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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인사

보다 넓은 소통과 융합의 장을 기대하며
KSIAM 회장 김종암(교수,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한국산업응용수학회(KSIAM) 회원 여러분,
올해로 KSIAM NewsLetter가 발간된 지 벌써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인사말을 써
달라는 편집진의 요청을 받고 그간 발간된 소식지를 다시 한 번 들여다 보았습니다. 새
삼 지난 회장단과 임원진들의 숨은 노력이 와 닿았고, KSIAM 회원님들의 관심 속에 매
호 알차게 꾸며진 내용들을 보면서 흐뭇하고 또한 적지 않게 놀라기도 했습니다. 2017
년 창간호 이후 KSIAM 소식지는 매년 2회 발간을 통해 산학연 인물 인터뷰 및 연구소/
센터/학과 소개, 학술 분과 소개, KSIAM 논문상 수상자 칼럼 및 학술대회 포스터 우수상
수상작 등을 소식지에 담으면서, 산업응용수학계의 다방면의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
고 계시는 KSIAM 회원님들의 활동을 알리는 전달자로 매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학술대회 및 소식지에 대한 회
원 여러분의 설문조사 의견에 귀 기울여 매 호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KSIAM 소식지에는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소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아주대학교 총장으로 계신 박형주 교수님의
산학연 인물 인터뷰, KSIAM 금곡학술상을 수상하셨던 KAIST 곽도영 교수님과 KSIAM 젊은 연구자상 수상자이신 부
산대학교 윤지훈 교수님의 수상자 칼럼을 편성하였습니다. 분과소개로 KAIST 항공우주공학과 안재명 교수님께서
Nonlinear Optimization and Optimal Control 학술 분과에 대한 소개가 있고, KAIST 수리과학부 엄상일 교수님께서
는 기초과학연구원(IBS) 이산수학 그룹에 대한 연구성과 및 연구활동을 제공해주십니다. 아울러 KSIAM 2018 가을학
술대회 포스터 우수상을 수상한 서울대학교 안근회, 건국대학교 이동구, 연세대학교 Sun, Xiang 학생회원의 수상작
과 회원님들의 학술대회/소식지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등 다양하고 알찬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4차 산업의 중요성, 그리고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인공지능, 빅 데이터, 자율주행, 5G 통신 등
의 최신 연구 트렌트가 산업응용수학과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는 KSIAM 소식지의 산학연 인터뷰에서 그간
꾸준히 다루어 온 핵심 주제이므로 잘 아시리라 생각됩다. 수학의 산업적 역할이 지속적으로 부각되면서 여러 가지
국가 연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KSIAM 또한 이러한 긍정적 변화 속에서 지난 몇 년간 양적, 질적으로 괄목
할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응용수학, 순수수학 뿐만 아니라 자연과학, 공학 등의 다양한 학술 분야가
어우러져 있는 KSIAM 커뮤니티에서, 산업수학과 공학 분야의 융합적인 연구 교류를 통해 4차 산업을 주도할 수 있
는 모범적 사례를 양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KSIAM의 외연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활용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면 아쉬움이 조금 남는 것 같습니다. 수학 및 그 창의적 응용이 기본이 되고 보편화되는 사회에서 KSIAM이
가진 잠재적 역량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됩니다. KSIAM이 수학계와 공학계가 서로 소통하고 함께 발전하는 커뮤
니티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이 과정에서 KSIAM 소식지가 보다 넓은 소통과 융합의 촉매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KSIAM이 4차 산업혁명의 바다로 나아가고자 하는 회원님들에게 귀중한 소통 공간으
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학회와 소식지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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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 인터뷰

"4차 산업 시대에서 수학의 중요성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수학적 사고라는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수학 자체가 많은 문제를 풀어낸다는 측면."

아주대학교

박형주

총장

대담: 이병준(교수, 가톨릭대학교 수학과)

