, 사물인터넷에서 사용된 기술은 미분방정식의 어떤 분야에서 나오는지, AI 영상 구현시 미분기하의 어떤 공
식과 관련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미분방정식이나 미분기하를 모르더라도
수학의 중요성을 설득할 수 있는 근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Q. 4차 산업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가 임해야 하는 자세에 대한 견해 부탁드립니다.
A. 길병원에 들어와 있는 IBM 왓슨이 사용하는 의료데이터도 미국데이터에 기반한 것이라고 들었어요. 개인정보보호
법은 국정원에서 개인정보를 오남용해서 민주당이 야당일 때 추진했던 법인데, 지금은 개인정보데이터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4차 산업 분야들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국회
차원에서 풀어갈 문제들을 풀어가겠습니다. 또한 국민의정부 때 인터넷망을 깔아 IT가 부흥할 수 있게 된 것처럼 4차
산업이 필요한, 민간이 할 수 없는 인프라는 국가가 깔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민간은 그 인프라 안에서 자율적으로 사
업을 펼치면 되는거구요.
Q.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여러 분야에서 수학적 방법론이 직접 쓰이기도 하지만, 그냥 수학을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길러지는 여러가지 사
고능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정신도야(인간의 기본적 정신 능력을 개발 또는 훈련하는 일)적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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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rse Problems

이현대(교수, 인하대학교 수학과)

최근 들어 산업수학,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용어들이 유

에서 쓰이고 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씽크홀 탐사나

행을 타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유행과도 제일 부합하는

오랜 역사를 가진 석유탐사도 위의 예와 원리는 같다고

분야 중의 하나가 이제부터 설명하고자 하는 역문제이

할 수 있다. 또한 위의 예에서 지구를 인간의 몸으로 대체

다. 역문제라고 하는 것의 범위가 워낙 모호하고 각 연구

한다면 의료영상기기 CT, MRI와 같은 것들도 비슷한 범

자들의 학문적 배경 및 연구 주제들도 다양해서, 제 지식

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

의 한도 내에서는 역문제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어
렵다는 변명으로 먼저 이 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많은
분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인류는 오랫동안 자연 현상을 관찰하고 그것을 설명하
는 법칙 혹은 모델을 찾아내고, 이를 이용하여 미래를 예
측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즉 자연현상에서의 원인과 결

우선은 익숙한 예를 들어보자. 고등학교 시절 우리는 지

과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모델들을 발견하고자 노력하였

구 내부에 맨틀, 내핵, 외핵 등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다. 여기에서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모델을 찾고자 하는

것을 배웠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지구 내부에 들어가서

것이 넓은 의미에서의 역문제이다. 이러한 모델을 가정

구조를 확인해보고 오지는 않았을 텐데 이러한 사실을

하고 원인이 주어졌을 때, 결과를 찾아내는 것은 정문제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사실 연구자들은 내부구조의 추

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정문제, 역문제는 언제나 같

정을 위해 지진파를 이용하였다. 따라서 여러분 대신 지

이 존재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모델을 정의하는 방법

진파가 지구 내부에 들어 갔다가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지

에 따라 본질적으로는 정문제와 역문제를 명확히 구분해

진이 발생하면 전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지진파가 생성

내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그리고 달걀과 닭처럼 무엇

되고, 이 지진파의 속도, 반사 정도 등을 분석해서 위와

이 먼저라고 얘기할 수도 없을 것이다.

같은 지구의 내부구조를 알 수 있었다. ‘까봐야 아나?’라
는 속된 말처럼 지구 안에 들어가 보지도 않고도 알 수 있
는 것이다. 우리는 지구내부에 들어갈 수 없지만 지구 내
부와 반응하는 물리적 현상 등을 외부에서 관찰하여 내
부 구조를 추측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는 다양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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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내부탐사의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자. 지진파의 경
우에 매질이 알려져 있을 경우 지진파가 그 매질을 통과

이 편미분방정식은 와
때 해 가 존재하고, 특히

가 적당한 조건을 만족할
의 경계에서의 경계와 수직

하는 행태를 설명하는 법칙은 이미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인 방향의 미분

지구 내부 탐사 문제에 있어서는 매질과 관련된 상수가

제라면, 반대로 모든 코시데이타

주어지지 않아서 위의 그림에 있는 모델이 미완성이라고

대응

를 구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이 정문
혹은 다음과 같은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의 역문제는 이 미완성
인 모델을 지진파의 관측을 통해 완성시키고자 하는 것
이다. 일반적으로 모델에서 알려지지 않은 일부 요소들

을 알고 있을 때,

를 구해내고자 하는 것은 역문제이다.

여기에서 도출될 수 있는 전형적인 수학적 질문들은 다

을 원인과 결과의 관측을 통해 복구하고자 하는 것이 역

음과 같다.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역문제의 예는

●

많이 나타났는데, 1840년대에 천왕성의 궤도 데이터를

않다면 유일하게 결정할 수 있는

통하여 해왕성의 존재를 예측한 것도 그 중 하나로 볼 수

인가?

있다. 컴퓨터의 등장에 따른 계산력의 증대에 따라 3차원

● 만약

초음파 의료영상 기술처럼 최근에는 복잡하고 정밀한 역

가깝다고 볼 수 있을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의 어느 요소가 가까울까?

문제가 제안되고 해결되고 있다.

로부터

를 유일하게 결정할 수 있는가? 그렇지

와

● 위의 질문들을
역문제는 정문제에 비해 다루기가 대체로 어렵다. 이를

에 관한 조건은 무엇

가 어떤 의미로 가깝다면

와

도

와

에 관한 부분적인 정보만으로도 해

결할 수 있는가?

극복하기 위하여 역문제의 해에 대한 선험적인 혹은 기
타 이유에 의한 가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정문제가 well-

역문제가 보통의 순수 수학보다 대체로 현실에 응용하

posed 문제일지라도 역문제는 ill-posed일 수 있다. 즉 구

는 측면이 강하다고 볼 때, 대개의 경우 이러한 수학적 질

하고자 하는 답이 유일하지도 않고, 주어진 데이터에 연

문들에 해답을 얻은 뒤에 중요한 것은

속적으로 의존하지 않을 수가 있다. 또한 정문제가 선형

실제적으로 ‘의미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다. 여기서

일지라도 역문제는 선형이 아닐 경우도 많다. 이러한 점

의미 있다는 것은

들이 역문제의 수학적 분석을 어렵게 하는 면도 있지만,

능하고,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여러 가지 잡음

또한 어쩌면 수학적 분석의 중요성을 더욱 증가시킨다고

들에 대하여 안정적이라는 뜻이다.

를 복원해내는

의 복원 방법이 실제적으로 구현 가

도 할 수 있다. 수학을 통해 역문제 해를 구하는 방법을
새로 개발 및 개선하기도 하지만, 해당 역문제에 대한 이

응용분야에서 역문제와 관련된 기술들을 간단히 살펴보

론적 기반을 제공하여 각각의 역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도록 하자.

증가시키고, 기존 역문제 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한 안정
성을 제공할 수도 있다.

우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질분야에서는 역문제와
관련된 많은 기술들이 있다. 예를 들면 석유 탐사, 지질
단층 구조 탐사, 지뢰 탐사 등 산업적으로도 중요한 분야

이제까지 역문제의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보았다. 여기

에서 역문제 기법들이 실제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의료

에서는 한 가지 구체적인 역문제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

영상에서는 CT, MRI, 초음파 영상기기 등이 역문제를 해

기로 하자. 영역

결함으로써 개발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장비들이다. 이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포아송 방정식

을 생각해보자.

외에도 다양한 역문제와 관련된 의료영상기법들이 개발
되고 있다. 예를 들면, 몸속의 미량의 전류를 흘려보내 몸
의 표면에서 측정하여 몸 내부의 전도도를 밝혀내는 역
문제 기술을 EIT라고 하는데, 연세대의 서진근 교수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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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한 역문제 연구팀들은 EIT와 MRI 기술을 결합한 MREIT

는 종합적인 분야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라는 기법에서 다수의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산업

이러한 측면에서 요즈음 대두되고 있는 산업수학 등에

현장에서는 각종 물질, 구조물 등을 검사하는 비파괴검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수학 분야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

사(Nondestructive Testing)라는 분야에서 다양한 역문제

다.

와 관련된 기법들이 이용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넓은 의미에서는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사
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필요

이에 역문제를 연구에서나 현실에서 이미 풀었거나, 풀

로 한다. 수학에서의 편미분방정식, 조화해석, 함수해석,

고 있을 수 있다. 최근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데이터

수치해석 등의 뿐만 아니라, 데이나 처리나 잡음 처리 등

들이 쏟아져 나옴에 따라 이와 관련된 더욱 다양한 역문

을 위해서 확률 및 통계에서의 지식이 필요하기도 하다.

제들이 등장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아마도 여러분은

또한 다양한 과학 계산에 대한 경험이나 소양이 필요할

점점 더 빈번하게 역문제를 접할 수 있을 것이다.

수도 있다. 이것은 역문제라는 분야가 수리모델 정립, 복
원 방법 분석, 시뮬레이션 등의 여러 단계를 모두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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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 분석 그리고 깨달음

민조홍 (이화여자대학교 수학과)

한국산업응용수학회의 2017년 저널논문상을 국가수리
과학연구소의 윤강준 박사님과 공동 수상하였습니다. 어
렸을 때 이후 정말 오랜만에 받아보는 상이었습니다. 내
연구를, 내 학문의 열정을 이제 세상이 알아주나 보다라
는 감동이 들었습니다. 이제 내 나이도 불혹을 넘어 철이
조금 들어서 인지, 이 기회를 빌어 내가 걸어왔고 추구하
는 길을 보여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 글을 씁니다.

위 그림은 고등학교 미적분학에 단골로 등장하는 그림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참고할 디딤

입니다. 아무리 복잡한 곡선도 충분히 확대해 보면 직선

돌이 될 수 있지는 않을까 희망합니다.

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부분을 확대한 그림
에서 중요한 요소는 직선의 기울기, 즉 미분값입니다. 많

세계적인 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모든 학문이 공통적

은 자연현상, 사회현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으로 3단계로 이루어 져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 사람들

리 복잡하고 무질서해 보여도, 확대경으로 들여다 본 내

이 흥미롭고 중요하고 관심 있어하는 현상이 있다고 합

면에는 기본적인 간단함이 숨어있기 마련입니다. 이 세

시다. 예컨대, 하늘의 별과 행성들의 움직임, 기상의 변화

상은 작게 보면 그저 백 여 종류의 원자들의 집합체에 불

내지는 주가의 등락, 스포츠의 승부 말입니다. 먼저 현상

과하지만, 간단한 것들이 무수히 모여 복잡도를 띄는 것

을 표현하는 주안점을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

입니다.

물을 순간적으로 크로키화로 남길 때 가장 특징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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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파악하여 기록으로 남기듯이, 현상을 기록하는 것이

현상의 기록이 드러나는 표면을 관찰한 것이라면, 분석

첫 단계입니다. 다음은 기록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은 그 현상의 내부에서 어떤 원리가 숨어 있는 지를 깨닫

두 번째 입니다. 세 번째는 원리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거

는 일입니다. 이 내부를 밝히는 깨달음이 수학의 본질이

나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단계입니다.

자, 학문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수의 소설 벽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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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학도에 주목할 대목이 나옵니다. 나이 먹은 할머니가

리를 깨닫는 일련의 과정이었습니다. 포아송 방정식은

보는 사람마다 그 사람의 과거와 미래를 모두 맞힙니다.

편미분방정식으로서 그 일반해를 공식으로 쉽게 표현

여러 점쟁이들이 몰려와 그 신통력을 배우겠다고 하자,

할 수 없습니다. 알고리듬으로 근사해를 구해야 합니다.

할머니가 하는 말이 자신의 능력은 신통력이 아니라, 원

1966년 쇼틀리와 웰러가 발표한 유한차분법은 포아송방

인과 특징을 잘 관찰하고 그로부터 원인이 앞으로 야기

정식에 대한 대표적인 근사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

할 결과를 예측하고, 특징을 유발한 과거의 원인을 유추

드 격자의 스텝 h를 줄여가면 근사해의 오차가 h 에 비례

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뛰어난 이성과 유추에 기반한

한다는 사실과 증명은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

셜록 홈즈의 추리를 일반인들이 신통력으로 착각한 것입

2
사해의 미분의 오차도 h 에 비례한다는 사실은 모든 예

니다. 보지만 말고 관찰하기, 관찰한 표면 너머에 있는 내

제에서 관찰되었지만, 그 관찰결과를 뒷받침하는 이론은

부의 원리를 유추해 내는 것이 수학의 목표이자, 이성의

얻어 지지 못했습니다. 그 이차 비례를 분석하고 원리를

궁극적 목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밝히고자 하는 의욕은 오랫동안 있었지만 혼자 하기에는

2

벅찬 일이었습니다.
학문의 자세가 원리를 깨달음에 있다라고 하면, 무도 또
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검도를 7년간 수련해 왔습니다.

2007년 우리나라에 귀국한 이래, 좀처럼 연구 네트워크

검도의 묘미는 신체 운동력의 극대화가 아니라, 강한 상

를 갖추기 힘들었습니다. 박사학생이나 박사후과정 연

대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망상, 망설임 등을 딛고 이기

구원의 인적자원을 구하기 어려웠고, 국내의 관련 연구

는 길을 찾고, 그 동작에 몸과 기를 모아 일격을 가하는

자들을 잘 몰랐습니다. 한국산업응용수학회의 학회모임

것입니다. 여러 검도인들과 수학자들을 만나보면서 공통

을 통해 각 분야 전문가들을 알게 되어, 필요할 때마다 자

적으로 느낀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의 특수성에서 보

문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윤강준 박사님이 2013년 이화

편성을 찾는 것’입니다. 옛말에 하나를 알면서 둘은 모른

여대 수리과학연구소에 재직할 때 거의 매일 공동연구를

다고 합니다. 검도는 바른 자세와 바른 마음가짐으로 잘

진행하였습니다. 4년 동안 12편의 논문을 썼는데, 성공을

하는데, 그 깨달음을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검도인이 있

거둘 때마다 자축의 술잔을 기울이던 때가 생각납니다.