“수학의 가장 큰 힘은 엄밀함에 있습니다. 물리학을 공부할 당시 고전역학을 설명하는 미적분학의 엄밀함이 너무 아름
답고 재미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짐작컨대, 현재 4차 산업 시대의 키워드인 빅데이터와 딥러닝의 발전은 수
학의 엄밀함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4월 11일 오후 2시, 대수기하를 전공한 수학자에서 현재는 아주대학교 총장을 역임하고 있는 박형주 총장을 아
주대학교 총장실에서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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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단한 자기소개와 현재 자리까지 오시게 된 과정들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저는 부여에서 태어나 공주에서 고등학교를 진학했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던 도중 <아인슈타인 전기>를 읽고 물
리학을 공부하기로 결심 후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통해 다른 학생들보다 한해 빠른 1982년에 서울대학
교 물리학과로 진학했습니다. 물리학과 졸업 후 미국의 UC Berkeley로 유학을 갔고 순수수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
습니다. 이후 전자공학과에서 박사 후 연구원을 재직한 후, 오클랜드대학교, 고등과학원, 포항공과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2014년에는 한국인 최초로 국제수학연맹(IMU)의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고, 2015년에는 국가수리과학
연구소 소장을 역임했습니다. 그 후 석좌교수로 아주대학교로 옮기게 되었고, 2018년 2월 제 16대 총장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Q. 현재 아주대학교 총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교수일 때와의 생활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A. 교수일 때와 매일의 일상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 중 가장 아쉬운 점은 연구를 병행하기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시간 면에서 연구를 병행하기 힘든 부분도 있지만 한국의 법적, 규정적인 상황에서도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의 칼텍의 경우는 현 총장이 총장직을 수행하면서 본인의 대규모의 연구실을 유지하면서 연구를 진행합니다. 우리나
라의 경우는 학교마다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총장은 법적으로 교수
신분이 아닙니다. 교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연구비를 신청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실험 및 여러 가
지 지원이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는 철학의 차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 의미로 일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총장직을 수행하면서 즐거운 면도 많이 있습니다. 교수 신분일때는 주로 수학자 및 수학과 관련된 학생들을 만
났었는데, 현재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아져서 다른 분야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특히, 총장이 된 후에도 매주 Office Hour를 정해서 여러 단과대학의 학생들을
만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여러 분야의 학생들을 만날 수 있어서 즐겁습니다.
Q. 한국인 최초로 국제수학연맹(IMU)의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셨던 적이 있는데요. 국제수학연맹은 어떤 곳이며 집
행위원으로써 어떤 일을 하셨는지요?
A. 국제수학연맹은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입니다. 국제수학연맹의 주요 업무는 수학의 최고의 상인 필즈상을
수여하는 일과 4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세계수학자대회(ICM)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제수학연맹의 회원국은 표
결권이 없는 국가를 포함해 약 90여개국 정도 됩니다. 이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4년에 한 번씩 총회를 개최하고 이 총회
에서 직선으로 집행위원 10명을 선출합니다. 거기서 제가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선출되었는데요. 선출된 가장 큰 이
유는 2014년에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세계수학자대회의 유치 및 조직위원장을 제가 맡아서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작
년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집행위원으로서의 저의 임기는 끝이 났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여러가지 일들을 맡았는데요, 그 중 제가 진행한 가장 큰 일은 개도국 위원회(CDC)의 관장이었습니다.
'학문적 교류의 자유'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제수학연맹은 개도국 위원회에 가장 큰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집행위원으로서 개도국 수학자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인 일들을 진행했고,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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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학의 대중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강연 및 저술 활동을 하셨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강연이나 저술 활동이 있
으신지요?
A. 기억에 남는 강연이라.. 강연은 아니지만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은 10년 전에 EBS에서 진행한 3부작 수학 다큐멘
터리였습니다. 1부, 2부는 아프리카 케냐의 마사이 마을에서 2주동안 있으면서 촬영했었습니다. 제가 다큐멘터리에 직
접 출연도 하고 진행 및 나레이션을 했었는데요. 1부, 2부의 주제는 동물의 표피 무늬를 설명하는 수학의 이론인 튜링
이론이었습니다. 수학자 튜링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썼던 논문이 동물의 표피 무늬 관련 논문인데요. 이 논문의 내용
은 동물의 태아의 멜라닌 색소를 초기 조건으로 하는 편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동물의 표피 무늬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이론이 실제 동물 몸의 무늬를 설명하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이 다큐멘터리의 목표였습니다. 아프리
카 현지에서 직접 이론을 확인하는 과정이 흥미로웠고 특히 생명 현상을 수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특히, 다큐멘터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수학의 대중화라는 사실을 이때 처음 깨달았고 나름
대로 보람을 느꼈던 활동이었습니다.
Q. 학부는 물리학과를 졸업하셨는데 UC Berkeley에서 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물리학에서 수학으로 전
공을 바꾸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A. 저는 물리를 좋아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현재는 IBS 원장님으로 계신 김두철 선생님께 고전역학을 배웠고 정교
한 뉴턴 역학이 매우 재미있었습니다. 하지만 3학년 때 배운 양자역학은 고전역학과는 완전 달랐습니다. 물론 현재는
양자역학이 학문적으로 많이 발전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정립되었지만, 그 당시인 80년대의 양자역학은 잘 정돈되
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양자역학에서 등장하는 디락 델타 함수에 관해서 교수님께 질문을 하면 왜 그런
질문을 하냐며 야단을 맞을 정도였습니다. 평소에 물리의 정교함을 좋아했던 저로서는 매우 혼란스러웠고, 이러한 혼
란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과의 수업들을 들으러 다니곤 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수학과의 현대대수학 수업을 들으며 Galois이론을 접했는데, 측도, 거리의 개념 없이 대칭성, 군을 이용해
서 실제 안풀리던 문제들이 풀리는 것이 너무 신기해서 생각할 것 없이 수학으로 전공을 바꾸어버렸습니다. (웃음)
Q. 현재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가 대세인데요. 4차 산업 시대에서 수학의 중요성에 대한 총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A. 저는 4차 산업 시대에서 수학의 중요성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는 수학적 사고라는 측면이고 다른 하
나는 수학 자체가 많은 문제를 풀어낸다는 측면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다른 것이거든요. 수학적 사고는 기본적인 데이
터들로부터 합리적 사유화를 통해 결론에 다다르는 것입니다. 4차 산업 시대는 빅데이터 시대라고 일컬어지는데, 이
렇게 데이터의 양이 많아지는 시대에서는 데이터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논리
적 사고인 수학적 사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수학적 사고 측면이 간접적 측면이라면 수학 자체가 많은 문제를 풀어낸다는 것은 직접적 측면입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수학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문제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핵폐기물을 어떤 방식
으로 이동해야 원자력 발전소의 셧다운 타임이 줄어드는가와 같은 문제입니다. 이는 그래프 이론의 문제로 Travelling
Salesman 문제입니다. 이외에도 Topological Data Analysis(TDA)를 활용해 당뇨병을 진단하는 등 수학이 실제로 산업
속의 문제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빅데이터 시대인 4차 산업 시대에는 수학의 중요성이 이전보다 훨씬 커졌다
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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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소장을 역임하셨는데요. 국가적 발전을 위해서 수학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이전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4차 산업 시대에서는 이전보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예를 들
면, 어떤 물성을 갖는 새로운 소재를 찾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각종 여러 가지 재료들 여러 방법으로 섞
는 실험으로 원하는 소재를 얻는 방법이 통했다면, 4차 산업 시대에서는 재료들에 관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최적화를
통해 원하는 소재를 얻은 방법이 더 유망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산업의 혁신이 이러한 수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가속
화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유럽에서 유행하는 산업 스터디 그룹이란 것이 있습니다. 5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스터디 그룹인데, 이 스터
디 그룹은 5일에 걸쳐 진행되는 컨퍼런스입니다. 컨퍼런스의 첫날 오전에 몇몇 산업체가 참가해서 각 산업체가 가지
고 있는 수학적 난관에 대해서 얘기하고, 5일 동안 수학자들이 이 문제들을 해결해서 마지막날 산업체에게 답을 주는
데, 역사적으로 약 90%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제가 소장으로 있을 때 이와 비슷한 활동
을 시작했고, 산업수학이라는 개념을 이 때 제대로 도입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산업의 발전, 더 나아가 국가의
발전을 위한 수학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Q. 한국산업응용수학회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산업응용수학회의 회원들은 응용수학에 더 관심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응용수학이 4차 산업 시대를 이
해하는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순수수학도 이와 더불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전에는
순수수학이 응용수학으로 파생되고, 응용수학이 다시 산업수학으로 활용된다고 생각되었는데요, 지금은 순수수학의
아이디어가 산업문제를 바로 해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TDA가 바로 그 예인데요. 그래서 저는 오히
려 이제는 순수수학과 응용수학의 구별은 의미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세상의 문제들을 편견없이 해결하는 것에 수학자들이 이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응
용수학자들도 열린마음으로 순수수학의 발전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순수수학에서 등장하는 새로
운 툴이 응용수학자들의 난관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많아질 수 있거든요. 시대가 급변할수록 수학자들이 해
결해야 할 문제들은 더 많으니 열린마음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접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KSIAM NEWSLETTER

05

학술 분과 소개

Optimal Control

안재명(교수, KAIST 항공우주공학과)

최적제어(Optimal Control)란 대상 시스템에 대한 동적
인 제약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주어진 성능지수를 최소화

from rest and accelerated by gravity will slip (without
friction) from one point to another in the least time. [2]

1

(혹은 최대화)하는 제어 입력을 찾는 문제이다. 최적제어
문제는 최대화 혹은 최소화해야 하는 성능지수를 갖는

Bernoulli 형제, Newton, Leibniz를 비롯한 당대의 수학

특수한 형태의 제어 문제라고 이해할 수 있고, 또한 동적

자들이 이 이벤트에 참여하여 문제의 답인 싸이클로이드

인 제약조건하에서 최적 성능을 내는 입력 및 상태 변수

(Cycloid)를 찾아냈다고 한다 [3].