는 반면에, 대련 중에 단련한 마음가짐과 기세로 하루하

우리 나름의 진지하고 중요한 12개의 결과들이었습니다.

루를 떳떳하게 멋지게 살아가는 검도인이 있습니다. 수

생각해보면 이 모두 KSIAM의 수상논문에서 시작된 것이

학의 원리는 잘 깨닫는데, 인간관계에는 먹통이고 사회

었습니다. 이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성원으로서 불협화음 일색인 수학자가 있는 반면, 수
하과 삶의 기본 원리를 일이관지하는 멋진 수학자들을

1. Gangjoon Yoon and Chohong Min, A review of the

많이 봐 왔습니다.

supra-convergences of Shortley-Weller method for
)는 공자의 말씀으로 하나의 원리를

Poisson equation, J. KSIAM, Mar 2014, 18,51-60 : 저널논

모든 것에 적용함을 일컫습니다. 저는 날카로운 관찰, 깊

문상 수상작으로 쇼틀리-웰러 방법의 초수렴성의 일부분

은 생각을 바탕으로 원리를 깨닫고, 올바른 방향으로 진

을 증명하였습니다.

일이관지(

일보하는 것이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이자 삶을 영위하는
방법이고, 사람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공통의 결실을

2. Gangjoon Yoon and Chohong Min, Comparison of

얻는 방법이고, 제자들을 잘 지도해 성공으로 이끄는 방

eigenvalue ratios in artificial boundary perturbation and

법이며, 검도를 수련하는 방법이자 인생에서 성공하는

Jacobi preconditioning for solving Poisson Equation,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accepted in Journal of Computational Physics, Aug 2017 :
포아송방정식의 Gibou방법에서 유도한 선형방정식의 원

이번에 수상하게 된 연구내용 또한 관찰과 분석에서 원

조건값과 전처리법로 인한 조건값을 분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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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angjoon Yoon and Chohong Min, Convergence

9. Gangjoon Yoon, Jea-Hyun Park, Chohong Min,

Analysis of the Standard Central Finite Difference Method

Convergence analysis on the Gibou-Min method for the

for Poisson Equation, Journal of Scientific Computing,

Hodge projection, Communications in Mathematical

May 2016, Volume 67, Issue 2, pp 602-617 : 쇼틀리-웰러

Sciences, Volume 15 (2017), Number 5, 1211-1220 : 유체

방법의 L2 초수렴성을 증명한 논문입니다.

의 하지분해에 대한 지부-민 수치방법의 수렴성이 적어
도 1.5임을 증명하였습니다.

4. Yesom Park, Jeongho Kim, Jinwook Jung, Euntaek
Lee, Chohong Min, An Efficient MILU Preconditioning on

10. Gangjoon Yoon, Seick Kim and Chohong Min,

Solving the Poisson equation with Neumann boundary

A S t a b l e A n d C o n v e rg e n t M e t h o d F o r H o d g e

condition, submitted to Journal of Computational

Decomposition Of Fluid-Solid Interaction, submitted to

Physics, Sep 2017 : 노이먼 경계조건하에서 구스타프슨

Fundamental Journal of Mathematics and Mathematical

컨젝쳐의 해법을 이차원에서 제안하였습니다.

Sciences : 유체와 강체의 상호작용의 연립 하지분해의 수
렴성이 적어도 1임을 증명하였습니다.

5. Byungjoon Lee and Chohong Min, An Energy-Stable
method for Solving the Incompressible Navier-Stokes

11. Gangjoon Yoon and Chohong Min, Analyses on the

Equations with variable Density and Viscosity, submitted

finite difference method by Gibou et al. for Poisson

to Journal of Computational Physics, August 2017 : 나비

equation, Journal of Computational Physics, Volume 280,

어-스톡스 방정식에 대한 L2 안정성의 수치기법을 발표

1 January 2015, Pages 184-194 : 포아송방정식에 대한 지

하였습니다.

부방법의 수렴성이 2임을 증명하였습니다.

6. Jiwon Seo, Seung-yeal Ha, Chohong Min, Convergence

12. Chohong Min and Gangjoon Yoon, A Simple

Analysis in L1 norm On the Numerical Gradient of

Proof of Gustafsson’s Conjecture in Case of Poisson

Shortley-Weller method, accepted in Journal of Scientific

Equation on Rectangular Domains, American Journal of

Computing : 쇼틀리-웰러 방법의 L-infty 초수렴성을 증

Computational Mathematics Vol.5, No.2, 75-79 May 20,

명한 논문입니다.

2015 : MILU전처리에 대한 구스타프슨 컨젝쳐의 기존과
다른 증명을 제시하였습니다.

7. Myoungho Yoon, Gangjoon Yoon and Chohong Min,
On Solving the Singular System Arisen from Poisson

스티브잡스의 모토는 ‘Stay fool, stay young’이라고 합

Equation with Neumann Boundary Condition, Journal of

니다. 매우 일리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육체와

Scientific Computing, October 2016, Volume 69, Issue 1,

사고가 대부분 굳어진다고 합니다. 새싹은 부드럽고 고

pp 391?405 : 노이먼 경계조건하의 선형방정식의 해법으

목은 딱딱합니다. 일부러 바보인 잡스처럼 죽을 때까지

로 기존방법 2개를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해변가의 어린아이 같았던 뉴튼처럼 순수한 아이의 눈
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편견없이 관찰하고, 내부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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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hohong Min and Gangjoon Yoon, Convergence

를 깊이 생각하고 밝혀내는 학자의 삶이 너무 재밌고 보

Analysis On Gibou-Min Method For The Scalar Field In

람있습니다. 요즘 철이 들어 그래도 전보다는 열심히 공

Hodge-Helmholtz Decomposition, J. KSIAM Vol.18, No.4,

부하는 바, 큰 상을 주신 학회에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305-316, Dec 2014 : 유체의 하지분해에 대한 지부-민 수

공부하고, 봉사하고 후배들에게 베풀라는 채찍으로 달게

치방법의 수렴성이 1임을 일부 증명하였습니다.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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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중첩격자방법을 이용한
수지상 결정 성장에 대한 수치 시뮬레이션

이승규(국가수리과학연구소)

KSIAM은 제가 생애 처음으로 참석했던 학회입니다. 그

실제 문제에 적용함으로써 구체화시키는 계산공학적인

당시에 언젠가 여기서 인정받을 수 있는 연구결과를 발

부분입니다. 즉, 수학에 사용되는 추상적인 이론을 다양

표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막연한 상상을 하던 것이 기억납

한 비수학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도록 가

니다. 그렇기에 KSIAM에서 신진연구자 우수 논문상을 수

져오는 수단으로써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에 현

상하게 된 것은 제게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본 연구가 완

재 한국 수학계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인 산업수학의 근

성되어 논문으로 발표되기까지 함께 해준 공동연구자 분

간이 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들과 옆에서 항상 격려해주었던 많은 가족, 동료, 친구들
에게 수상의 공을 돌리고 싶습니다. 또한, 제 연구 및 연

KSIAM 신진연구자 우수 논문상을 수상하게 된 본 연구

구 분야를 높게 평가해주시고 선정에 힘써주신 KSIAM 포

는 수지상 결정 성장(dendritic crystal growth)이라고 불

상위원회 분들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리는 현상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dendrite”는 그리스

드립니다.

어에서 나무를 의미하는 “Dendron”으로부터 유래된 단
어로서 결정이 나뭇가지 모양으로 자란다고 해서 붙여졌

저의 주 연구분야는 다양한 자연현상에 대한 수리모델

습니다. 수지상 결정 현상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과냉각

링 및 편미분방정식 기반의 수리모델에 대한 수치해석입

된 용융액과 그 내부에 존재하는 결정핵이 필요합니다.

니다. 이 분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합금의 경우, 이 결정핵이 성장해나가는 모양이 물질에

첫 번째는 대상이 되는 지배방정식 및 그것의 수치계산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본 현상을 이해하는 것은 금속공

에 대한 알고리즘을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응용해석적인

학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명한 네

부분이고, 두 번째는 추상화 되어있는 수학적인 개념을

이쳐(Nature)에 실린 다음 어구 역시 수지상 성장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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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전세계적으로, 매 초 100

위해서는 상변화(phase transformation), 주변 유동의 흐

억 개에 달하는 금속 수지상 결정들이 생산되고 있다

름, 결정의 경계과 유체 사이의 상호작용 등을 한 번에 풀

(Worldwide, as many as 10 billion metallic dendrites are

어야 하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로 여겨

produced in industry every second).” 이 말로부터 20여

져 왔습니다.

여 년이 지났으나 이 숫자는 줄지 않았으며, 여전히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태장 방법을 이용한 수지상 결정 성장 시뮬레이션
가장 간단히 생각했을 때의 해결책은 상태장방법과 유
체를 나타내는 방정식인 나비어-스톡스(Navier-Stokes)
방정식을 함께 풀고, 여기서 생겨나는 유체의 흐름을 통
수지상 결정의 실제 모습

하여 상태장방법에 대류항을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하지
만 직접 이 방법을 적용해보았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수

수지상 결정 성장을 수치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가

치적인 확산 오차(numerical diffusion error) 때문에 적합

장 강력하고 정확한 수치적인 방법 중 하나는 상태장

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상태장방법

방법(phase-field method)입니다. 상태장방법은 다상문

은 보통 유체-유체 사이의 다상문제를 위해 사용되기 때

제(multiphase problem)에서 나타나는 경계면을 편미

문에, 강체에 해당하는 수지상 결정의 움직임을 표현하

분방정식을 통하여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경계포착법

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interface capturing method)의 일종으로, 경계면이 위상
변화가 나타나거나 매우 복잡한 형태를 가질 때 유용한

이에 생각한 아이디어는 결정 성장은 그대로 상태장방

방법입니다. 수지상 결정은 나뭇가지 모양으로 뻗어나가

법을 이용하여 풀고, 결정의 이동을 따로 나타내자는 것

는 복잡한 모양의 경계면을 직접 나타내는 것이 쉽지 않

이었습니다. 그렇게 결정 성장에 대한 계산영역과 유체

기 때문에, 상태장방법을 이용하여 모델링하는 형태가

내에서 결정이 이동하는 계산영역을 서로 분리하고 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분리한 두 영역 사이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이동중첩격
자방법(moving overset grid method)를 고안했습니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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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인 방식으로 상태장방법을 이용해 나타낸 수지

과적으로 고안한 이동중첩격자방법을 간단하고 이론적

상 결정 성장 모델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는 바로 결정

인 값을 유도할 수 있는 유체-강체 사이의 상호작용 문제

이 영역 내에서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상

들인 매우 이상적인 회전유동장(회전류) 상황에서 결정

태장방법을 이용한 결정 성장의 모형은 회전 대칭(fold

핵의 움직임이나 입자 퇴적 문제에 적용하자. 기존의 방

symmetry) 형태로 자라나게 됩니다. 이는 실제상황과 맞

법에서 얻어내지 못했던 이론치에 근접하는 결과들을 얻

지 않는 가정으로써, 원래 과냉각된 용융액 안에서의 결

을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유동장 내에서 움직이는

정핵 혹은 결정은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성장하게 되고

수지상 결정 성장 모델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었고, 기대

이에 따라 비등방성(anisotropy)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지

했던 대로 비등방성을 가지며 성장하는 결정의 형태를

만, 유체 내에서 떠다니며 성장하는 결정을 모델링하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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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정교하고 빠른 알고리즘 개발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후속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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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산업수학센터

천정희(교수,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서울대학교 산업수학센터장)

설립배경

Analytics Research Center, IMDARC)를 미래창조과학부

수학의 발전 과정을 보면,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이

의 지원을 받아 설립하게 되었다.

론적이고 추상적인 시도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필요에
의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현실적인 문
제에 맞닥뜨렸을 때에 이론적인 수학과 수학적 사고는
그 해법을 제시하기도 한다. 기본 해법의 고도화와 실용

수학기반 산업데이터해석 연구센터 개소식(2017.07.05.)

적인 구현에도 수학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수학의
이러한 특징은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오늘날의 변
화에서 더욱 부각된다.
수학이라는 학문의 위상을 높이는 길은 새로운 이론을
연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존 결과들을 다른 분야의

수학기반 산업데이터해석 연구센터 개소식(2017.07.05.)

학문과 산업에 응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
으로 모색하는 것이다. 여러 선진국에서는 거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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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

그룹을 조성하여 산업문제를 수학적 기법으로 해결하는

본 센터는 수학이론 연구를 지원함으로써 ‘수학을 기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우수연구진

으로 한 산업계의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센터

으로 구성된 산업수학 연구센터가 발족될 필요가 제기되

이다. 산업계의 문제들을 탐색하고 해결에 적합한 수학

어 왔다. 이에 호응하여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는 수학

이론을 연구하고, 그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의 여러 세부분야를 아우르고 대검찰청, 분당서울대병원,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주된 활동사항이다. 산업수학센터

㈜이스트소프트, 국민은행 등을 위시한 각종 산업체와

에서 연구하는 이론/기술은 향후 의료/보건, 금융 데이터

긴밀한 협업체계를 갖춘 산업수학센터 “수학기반 산업

분석 뿐만 아니라 국내 검색 엔진의 비정형 데이터 검색

데이터해석 연구센터”(Industrial and Mathematical Data

및 처리, 국내 카드사의 고객 신용 분류, 휴머노이드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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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물 인지 및 독립 경로 탐색, 소프트웨어의 개인 최적
화 솔루션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이 상용화 되
었을 때 산업계에 큰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본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는 금융, 법률, 의료, 보안
분야인데, 구체적인 예를 들어 소개하고자 한다.