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찾는다는 측면에서 특수한 형태
의 최적화 문제(dynamic optimization)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최적제어 문제는 다음과 같이 수학적으로 정식
화할 수 있다 [4].
(1)

초기의 최적 제어 문제로 최단강하선문제
(Brachistochrone Problem)을 들 수 있다. 17세기 John
Bernoulli가 제안한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이 기술된다.

Find the shape of the curve down which a bead sliding

subject to
				

(2)

				

(3)

위의 식 중 (1)은 최적 제어 문제의 목적함수(Objective
1 The objective of optimal control is to determine the control
signals that will cause a process to satisfy the physical
constraints and at the same time minimize (or maximize) some
performance criterion. [1]

06

KSIAM NEWS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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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의미한다. 식 (2)는 제어 대상 system(혹은 plant)의 거

시각

와

에서 경계조건(boundary condition)이 주

동을 나타내는 미분방정식인 동적 구속 조건(dynamic

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이점경계조건문제(Two-

constraint)을 정의하고 있으며, 식 (3)은 해당 시스템의

Point Boundary Value Problem, TPBVP)이라 부른다.

초기 조건 및 최종 시각에서의 구속 조건을 정의하고 있
다.1
여기서

와

는 시각 에서 시스템의 상태 변수

(state variable)와 입력 변수(input)를 나타내는 벡터이고,
최적제어 문제를 풀면 목적함수를 최적화하는 입력 함
수의 시간 history인

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최적상

이러한 이점경계조건문제의 해를 잘 구해서 최적제어문
제를 풀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어 왔고, 지금도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해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직
접법과 간접법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문제에 따라서는

이 중 간접법은 Co-state의 초기값 예측 등을 이용하여

위에 제시된 기본적인 형태에 더불어 추가적인 제약조

이점경계조건문제를 해결하는 기법이다. 이 방법은 (수

건(예: 입력변수

의 크기 제약조건, path constraint:

렴한 경우에) 신뢰도가 높은 결과를 도출한다는 장점이

에 주어지는 제약조건)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알고리즘의 수렴이 초기값 예측 정확도에 극히

태 변수

상태변수
있다.

민감하고 수렴 범위가 좁다는 점과 상태변수 및 제어 입

주어진 최적제어 문제는 변분법(Calculus of Variation)
에 기반하여 해결할 수 있는데, 2 이 과정을 위하여
Hamiltonian H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여기서

력에 제약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
이 단점이다.
직접법은 TPBVP를 바로 푸는 대신 입력 변수 and/or 상
태변수를 매개변수화(parameterization)하여 최적제어 문

(4)

제를 정적 최적화 (Static Optimization) 문제로 변환하고,

는 co-state가 되는데, Euler-Lagrange Equation

수치적 방법으로 해당 최적화 문제의 해를 구하는 방식

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미분방정식과 최적 입력 조건

이다. 문제에 따라 적합한 매개변수화 방식이 있고, 이와

(optimality condition)이 도출된다.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오기도 했다. 많은 RealWorld 문제들은 다양한 형태의 부가적인 제약조건이 주

					

(5)
(6)
(7)

어지는데 이러한 제약조건을 반영하기가 용이하고, 간접
법에 비해 수렴성이 좋아 최적화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
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최적제어의 해를 구하는 데 많
이 사용되고 있다.
비교적 최근에 MATLAB용 최적제어 software로 출시되

여기서 식 (7)을 이용하여 최적 입력을 결정하게 되고,

어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GPOPS의 경우, Pseudo-

State와 Co-state에 대한 미분방정식인 (5), (6)과 더불어

spectral method를 사용한 매개변수화를 통하여 최적제
어 문제를 정적 최적화문제로 바꾸고 비선형 최적화 루

1 이산 시스템의 경우는 시스템의 거동이 미분방정식이 아니라
형태로 기술되며, 이 경우 조금 다른 형태의 정식화 (예: 적분 대
신에 합 사용) 결과가 도출된다.
2 변분법 기반 해법의 대안으로 Hamilton-Jacobi-Bellman (HJB)
equation (continuous) 및 Dynamic Programming (discrete)을 이
용하는 방법도 있다.

틴을 이용하여 해당 최적화 문제의 해를 구하는 방식으
로 최적제어 문제를 풀고 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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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Brachistochrone 문제를 최적제어 문제로 정식화해 풀면
최적해인 cycloid인 경우 두 점을 잇는 직선에 비해 15% 정도 짧
은 시간 내에 낙하함을 알 수 있다.

최적 제어 문제는 항공우주 분야 (예: 유도탄 제어, 우주
발사체 궤적 설계 등), 화학 공학 분야(예: 화공 plant의 반
응 제어 등) 등 공학 분야에서 경영과학/경제학 분야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어 오고 있다 [6].
최적제어 문제를 푸는데 걸리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시스템의 제어를 위한 실시간 알고리즘으로 사
용되는 경우는 드문데, 특히 항공우주 분야에서는 시스
템의 반응 속도가 빠르고 탑재 컴퓨터의 계산 성능에 한
계가 있어서 실제 시스템 운용 전에 기준 궤적(Reference
Trajectory)를 결정하는데 많이 쓰이고 탑재 알고리즘으
로는 잘 쓰이지 않는다.1
그러나 최근 들어 최적제어 문제를 “Convexification” 과
정을 거쳐 Convex Optimization 문제로 바꾸고, 탁월한
수렴성을 갖는 Solution Procedure를 적용하여 항공우주
시스템의 탑재 알고리즘으로 사용한 사례(미국 Space X
社 Falcon 9 발사체의 1단 착륙 유도)가 보고되는 등, 그
속도 및 정확도의 향상과 적용 범위의 확대를 위한 연구
들이 여전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7].