금융 이상데이터 탐지 기술

동형암호 머신러닝을 이용한 양형제시 기술
금융데이터의 수리모델 기반 분석 기술

첫 번째 기술은 ‘동형암호와 머신러닝을 이용한 양형제
시 기술’이다. 판결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
판례를 참고하여 형량을 정할 필요가 있으나, 급격하게
증가하는 재판기록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시
간이 소모되고 형평성에 맞는 판결을 유지하는 것은 점
점 어려워진다. 또한 재판기록에는 많은 개인정보가 포
함되어 있어서 정보보호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그 해결
책으로써 암호화된 상태에서 계산을 수행하는 동형암호
에 머신러닝 기술을 접목하여 기존 판례들을 학습시킨
인공지능이 형평성에 맞는 양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
는 방법을 대검찰청과의 협력을 통해 연구하고 있다.
두 번째 기술은 ‘금융 및 의료 분야에서 이상데이터 탐지
기법 활용 기술’이다. 금융 기술 측면에서의 응용은 개인
인증 기술이 된다. 기존 사기거래의 분류와 경향만으로
는 새로운 유형의 사기거래 탐지가 매우 제한적임이 잘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금융에서는 이상거래 탐지
라고 한다.
본 센터는 마우스 작동 데이터를 입력 데이터로 받아서
위상수학적 데이터분석 기법과 기하학을 이용하여 분석
함으로써 이상 입력을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한
다.

세 번째 기술은 ‘금융데이터의 수리모델 기반 분석기술’
이다. 주식 시장 방향성에 대한 예측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확률 통계 이론을 기반으로 한 전통적 수학적 방법론
에 더해 최근에는 물리학 이론을 적용한 예측 방법론까
지 등장하는 등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주식 시장
역학 자체의 복잡성 뿐 아니라 주식 시장을 설명하는 다
양한 모수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본 센터에서는 실제 금융 관련 산업체에서 활용하고 있
는 위험 지표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고, 딥러닝/머신러
닝에 기반하여 특정 모수에 의존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위험을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위험 지표를 개발하고자
한다.
앞서 예로든 기술들이 잘 정립된 후에는 기술 활용 과정
에서 유출될 수 있는 개인 정보들을 보호하기 위해 암호
기술을 결합하는 것을 연구한다. 본 센터에서 목표로 하
는 주요기술 중 하나가 딥러닝을 통한 분석/예측 모델인
데, 이는 바꿔 말하면 AI 가 연산하는 CPU 및 하드웨어에
많은 사람의 개인정보가 집중된다는 뜻이며 만일 해킹
될 경우 해당 정보가 모두 고스란히 노출된다는 일이 발
생하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첫 번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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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예시에서 이야기한 ‘동형암호’라는 기법으로 이는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개인정보 보안기술이다. 분석을 수
행하는 딥러닝/머신러닝에 암호화된 데이터의 연산이 가
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동형암호의 특징이다. 그 결과
딥러닝/머신러닝의 데이터가 해킹에 의해 노출 되더라도
암호화되어 알아볼 수 없다.
박사후연구원 산업수학 모더레이터 양성 프로그램
본 센터는 다양한 분야의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기
반으로 지능정보산업의 새로운 분야 개척과 새로운 산업
수학분야를 창출하는 한편 산업수학 석/박사들을 배출
함으로써 응용성이 높은 수학의 지식과 풍부한 산학협력
및 국제교류경험을 바탕으로 진취적인 산업체의 지도자
수학기반 산업데이터해석 연구센터 연구로드맵

역할을 하거나 신규 산업기술 개발 그리고 산업수학분야
인력양성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센터구성원
본 센터의 연구진은 세 개의 그룹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또한 4차산업의 주요 기술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선도적

핵심 교수진 12명, 박사후연구원 8명, 대학원생 28명으로

인 위치를 점하는 연구 기관으로 발전함으로써, 국내산

구성되어 있다.

업수학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을 목표로 하고 있
다.

센터 핵심연구원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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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빅데이터 기반
금융·수산·제조 혁신 산업수학센터
김현민(교수, 부산대학교 수학과
/부산대학교 산업수학센터장)

센터 비전 및 목표
부산대학교 수학과에 기반을 두고 있는 본 센터는 (1) 동남권 전략산업인 금융, 수산, 제조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 빅
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산업수학을 접목하여 이들 산업을 선도적으로 혁신하고, (2) 동남권 산업수학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산업수학 맞춤형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며, (3) 산업수학 결과물을 지역사회에 환원하
는 3가지의 목표를 수행함으로써 동남권 산업수학 허브로 발전하여 산업수학 생태계의 기초 프레임을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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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구성 							

센터 역할
본 센터는 금융, 수산, 제조 3개의 연구그룹을 구
성하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금융 파생상품 가치
평가 및 리스크 분석, 수산자원 평가 및 관리 수리
모형 개발, 제조공정 최적 설계 수리모형 개발을
각 그룹의 모토로 하여 동남권 전략지역 산업현
장의 문제를 수집하고 해결한다. 이와 더불어 부
산, 경남 지역 산업체들에게 접근이 용이한 산업
문제 해결 창구를 제공하여 지역 발전을 주도하
고 산업수학 문제해결의 혜택을 분배함으로써 4
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동남권 전략 산업 발전의
혁신에 기여한다. 마지막으로 학부와 대학원 연
계 산업수학 정규 교육과정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속적으로 산업수학 전문가를 양성하고 산업수
학의 결과물을 지역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지역 산
업수학 생태계를 구축한다.