1 발사체 상승 비행을 위한 유도 알고리즘인 Powered Explicit
Guidance (PEG) 등의 알고리즘은 최적제어를 기반으로 하고 그
형태를 단순화시켜 탑재 알고리즘으로 사용되지만, 실시간으로
True Optimal인 제어 입력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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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KSIAM-금곡 학술상 수상자 칼럼

경계유한함유법에 대한 소개

곽도영 (교수, KAIST 수리과학과)

먼저 금곡학술상을 받게 해주신 금곡학술재단과 KSIAM

이 문제를 유한요소법으로 풀기 위해 원래 알려져 있기

금곡학술상을 유치하신 김종암교수님 및 심사위원 여러

로는 영역을 불연속적인 선을 따라서 삼각화해야 한다.

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초기에 KSIAM 총무

(그림 (a) 참조) [Babuska, 70]

를 하면서 저널 편집 위원을 겸했던 적이 있지만 그 후 오
랫동안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런 큰 상을 주
시니 뭐라고 감사드릴 말씀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그저
후배 여러분이 저를 잘 챙겨주셨다는 생각이 들 뿐입니
다. 그 사이에 KSIAM 학회는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으니
이 또한 축하할 일입니다.
그럼 간단히 최근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온 경계
유한함유법 (Immersed Finite Element Method, IFEM)을
소개하겠습니다. (편의상 존댓말을 생략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규칙성이 없어지므로 데이터 구조
가 복잡하고 시스템을 풀기가 어려워지며 시간이 많이

우선 계수가 불연속인 다음과 같은 타원형 미분방정식
을 생각한다.

걸린다. 그런데 2003년부터 이런 문제를 직교 그리드를
이용하여 풀려는 시도가 있었다. [T. Lin et al, 2003]
이들이 사용한 방법은 경계선에 걸린 기저함수를 경계
선을 따라서 flux jump 조건을 만족하도록 꺾어주는 방법
이었다. (아래 그림 3 참조) 의외로 이 단순한 방법이 먹
히는 듯했다. [Chou et al. 2009]

여기서 영역과 경계는 그림처럼 되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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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은 없었지만 그들이 제시한 예제에서는 적어도 최
적의 수렴성을

velocity를 IFEM의 경우에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커다란

가지는 듯했다. 그러나 나중에 여

장점이 있다. 또 다른 적용은 유사한 방법을 탄성체 방정

러 다양한 예를 시험해본 결과 그 방법만으로는 해의

식에 적용하는 것이다. 우선 기본적인 탄성 방정식을 보

근사성이

자. [Kwak, Jin, Kyeong 2017]

까지 떨어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를 보

강하기 위해 결국은 불연속 갈레르킨 방법에서 쓰이는
consistency term을 보충해야 함이 알려졌다. [T. Lin et al.
2015], [Lee, Kwak 2015] 즉, 준식에 테스트 함수를 곱하여
각 원소마다 그린 정리를 이용하여 더하면 다음과 같은
이차형식이 나타난다.

여기서

는 항등 텐서이고,

이다. 이 경우

이차형식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 와 [.] 는 각각 경계면에서 함수의 평균치와 차
이를 나타내는 기호이다.

은 + 혹은 - 이다. 이 다음에

해야 할 작업은 적당한 페널티 항을 넣어 준 식이 LaxMilgram theorem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보여야 할 것은 기저함수의 보간성질
(interpolation property)이다. 이 두 작업을 위해 몇 가지 기
술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보일 수 있다. 특히 기저함수의
보간 성질의 증명에는 이 문제를 푸는 공간에 해당하는 알
맞은 노름(norm)을 정의하여 Bramble-Hilbert lemma와 유
사한 결과를 보여야 한다. [Kwak, Wee, Chang 2010]
예를 들면

공간을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공간으로

물론 유한차원에서는 적당한 페널티 항이 필요하다.
그러면

는 원소의 두 부분에서 각각 선형 함

수이면서 연속성, 점프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12개의
미지수를 가진 방정식을 풀어서 만들어진다. 매우 복잡
하지만 analytic하게 기저함수를 만들 수 있음을 보일 수
있다. 아울러 이런 경우에도 interpolation property 도 증
명할 수 있고 또 Lax–Milgram lemma를 만족함을 보일 수
있다. 예로서 이런 성질이 필요하다, [Brenner 2003]

정의하고

이에 맞는 노름은

이것은 Korn 부등식의 이산화-벡터 버전이라고 볼 수 있
는데 첫 행의 마지막 항이 바로 페널티 항에 해당하며 이
항이 없으면 이차형식이 definite가 되지 않으므로 시스
템이 해를 가지지 않는다.
이제 결과를 두 가지 표로 보기로 하자. 하나는 그래프이
며 다른 하나는 테이블이다. 둘 다 탄성방정식의 경우이
며 거의 비압축적일 때이다.

으로 정의한다. 그런 다음 Trace inequality, 함수해석적인
테크닉을 이용하여 위의 성질을 보인다.
유사한 방법을 Crouzeix-Raviart 원소에 적용할 수 있
으며 그럴 경우의 장점은 혼합요소법에 적용하여 Dar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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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경계유한 요소법의 진정한 의미를 찾기 위
해 uniform grid(직교)의 경우 장점을 살리는 다중격자법
을 생각한다. [Bramble 87]
다중격자법은 자세한 것은 논문을 참조하도록 하고 여기
서는 간단한 방법과 증명의 틀만 언급한다. 우선 직교그
리드를
는 IFEM 공간

(

)로 잘라도 이에 해당하

는 서로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두 인접한 공간들 사이에 적당한 연결 작용소를
정의해야 하고 아울러 그것을 이용한 프로젝션도 정의한
다. 그러면 알고리듬은 일단 기본적인 다중격자법과 적
어도 추상적으로는 같은 형태를 보인다. (우선 Lagrange
type 원소에 적용)

그러나 공간의 복잡성으로 인해 증명은 좀 복잡해 보인
다. 그리고 Crouzeix-Raviart element 경우는 수렴이 많이
느리다. 그러므로 Lagrange space로 가져와서 다중격자
법을 적용하면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
험 결과를 테이블로 나타낸다. [Jo, Kwak 2018]
첫 번째 테이블을 보면

cycle 의 횟수가 level 에

관계없이 일정한 숫자 이하이며 (30이하) 레지듀얼 오차
가 줄어드는 비율이 0.6으로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CPU–time을 conjugate gradient method와 비
교한 것으로 다중격자법은

가 반감함에 따라 선형적으

로 (즉 4배씩) 늘어나는 반면 cg는 8배씩 늘어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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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KSIAM 젊은 연구자상 수상자 칼럼