센터 추진 전략
단계별 목표 추진 계획
센터의 성공적인 목표수행을 위하여 단계적(1차, 2차)로 시스템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1차는 준비과정으로 기존에 발굴된
산업수학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 인프라 구축과 사회 환원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시범운영한다. 2차는 운영단계로서 1차
에서 구성단계에 있던 사업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사업을 확장한다

단계별 목표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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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별 연구 추진 모형

산업수학 교육인프라 구축 추진 전략

각 그룹들은 연구 추진과정에서 AI, 빅데이터, ICT 관련

본 센터는 “센터+참여학과+학교+산업체의 콜라보레이

전문가를 활용하고 그룹간 세미나를 통해 문제 발굴과 해

션”을 통한 실질적 산업수학 교육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결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다양한, 학부 대학원 교육과정을
개발할 계획이다(<그림 6> 참조). 학부는 현재 소프트웨
어 융합 연계전공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과정에서
다져진 노하우를 바탕으로 48학점 단위 산업수학 연계과
정 교과과정을 개발한다. 대학원의 경우 매년 시행해오고
있는 대학원 수리금융과정의 인턴쉽 프로그램 운영 노하
우를 바탕으로 인턴쉽 과정을 포함한 3년 과정 금융수학
PSM (Financial PSM) 과정을 개발하고 이후 S-PSM (Stock
PSM), M-PSM (Manufacture PSM)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각 그룹별 연구 추진 모형

‘스터디그룹 워크숍’ 개최
센터 구성원, 연구진, 지역 연구소 및 기업체가 참여하는
산업수학 문제 제시 및 해결을 위한 워크숍을 매년 개최
하고 해결된 문제는 테크니컬리포트(Technical Report)를
작성 배포된다. 장기적으로는 기업체 스카웃을 통한 소속
연구원의 산업체 진출이나 진출 연구원이 누적된 경력을
센터에 제공하는 방식의 환류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 인프라 구축 추진 모형

산업수학 지역사회 환원 추진전략
본 센터는 지역 기관 및 지자체와 연관하여 결과물을 지
역사회에 환원할 것이다. 센터 내에 사회지원팀을 구성하
여 지역 교육청과 연계하여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지원하
거나 수학문화관에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지역기반 사회
구축활동과 취업 캠프 개최 등의 지역 대학의 산업수학
취업활동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지원할 예정이
스터디그룹 워크숍 추진 모형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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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연구자 확보 및 인력양성 계획
본 센터는 현재 연구교수 1명(서종현)과 박사후연구원 2명(박정례, 조기필), 행정직원 1명(이지은)을 채용하였으며, 향후
연구교수 1명, 박사후연구원 2명을 추가로 영입할 계획이다. 학부과정은 소프트웨어 융합 연계과정을 포함하여 산업수
학 연계과정 우수 장학생 지원을 통하여 산업수학 인력을 14%이상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대학원생의 경우 석
사 배출인원의 수는 기존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박사학위 배출 계획은 2차 년도 이후 2명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산학협력 추진전략
본 센터는 사업특성상 지역 산업체 및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므로 문제 발굴 및 해결을 위한 기업체와의
협약과 컨소시움 구성이나 기술이전, 상품화로 이어지는 발전된 형태의 산학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센터 개
소식에서 산업수학을 통한 신성장동력 산업분야 육성을 위해 부산광역시·지능정보산업협회와 삼자협약을 맺었으며, 추
진전략에 따라 활발히 교류 중에 있다.

국제협력 추진전략
-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 센터 성과 보고 및 발표회, 기업체 연계 스터디그룹 워크숍, 부산대학교 BK21플러스 수리과학
고급인력 양성사업단과 연계하여 국제 수준 학술회의 개최 예정
- 국제 공동 세미나 : 해외 진출 부산대학교 졸업생 강연 개최, 해외방문자와 동아리 회원과의 교류, 산업수학 전공 해외
석학 초빙
- 국제 공동 연구 : 규슈대학교 IMI에서 주최하는 Study Group Workshop에 인재 파견 지원, 유학생 출신대학의 교원과
부산대학교 교원들 사이의 공동연구 추진
- 방문 연구 : 응용수학 학회 및 산업수학 학회 참여 지원, 부산대학교 수학과와 규슈대학교 수학과의 공동강의를 통한
학생과 교원사이의 교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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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pline Based Finite
Element
for
2017
봄학회 Method
포스터 우수상
a Large Scale Ocean Circulation

연세대학교 김도현

Dohyun Kim, Eun-jae Park, Dong-wook Shin, Tae-yeon Kim
Dept. of Computational Science & Engineering, Yonsei University

B-spline Based Finite Element Method for a Large Scale Ocean Circulation
Objectives

Explicit lower bound for penalty parameters α1, α2

 Study of B-spline based FEM for Stationary Quasi-Geostrophic Equation with
 Explicit bound of penalty parameters.
 Existence & Uniqueness of solution.
 Optimal error estimate in H 2 norm.
 Numerical experiments with/without western boundary.
 Obervation for the convergence rate of 9 different formulations.

The lower bound for α1 and α2 are given by


4Re −1Ctr2 ,k−2 if τ1 = 1



α1 = 2Re −1Ctr2 ,k−2 if τ1 = 0 ,



> 0
if τ1 = −1


2

4Re −1Ctr2 ,k−3Cinv

,k−2 if τ2 = 1


−1
2
2
α2 = 2Re Ctr ,k−3Cinv
,k−2 if τ2 = 0



> Ro −1h3
if τ2 = −1

where Ctr ,k and Cinv ,k are constants from trace inequality and inverse estimate.

Introduction
Geostrophic flow is perfectly balanced flow between Coliolis force and pressure
gradient. In real nature, however, this balance is approximately satisfied.
Quasi-geostrophic equation (QGE) explains dynamic of this
approximately balanced flow by introducing vortex transportation equation to
the geostrophic equation.

Theorem (Solvability and Convergence of nonlinear discrete problem)
(a) For any ζ h ∈ Vh such that |||ζ h − ψ||| < Re −1C (Ω, k), the discrete
operator
Ah (ζ h ; ψ h , χh ) = ah (ψ h , χh ) + bh (ζ h ; ψ h , χh )
is coercive and continuous if α1, α2 are large enough. The fixed point iteration
defined by

Ro −1F χh dv

Ah (ψ h,n ; ψ h,n+1, χh ) =

Ω

is a contraction mapping if |||ψ h,0 − ψ||| < Re −1C (Ω, k).

(b) The fixed point ψ h satisfies

|||ψ − ψ h ||| ≤ Chk−1||ψ||k+1.
Numerical Simulation for various τ1, τ2
∂(∆ψ)
∂ψ
+ Re −1∆2ψ + J(ψ, ∆ψ) − Ro −1
= Ro −1F
in Ω
∂t
∂x
∂ψ
ψ=
=0
on ∂Ω
∂n
By dropping the time derivative term, we have stationary QGE which results
in 4th order nonlinear PDE.

We tested the convergence rate with smooth solution on [0, 3] ×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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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ested solutions without western boundary (left) and with western boundary (right)

B-spline finite element space
L 2 Error

100

Vh = {k-th order B-spline space}
Advantages
• Easy to construct
• C k−1-element

10

Difficulties
• Hard to impose
essential boundary condition
• Requires special technique
for complex domain

where

bh (ζ; ψ, χ) =



Ω



∂Ω

(1)

∆ζ ∂x ψ dx − ∆χ ∂y ψχ dy

where τ1, τ2 = −1, 0, 1 are symmetric parameters and α1, α2 are penalty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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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vergence rate for
 H 2 : Except (0, −1) (− · ◦), every method shows optimal rate
 H 1 : Except (0, −1) (− · ◦) and (−1, 0) (−×),
every method shows optimal rate
 L2 : Only methods with τ2 = 1 (marker with ) show optimal rate



∆ζ( ∂y ψ ∂x χ − ∂x ψ ∂y χ) d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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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vergence history shows similar behavior both with/without western
boundary.



D 2ψ : D 2χ dv −
∂n2ψ ∂n χ ds − τ1
∂n ψ ∂n2χ ds
Ω

 ∂Ω
 ∂Ω
+
∂n (∆ψ)χ ds + τ2
ψ ∂n (∆χ) ds
∂Ω

 ∂Ω

α1
α2
+
∂n ψ ∂n χ ds+
ψχ ds − Ro −1
∂x ψχ dv
h ∂Ω
h ∂Ω
Ω

ah (ψ, χ) = Re −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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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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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onvergence history for various (τ1, τ2) using cubic B-spline for the solution with western
boundary.

Discrete formulation

∀φh ∈ Vh

10

-8

(-1,-1)
(-1, 0)
(-1, 1)
( 0,-1)
( 0, 0)
( 0, 1)
( 1,-1)
( 1, 0)
( 1, 1)

degree of freedom

In order to overcome the first difficulty, we adopted Nitsche’s method
which penalize the boundary to impose the boundary condition.

Ω

10

-6

10-10
102

Figure 1: B-spline basis on 1D with h = 1/4

Find ψh ∈ Vh = {k-th order B-spline space} such that

Ro −1F φh dv
ah (ψh , φh ) + bh (ψh ; ψh , φh ) =

10

1

2

10-4

H2 Error

102

-2

τ2 = 1 shows optimal convergence rate for any τ1.
τ1 = −1 does not require any lower bound for α1.
Hence, (τ1, τ2) = (−1, 1)(−) is the best choice for computational aspect.
Conclusion
 Conclusion
 Developed 9 different formulations for SQGE with B-spline.
 Proved the solvability of nonlinear discrete problem.
 Derived a priori error estimate in energy norm for each (τ1, τ2).
 Suggested best choice for (τ1, τ2) = (−1, 1).
 Future Work
 Perform numerical experiment on complex domain.
 Derive a priori error estimate in L2 and H 1 n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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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IAM-MathWorks
Problem Challenge

문제는 다음과 같다.
Problem 1 Which Doors are open?
There are n doors in an alley. Initially they are all shut. You have
been tasked to go down the alley n times, and open/shut these
doors in a particular manner:
*Toggle the state of each door you visit. That is, if the door is shut,
open it, and if the door is open, shut it.
*On the i-th trip down the alley, start with door i and visit every
ith door.

전기완(국가수리과학연구소)
KSIAM이 주관하고 MathWorks Korea의 후원으로 지난 10월 20
일에 Problem Challenge가 열렸다. 세계적인 수학·공학해석 소프
트웨어인 Matlab로 알려진 MathWorks사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Cody라 불리는 웹기반 evaluation 시스템을 개발 하였고, 이를 널
리 보급하는 취지로 KSIAM과 Problem Challenge를 개최하게 되
었다.
본 Challenge를 위해 KSIAM의 이사 중 안재명 교수(KAIST), 전
기완 박사(NIMS)가 총괄담당을 하고 “한 Matlab 하시는” 여러 회
원님들 중 심사숙고하여 박원광 교수(국민대학교), 최한림 교수
(KAIST)를 영입하여 대회를 준비하였다. 본 대회를 위해 처음 5월
부터 준비를 시작하였으며, 6월과 9월 및 10월에 걸쳐 여러번의 회
의를 통해 출제방식 및 문제범위와 같은 내용을 확정하였다.

이번 대회에서는 1회 대회에서 오는 문제점의 발생을 최소화 하
고자, 어려운 수학적 문제를 풀기보다는 아이디어를 간단하게 구
현하여 풀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Cody 시스템의 활
용에 익숙해지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여,
Challenge 문제는 6문제로 확정하였다.
대회 날짜 선정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부분의
대학이 중간고사가 끝나는 시점인 10월 20일로 저녁 7시부터 9시
까지 2시간으로 부담스럽지 않은 참여가 되도록 하였다. 등록은
10월 13일까지 총 56명의 학생이 참가의사를 밝혔고, 대회에 참가
한 학생은 총 43명이었다. 대회 입상자는 1등 1명, 2등 1명, 3등 3명

Example for case of n = 3:
On your first trip, you start from the first door and toggle every
door. Now all three doors are open. On your second trip, you
start from the second door and toggle every other door. Since
there are only three doors, this means you shut the second door.
Now doors 1 and 3 are open. On your third trip, you start from
the third door and toggle every third door. Now only door 1 is
open.
Write a MATLAB function that returns the list of open doors given
n as an input.
Input: n
Output: y (array containing the indices of doors that are open,
sorted as an increasing order )
Problem 2. Perfect Number
A perfect number occurs when the sum of all divisors of a positive
integer, except the number itself, equals the number.
Examples:
28 is a perfect number because 28 = 1 + 2 + 4 + 7 + 14.
10 is not a perfect number because 10 ≠ 1 + 2 + 5.
Write a MATLAB function that determines the perfect number
given n as an input.
Input: n
Output: y = true (if n is a perfect number) / false (if n is not a
perfect number)
Problem 3. Kuramoto Model
The Kuramoto model, originally motivated by the behavior of
chemical and biological oscillators, is a mathematical mode often
used to describe synchronization of a networked system.
For given undirected graph G = (V, E), the state variable, originally
representing phase of a limit-cycle oscillator, associated with the
i-th node follows the dynamics:

으로, 동점자가 나올 경우 먼저 제출한 사람에게 advantage를 주
는 방식으로 결정하였다.
문제는 간단한 내장함수만을 사용하여 풀 수 있는 쉬운 난이도의
문제부터 대학원 수준의 전문성이 필요할 수 도 있는 문제로 다양
하게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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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omega_i is a given intrinsic natural frequency, K is the
coupling strength, d is the average degree of the network, and
N(i) is the neighborhood of node i.

Write a Matlab function that constructs a d-regular graph from
a given set of nodes such that each node is connected to their d
closest nodes and then predicts the values of M state variables at
t_final.
The function takes the form of:
Input: V, d, K, omegas, tspan, thetatInit
Output: thetaFinal
- V: M by n array whose i-th row indicates the coordinate of the
i-th node
- d: degree of the network, which should be given less than M
- K: scalar to represent the coupling strength
- omegas: M by 1 array with parameters
- tspan: 1 by 2 row vector with [initial_time, final_time]
- thetaInit: M by 1 array with initial value of theta_i’s
- thetaFinal: M by 1 array whose i-th entry represents the final
value of theta_i
Note : 1. you can use MATLAB built-in ode45 for ODE solving. Do
not use global variables.
2. example of a regular graph with degree 2 based on Euclidean
distance node 1 (1,0); node 2 (0,1); node 3(-1,0); node 4(0,-1)
⇒ 1 connected to 2,4; 2 connected to 1, 3; 3 connected to 2,4; 4
connected to 1,3
⇒ every node is connected to the 2 closest nodes
Problem 4. K-means Clustering
The problem of K-means clustering is to group a given set of N
data points in R^n into K groups such that each data point is
closer to the group it belongs to than the centroid of any other
group. Write a Matlab function that performs k-means clustering
with N data points with a given initial guess and then predicts
which cluster a new set of m test points belong to:
Input: XData, K, initCent, XTest
Output: idxData, centCluster, idxTest
- XData: N by n array of data points
- K: number of clusters
- initCent: K by n array of initial guess for the cluster centers
- XTest: m by n array of test points
- idxData: N by 1 array whose i-th entry is k if the i-th data point
belongs to the k-th cluster
- centCluster: K by n array whose k-th entry represents the
centroid of the k-th cluster
- idxTest: m by 1 array whose j-th entry is k if the j-th test point
belongs to the k-th cluster