금융시장에서 금융파생상품
가격 예측을 위한 수학적 원리

윤지훈(교수, 부산대학교 수학과)

작년 10월 한국산업응용수학회(KSIAM)측에서 젊은 연

미분방정식 그리고 통계학 뿐만 아니라 재무관리, 투자

구자상에 선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론 그리고 옵션이론 등, 수학과 경제학을 잇는 다양한 이

2015년 교수 임용 후 KSIAM에 회원으로 정식 등록하여

론들을 이용하여 다양한 파생상품 가격을 연구하고, 이

열심히 학회 활동을 하였고, 2017년부터는 학회 사업이

결과들을 실제 시장 데이터와 비교하여 효율적인 가격

사로 활동하면서 학회에 봉사하면서 다른 연구자들과 학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술 교류를 계속 이어왔습니다. 이렇게 학회 봉사와 학술
활동을 열심히 하던 학회에서 젊은 연구자상을 수상하게

이번에 KSIAM에서 수상한 저의 연구결과는 첫 번째로

된 것은 나에게 더 큰 의미로 다가왔고, 그 동안 열심히

장외시장에서 옵션 발행자의 채무 불이행(신용 위험) 조

했던 결실이 맺어지는 성과로 다가와 더 큰 기쁨을 금치

건을 고려한 버너러블(Vulnerable) 옵션 프라이싱 연구이

못했습니다. 제 연구분야와 논문을 높이 평가해 좋은 상

고, 두 번째로 금융시장에서 확률 탄력성 모형(Stochastic

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 KSIAM 포상위원님들께 다시 한

Elasticity of Variance Model)을 고려한 효율적인 유러피

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더욱 더 연구와 봉사에 힘쓰고

안 옵션 가격 예측입니다.

자 합니다.
첫 번째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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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연구 분야는 금융시장에서 금융자산 및 금융파생상

많은 옵션들은 장내시장(거래소시장)에서 거래되는 옵션

품을 설계 하고, 확률론 또는 편미분 방정식 기반 수학적

과는 다르게 거래상대방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

인 모델링을 이용하여 금융파생상품 가격을 예측하는 금

서 옵션 매수자 입장에서는 옵션 매도자가 계약을 이행

융수학분야입니다. 제 연구 분야는 확률론, 수치해석, 편

하지 않을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용 위험을 가진

KSIAM NEWSLETTER

수상자 칼럼

옵션 프라이싱을 고려하는데 이러한 옵션을 버너러블 옵

(2), 15 February 2015, 838-857.

션이라고 합니다.

[2] J. Jeon, J.-H. Yoon and M. Kang (2016) “Valuing

일반적으로 이러한 옵션가격은 확률과정(기초자산)

vulnerable geometric Asian option”, Computers and

에 대한 기댓값으로 표현되는데, 이 버너러블 옵션

Mathematics with Applications, 71(2), 676-691.

(Vulnerable Option)의 경우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확률

[3] J. Jeon, J.-H. Yoon(Corresponding Author)

과정이 3개이기 때문에 관련된 확률밀도함수를 계산하

and M. Kang (2017) “The pricing vulnerable path-

기가 매우 어렵고, 따라서 기댓값을 도출하기가 매우 힘

dependent options using integral transforms”, Journal of

들기 때문에 수학적인 모델링으로부터 파생상품의 가격

Computational and Applied Mathematics, 313, 259-272.

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그것에 대한 폐쇄적인 해를 도출

[4] J. Jeon and J.-H. Yoon (Corresponding Author)

(Closed Solution)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본

(2018) “Discount barrier option pricing with stochastic

연구자는 기초자산의 수학적인 모형으로부터 이 버너러

interest rate : Mellin transform techniques and Method

블 옵션가격에 대한 편미분 방정식을 도출하여, 멜린 변

of images”, Communications of the Korean Mathematical

환(Mellin Tranform)으로부터 옵션 가격에 대한 폐쇄적인

Society, Vol. 33, No. 1, 345-360.

해(Closed Solution)을 도출하였습니다.

[5] J. Jeon, J.-H. Yoon (Corresponding Author) and C.R. Park (2018) “The pricing of dynamic fund protection

이 첫 번째 연구는 버너러블 형태의 다른 옵션을 프라이
싱 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버너러블

with default risk”, Journal of Computational and Applied
Mathematics, vol 333(1), 116-130.

형태의 이색 옵션(Exotic option)의 경우 멜린 변환(Mellin
Tranform)과 이미지 방법(The method of image)을 이용

두 번째 연구에서는 실제로 금융시장에서 다양한 수

하여 옵션가격에 대한 여러 경계조건을 갖는 복잡한 편

학적인 모형을 고려한 효율적인 유러피안 옵션 가격

미분 방정식을 얻습니다. 기존의 경우 이러한 방정식의

예측 연구들이 존재합니다. 기존 고전적인 블랙-숄즈

해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자들은 수치적인 방법을

(Black-Scholes) 모형의 단점을 보완한 고정 탄력성 모형

이용하였습니다. 하지만, 편미분 방정식의 정칙성과 안정

(Constant Elasticity of Variance Model)과 확률 변동성 모

성 문제로 인해 정확한 근사하는 해를 찾는데 많은 어려

형(Stochastic Volatility Model)을 이용하여 옵션 데이터

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멜린 변환(Mellin Tranform)과

피팅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옵션 가격 예측을 해왔습

이미지 방법(The method of image)을 통해 본 연구자는

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형들 또한 옵션 만기에 의존하여

이러한 문제를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

옵션 가격을 예측하는데 많은 오차를 발생시켜왔고, 따

였습니다. 사실 금융시장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ELS 파생

라서 본 연구자는 2014~2015년 연세대학교 금융수학 연

상품 및 다른 복합 파생상품들은 모두 이색 옵션의 형태

구실팀에서 공동연구자들과 함께 이 모형들을 보완할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수학적인 방법들을 통

수 있는 새로운 모형을 도입하였습니다. 주가와 주가 변

해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는

동성 사이의 관계가 상수(고정 탄력성 모형(CEV model))

금융시장에서 이러한 복합 파생상품 프라이싱에 많은 도

라는 가정은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 특정한 확률과정을

움이 될 것입니다.

따른다는 가정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
표하였고, 우리는 이러한 모형을 확률 탄력성 모형(SEV

[1] J.-H. Yoon. and J.-H. Kim. (2015) “The Pricing of

model)이라고 합니다.

Vulnerable Options with Double Mellin Transforms.”
Journal of Mathematical Analysis and Application,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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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자 칼럼

일반적인 아메리칸 옵션에 대한 분석도 가능할 수 있음
을 증명하였고, 이 연구결과는 보다 확장된 그리고 현실
적인 모형에서의 아메리칸 옵션 이나 경로 종속형 옵션
프라이싱 분석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러한 SEV 모형에 기초하여 유러피안 옵션 가격에 대한
근사해를 multiscale analysis를 이용하여 도출하였고, 만
기 별 데이터 피팅을 통하여 기존 CEV 모형과 비교함으
로써 효율적인 옵션 가격을 예측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확률 탄력성 모형하에서 영
구 아메리칸 옵션에 대한 근사해를 도출하였습니다. 본
연구자는 SEV model 하에서 영구 아메리칸 옵션가격을
multiscale analysis를 이용하여 근사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메리칸 옵션의 경우 폐쇄적인 해(Closed
solution)가 존재하지 않는데, 만기가 없는 영구 아메리칸
옵션의 경우, 옵션 가격에 대한 상미분 방정식이 도출되
기 때문에 옵션 가격에 대한 폐쇄해가 존재합니다. 따라
서, 영구 아메리칸 옵션이 아메리칸 옵션에 비해 파라메
터에 따른 해의 분석이 쉽기 때문에 영구 아메리칸 옵션
의 해의 성질로부터 일반적인 아메리칸 해의 분석이 가
능합니다.
본 연구자는 SEV Model을 가지는 영구 아메리칸 옵션의
근사된 폐쇄적 해(Approximated closed solutions)을 도출
하여 파라메터에 따른 옵션가격 분석을 통해 이 결과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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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J.-H. Yoon and J.-H. Kim. (2013) “A Closed-form
Analytic Correction to the Black-Scholes-Merton Price for
Perpetual American Options.” Appl. Math. Lett, 26 (12),
1146~1150.
[7] J.-H. Yoon, J.-H. Kim and S.-Y. Choi. (2013) “Multiscale
Analysis of a Perpetual American Option with the
Stochastic Elasticity of Variance.” Appl. Math. Lett, 26 (7),
670~675.
[8] J.-H. Kim, J.-H. Yoon, S.-Y. Choi and J.-W. Lee. (2015)
“On the Stochastic Elasticity of Variance Diffusions.”
Economic Modelling, 51, December 2015, Pages 263–268
[9] J.-H. Yoon. (2015) “Pricing Perpetual American
Options under Multiscale Stochastic Elasticity of
Variance”, Chaos, Solitons & Fractals, 70, January 2015,
14–26.
[10] S.-Y. Choi, J.-H. Kim, J.-H. Yoon (2016) “The Heston
Model with Stochastic Elasticity of Variance.” Applied
Stochastic Model in Business and Industry, 32, 80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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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연구원 이산수학그룹

엄상일(교수, KAIST 수리과학과/
기초과학연구원(IBS) 이산수학그룹 CI)

기초과학연구원의 PRC 제도

임자와 대등하거나 혹은 가까운 미래에 이들과 대등한

2018년부터 기초과학연구원에서는 연구단장이 이끄는

수준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큰 젊은 연구자에게 독립 연

큰 규모의 기존 연구단 형태와는 다른, 새로운 연구단 제

구를 지원함으로써 차세대 세계적 석학으로 육성"하겠다

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새로운 연구단은 PRC라고 불리는

고 합니다. CI에게는 최대 연 10~15억원 예산의 연구그룹

데 PRC는 Pioneer Research Center의 약자입니다. 기존

을 구성하고 독립연구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CI는

기초과학연구원의 연구단은 1~2명의 연구단장이 하나의

출장비 등 여러 내부 규정에서 부연구단장에 준하는 대

큰 연구단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형태였습니다.

접을 받습니다. 참고로 CI가 받는 예산에는 CI 본인의 인
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과거와 달리 행정인력의

PRC 형태의 연구단에서는 내부에 Chief Investigator, 약
자로 CI로 불리는 여러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소

인건비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행정인력은 본원에서 직접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규모 연구그룹을 만듭니다. 이 PRC 형태의 연구단의 연
구단장은 거기에 속한 CI들이 돌아가며 맡기 때문에 PRC

2018년 초에 처음으로 기초과학연구원에서 CI를 뽑겠다

자체는 여러 연구그룹을 모아놓는 우산과 같은 조직이

는 공고가 나왔습니다. 올해는 없지만 2018년에는 공개

됩니다. 각 CI는 예산도 별도로 신청하여 받고 운영도 독

모집과 함께 추천 위원회(search committee)도 운영하여

립적으로 하지만, 같은 연구단 일은 같은 연구단 소속 다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CI의 선정은 부연

른 CI와 서로 협업을 통하여 운영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구단장에 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제가 경

기존 연구단은 여러 연구팀으로 나누어 운영되는 경우가

험한 비공개 발표 평가에서는 필즈메달 수상자인 심사위

많은데 PRC에서는 각 연구팀을 CI가 맡아서 독립적으로

원장과 함께, 누가 섭외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외에서

운영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CI를 한글로 어떻

제 전공 분야 저명하신 학자분들께서 일부러 시간을 내

게 표시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견 정리가 되지 않아서 한

어 서울에 오셨고, 국내에서도 제 분야 여러 원로 교수님

글 명칭은 없습니다.

들께서 참여하셔서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공개 심
포지엄, 비공개 발표 평가 등 엄정한 심사 과정을 거쳐 제

기초과학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CI는 "소규모 연구그

도 시행 첫 해에 CI로 선정되어 매우 영광이고 귀중한 시

룹을 구성하여 기초과학분야의 모험적이며 창의적인 연

간을 내어서 과정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게

구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젊은 연구자"라고 정의

생각합니다.

하며, 이러한 지원을 통하여 "세계적 연구기관의 연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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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및 계산 과학 연구단

첫 번째 목표를 위해서 현재는 연구진을 뽑는 작업을 진

제도 첫 해인 2018년에는 총 3명의 CI가 선정되었습니

행하고 있습니다. 초기인만큼 주로 저의 관심분야에 가

다. 그 중 데이터 사이언스 그룹을 구성한 KAIST 전산학

까우면서도 우수한 연구자들을 뽑고자 노력하고 있습니

부 차미영 교수와 제가 수학 분야로 선정되었고, KAIST

다.