For a given integer N (>0), P(N) is defined as the smallest natural
number whose number of divisors equals to N. For example, the
smallest positive integer with 16 divisors is 120, and P(16) = 120.
Calculate

Note that
is the largest integer that does not exceed
can use MATLAB function "floor".
input:
output:

- you

(Dummy Input)

Problem 6. Signal Enhancement
Given the set of 16 signals, provide an enhanced signal (Noise
Reduction)
Noise reduction are considered as an important problem in
the modern electronic information communication age. Last
3 decades, there have been many researches to solve this
problem, but still many issues not to be overcomed remains. In
this problem, input signals are generated by adding 16 different
noise. Therefore, you may try your own algorithm to single signal
among 16 ones. Or you can consider a method using whole 16
signals. The evaluation is based on Signal to Noise Ratio (SNR)
https://en.wikipedia.org/wiki/Signal-to-noise_ratio.
Your mission is to surpass the given SNR threshold.
input: 2d array with size 16 by 64
output: 1d array with size 64

대회 2시간 동안 학생들이 문제 푸는 상황의 모니터링 화면은
어느 프로스포츠 못지 않은 흥미 진진함을 보여주었다. 대회시작
3분 만에 1번 문제 해결학생이 나타나면서 초반에는 대거 동점
자가 연출되었다. 혹시라도 난이도 조절 실패로 동점자가 많이
발생하여, 아쉽게 수상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을까 염려하였지

For your information, the most popular algorithm termed Lloyd’s
algorithm for this clustering takes an iterative of two steps: (a)
assign data points to the best centroid amongst the K current
centroids, (b) update the centroids with the assignments.

만, 몇몇 학생들의 선전으로 몇 번의 역전극이 펼쳐지고 난 뒤 다

Note
1. You cannot use MATLAB built-in kmeans included in the
Machine Learning toolbox.
2. If the resulting grouping is consistent, there is no restriction on
the numbering of the clusters. In essence, centCluster (and the
associated idxData) does not need to be sorted in a specific way.

(KAIST, 10점), 3등 김규빈(인하대학교, 8점), 박영진 (KAIST, 8점),

행이도 1등 1명, 2등 1명, 3등 3명인 동률인 상황 없이 대회가 종
료 되었다. 수상자는 1등 김부권(연세대학교, 12점), 2등 서준용

박종호(KAIST, 8점) 로 결정되었다.
아무런 큰 문제없이 1회 대회를 치룬 것에 참여한 학생들과 참여
를 독려해주신 교수님들, 그리고 KSIAM 이사님들께 감사드린다.
또한, 물질적 후원과 시스템을 지원한 Mathworks에게도 감사를

Problem 5. The smallest integer with given number of
divisors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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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및 소식

국내 행사

SIAM Conference on Imaging Science (IS18)
o June 5-8, 2018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dational

o University of Bologna, Bologna, Italy

Design in Engineering (CODE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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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April 1-5, 2018
o Changwon, South Korea

SIAM Conference on Nonlinear Waves and Coherent

o http://code2018.org

Structures (NWCS18)
o June 11-14, 2018

제 10회 한국유체공학 학술대회 (10th National

o DoubleTree by Hilton Hotel Anaheim – Orange County,

Congress of Fluids Engineering)

Orange, California, USA

o August 22-24, 2018

o http://www.siam.org/meetings/nwcs18/

o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
국제 행사

ECCM-ECFD (European Conference on CFD) 2018
/ Mini-Symposium on ‘Recent Progress and Trends

Uncertainty Quantification for Stochastic Systems

Higher-Order CFD Methods’

and Applications

o June 11-15, 2018

o November 13, 2017 - November 17, 2017

o Glasgow, UK

o Institute for Pure and Applied Mathematics (IPAM),

o http://www.eccm-ecfd2018.org/

UCLA, Los Angeles, California.

o http://www.eccm-ecfd2018.org/admin/Files/

o www.ipam.ucla.edu/elws4

FileAbstract/a66.pdf

SIAM Conference on Analysis of Partial Differential

ICCFD10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quations (PD17)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o December 9-12, 2017

o July 9-13, 2018

o Hyatt Regency Baltimore Inner Harbor, Baltimore,

o Barcelona, Spain

Maryland, USA

o http://www.iccfd.org/

o http://www.siam.org/meetings/pd17/
2018 SIAM Annual Meeting (AN18)
2018 International Workshop on Mathematical

o July 9-13, 2018

Biology

o Oregon Convention Center (OCC), Portland, Oregon, USA

o January 8-10, 2018

o http://www.siam.org/meetings/an18/

o Costabella Tropical Beach Hotel, Cebu, Philippines
o http://mathbio2018.weebly.com/

9th International Congress on Industrial and
Applied Mathematics (ICIAM 2019)

SIAM Conference on Parallel Processing for

o July 15-19, 2019

Scientific Computing (PP18)

o Universitat de Valencia, Spain

o March 7-10, 2018

o http://iciam2019.org

o Waseda University, Tokyo, Japan
o http://www.siam.org/meetings/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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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및 소식

2017 KSIAM Spring Conference
▶ 일시 : 2017년 6월 23일(금) ~ 25일(일)
▶ 장소 : 서울대학교 상산수리과학관

o Recent research activities on CFD scheme and their
application : aeronautical engineering
o Stochastic modeling and analysis
▶ 2017년 KSIAM 저널논문상
o 이화여자대학교 민조홍, 윤강준(A Review of the

▶ Plenary Speakers

Supra-Convergence of Shortley-Weller Method for

o Lee, Duck-Joo (KAIST)
o Lee, Hyung-Chun (Ajou University)

Poisson equation)
▶ 2017년 KSIAM 신진연구자 우수논문상

▶ Special Sessions

o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이승규(Phase-field simulations

o Applied algebraic geometry
o Inverse problems and metamaterials
o Mathematical biology
o Mathematical fluid mechanics and related topics
o Mathematical modeling with nonlinear stochastic
phenomena in the financial markets

EASIAM과 공동 개최

만찬

of crystal growth in a two-dimensional cavity flow)
▶ KSIAM 포스터 우수상
o 연세대학교 김도현(B-spline Based Finite Element
Method for a Large Scale Ocean Circulation)

초청연사

KSIAM 저널논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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