의과학대학원의 김호민 교수는 생물 분야로 선정되었
습니다. 김호민 교수는 혼자 속할 PRC 연구단의 이름을

첫 박사후 연구원을 뽑는 공고는 2018년 12월 중순이

"바이오분자 및 세포 구조 연구단"이라는 이름으로 만

지원 마감이었는데, 짧은 홍보기간에도 불구하고 국내

들었습니다. 저와 차미영 교수는 여러 논의를 거쳐 "수

외 많은 분들이 지원해주셨습니다. 서류 전형과 면접 전

리 및 계산 과학 연구단"(Center for Mathematical and

형을 거쳐 최종으로 3명의 연구자에게 오퍼를 보냈습니

Computational Sciences)라는 이름으로 PRC 연구단 이름

다. 고맙게도 세 명 모두 오퍼를 수락하였습니다. 3명 중

을 정하였습니다.

1명은 한국인으로 조합적 최적화를 전공하였으며 기초
과학연구원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하면서 박사후

행정 업무를 위해서 본원 행정인력 중에서 파견받은 행

연구원을 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2명은 극단적 조합론

정인력을 두 PRC 연구단이 공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extremal combinatorics)를 전공한 미국인과 인도인인데

원래 두 명이 배정되었으나 최근 한 분이 늘어나 총 세 분

둘 다 모두 그 분야에서 유명한 헝가리에서 박사 학위를

의 행정인력이 3명의 CI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3명 모두 개인 사정상 여름

로 채용이 진행되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수리 및 계산 과학 연구단은 기초과학연구원 본원의 이

현재 4월 중순 마감으로 2차 모집 공고가 나갔습니다. 예

론동 2층을 배정받았습니다.

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두세 명을 뽑을 예정입니다.

이산수학그룹

출범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 2019년 3월말까지 4

이번에 시작한 연구그룹은 이산수학그룹, 영어로

건의 Discrete Math Seminar를 개최하였습니다. 관심 있

Discrete Mathematics Group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는 분들께서는 얼마든지 오셔서 강연을 들으실 수 있으

약자로는 DIMAG이라고 정하였는데, DIMAG이 마침 힌

며, 제게 연락하시면 세미나 공지를 이메일로 받으실 수

디어로 두뇌라고 합니다. 홈페이지는 https://dimag.ibs.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re.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워크샵이었던 "2019-1 IBS Workshop on Graph

이 글을 부탁받고 가장 먼저 한 고민은 아직 연구진이 갖

Theory"는 이화여대 김연진 박사와 공동주관으로 2월 11

추어지지 않은 연구그룹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는 걱정

일부터 12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국내

이었습니다. 아직 이산수학그룹이 시작된 지 몇 달 되지

3명의 연사와 함께 체코, 헝가리, 미국에서 온 세 명의 연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가 연구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올 여름 인천에서 열
리는 조합론 학술대회도 공동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이산수학그룹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하였습니다.
한편 올해 프랑스 CNRS의 김은정 박사와 함께, 7월 말

16

• 이산수학, 그래프 이론 및 알고리듬 분야 분야의 세계

부터 3주동안 "2019 IBS Summer Research Program on

적 연구를 수행

Algorithms and Complexity in Discrete Structures"라는

• 국내외 관련 분야 연구자들과의 협력 연구 촉진

이름의 여름 연구 프로그램을 개최합니다. 총 3주 동안

• 관련 분야 세미나, 워크샵, 학회, 스쿨 등을 적극적으로

관심사가 비슷한 연구자들이 기초과학연구원에 모여서

조직하여 연구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아이디어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려고 하며, 현재까지 14명의 해

나누며 미래 연구자들의 성장을 도움

외 학자들이 2~3주씩 참가하겠다고 밝혀온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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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가을에 해외에서 연구년을 이산수학그룹으로 오겠다

기초과학연구원 본원에는 과학문화센터라는 부속건물이

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

있습니다. 거기에는 큰 학회를 개최할 수 있는 강당 뿐 아

분들 중에도 1월에 이산수학그룹에 1주일 이상 방문하셔

니라 여러 작은 강의실도 많이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학

서 연구하신 분도 계십니다. 이산수학그룹에 방문하셔서

기 중에는 강의 때문에 강의실 대여가 어려운데, 여기서

연구하시고 싶다면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산수학그

는 강의가 없으므로 그러한 행사 개최가 좀더 쉽습니다.

룹이 내부 인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에, 적극적으로 활
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환경
기초과학연구원 본원은 대전의 옛 엑스포과학공원 부지
에 지어졌습니다. 바로 동쪽에 한빛탑이 있으며 한빛탑을
지나서 걸어가면 롯데시티호텔, ICC 호텔, 대덕특구게스
트하우스 등 방문자들을 위한 숙박시설이 충분히 있습니
다. 바로 서쪽에는 현재 신세계 백화점 및 특급 호텔이 포
함된 지상 43층의 신세계 사이언스 콤플렉스가 2021년 준
공 예정으로 공사중입니다. 본원 건물에서 북쪽 방향에는
기초과학연구원의 게스트하우스 및 기숙사 형태의 숙소

당부말씀

가 있어서 연구원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산수학그룹의 모든 활동은 이산수학그룹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세미나나 워크샵이 있으

기초과학연구원의 본원 건물은 2017년 말에 준공되었습

면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니다. 그런 까닭에 제가 들어오던 12월 초까지도 이론동 2

현재까지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건물에 출근하는 수학 박

층 전체는 방문 달린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해도

사는 저 뿐입니다. 현재 저를 제외하면, KAIST 소속 제 대

과언이 아닙니다. 한달동안 엄청난 노력 끝에 수학자라

학원생 3명과 KAIST 소속 그래프이론 전공 박사후 연구원

면 누구나 부러워할 환경을 어느 정도 구축할 수 있었습

이 이산수학그룹의 연구실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

니다. 기초과학연구원에서 Annals of Mathematics와 같은

다.

수학 저널이나 미국수학회 MathSciNet을 인터넷을 통해

물리 분야의 경우 이론물리 분야 연구단 2개가 이론동 3

접속할 수 있게 된 것도 작년에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층의 절반, 4층의 절반을 쓰고 있고 실험 분야도 있습니

이론동 2층에 위치한 커다란 칠판을 설치한 두 강의실에

다. 물리 분야 이론 연구단들은 서로 티타임도 돌아가면

는 각각 동영상 촬영 장비를 설치하였습니다. 연사가 동

서 하고 물리 분야 콜로퀴엄도 개최하는데, 수학은 아직

의하는 경우 세미나 영상을 촬영하여 이산수학그룹 홈페

기초과학연구원 내에 사람이 적어서 그럴 형편이 되지 못

이지 및 유투브에서 볼 수 있도록 올리고 있습니다.

합니다.
2019년에도 두 번째로 연구단장과 CI를 뽑는다는 공고가

수학 연구자들이 작은 그룹이나 큰 그룹으로 모여서 연

나왔고 마감이 이미 끝난 상황입니다. 하나의 PRC 연구단

구 토의를 할 수 있는 토론실이 작은 것 2개 큰 것 1개가

에 5명의 CI까지 선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초과학연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 중 큰 것에는 3면 벽이 모두 유리

구원 본원 이론동 2층에는 아직 빈 공간이 많이 있고, 앞

보드로 되어 있어서 넓은 보드 공간을 사용하며 연구에

으로 오실 분들은 이미 연구환경이 어느 정도 구축되어서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연구원들과 방문자들이 사용할

저보다 쉽게 시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수학자들

수 있는 연구실을 여럿 구축하였습니다.

이 기초과학연구원으로 옮겨오시거나 방문하셔서 자유
롭게 연구에 몰입하며 함께 지낼 수 있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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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ying influence function to various neural network models
Abstract

Experiment Result Ⅰ

Experiment Result Ⅱ

In this study, we applied influence function to

It is well known that cat image is hard to classify

By using the result of 1st experiment, we exclude

various deep learning models. Despite of its
difficulty, the importance of explaining black-box

compare to other simple natural image class. So we
do experiment work on cat image. We choose a cat

the most influential top-7 train image in cifar-10.
The result is shown below. However, the difference

prediction attracts massive attention, because, to

image from cifar-10 and snake image from cifar100, and summarize the result of models as below.

is not as much as we expected. It might be the
result of pre-trained weights.

apply real task and service, explaining black-box
prediction is an essential step. We show how five
CNN-based deep learning models react with
influence function trained by cifar-10 and cifar-100

Note that we use pre-trained model in order to
check the effect of direct poisoning attack to train
data.

to show how each model output its useful train
data for certain class. Finally, we remove the most
influential top-7 train data in cifar-10, and see how
the confidence of the particular class is changed.

Main Objectives

cifar-10

VGG16

VGG19

Conclusions

1. Develop the loss function of the models using
influence function.
2. Calculate and select models’ the most influential
top-7 train data.
3. Compare the final accuracy after excluding the
train data.

Loss function based on
Influence function

According to Pang Wei Koh[1], this application is
very rough application of influence function to
black-box models. We first apply the function to
models, then we only can assume that models not
very likely to break theoretical condition and
empirically and methodologically improve models .
General optimal parameter is:
𝜃𝜃 ≝ 𝑎𝑎𝑎𝑎𝑎𝑎𝑎𝑎𝑎𝑎𝑎𝑎𝜃𝜃∈Θ

1
𝑛𝑛

𝑛𝑛
𝑖𝑖=1 𝐿𝐿(𝑧𝑧𝑖𝑖 , 𝜃𝜃)

If certain train data should be upweighted:
𝜃𝜃 ≝ 𝑎𝑎𝑎𝑎𝑎𝑎𝑎𝑎𝑎𝑎𝑎𝑎𝜃𝜃∈Θ

1
𝑛𝑛

𝑛𝑛
𝑖𝑖=1 𝐿𝐿(𝑧𝑧𝑖𝑖 , 𝜃𝜃)

+ 𝜖𝜖

𝑗𝑗 𝐿𝐿

𝑧𝑧𝑗𝑗 , 𝜃𝜃

To exclude data, 𝜖𝜖 = −1/n.
Our loss function has to be changed, since we apply
influence function to models.
𝐿𝐿𝑢𝑢𝑢𝑢,𝑖𝑖𝑖𝑖 ≝

𝑑𝑑 𝜃𝜃𝜖𝜖.𝑧𝑧
𝑑𝑑𝜖𝜖

𝐻𝐻𝜃𝜃 =

= −𝐻𝐻𝜃𝜃 −1 𝛻𝛻𝜃𝜃 𝐿𝐿 𝑧𝑧, 𝜃𝜃

𝜖𝜖=0
1
𝛻𝛻𝜃𝜃 2 𝐿𝐿
𝑛𝑛

𝑧𝑧, 𝜃𝜃

Smoothing can solve non-derivative loss problem.
Finally, we get loss function which measure how
upweighted train data z changes parameters:
𝐿𝐿𝑢𝑢𝑢𝑢,𝑝𝑝𝑝𝑝𝑝𝑝𝑝𝑝𝑝𝑝 ≝

𝑑𝑑𝑑𝑑 𝑧𝑧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 ,𝜃𝜃𝜖𝜖,𝑧𝑧

= 𝛻𝛻𝜃𝜃 𝐿𝐿 𝑧𝑧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 , 𝜃𝜃

𝑑𝑑𝜖𝜖

= −𝛻𝛻𝜃𝜃 𝐿𝐿 𝑧𝑧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 , 𝜃𝜃

𝜖𝜖=0

𝑇𝑇 𝑑𝑑𝜃𝜃𝜖𝜖.𝑧𝑧
𝑑𝑑𝜖𝜖 𝜖𝜖=0
𝑇𝑇
𝐻𝐻𝜃𝜃 −1 𝛻𝛻𝜃𝜃 𝐿𝐿

𝑧𝑧, 𝜃𝜃

We have experimented methodology proposed by
ResNet-50

Inception_v3

Xception

Pang Wei Koh[1] using 5 different CNN-based deep
learning models. Although there is no huge
difference both in 1st and 2nd experiments, yet we
observe that influence function in loss function of
neural network works. We conclude and analysis

cifar-100

VGG16

VGG19

our experiment results as follows :
1. It shows the efficiency of influence function in
various models.
2. Models are pre-trained by ImageNet, which is

ResNet-50

Inception_v3

Xception

Because of spatial limit, we only show the top
image of each model for predicting given images.
We choose simple cat image from cifar-10 to check
whether models catch facial feature of cat or not,
and morphologically complex snake image from
cifar-100 to check performance on shape feature.
For snake class, there are only 500 images, however,
we still find that influence function works
According to Pang Wei Koh[1], the result might be
conspicuously different if we compare RBF-SVM(or
other rule-based machine learning algorithms) and
Inception v3 network. It is because SVM model
focus on boundary mostly, while deep learning
model usually focus on high-dimension feature on
their head module.
Train condition is described below.
* optimizer: Nesterov Accelerate Gradient(NAG)
* batch size: 32
* Loss function: Categorical Cross Entropy Loss
* Epoch : 100

more powerful than cifar. It may result in little
difference in experiments.
3. Excluding train data by using influence function
is more logical method than randomly choosing
train data to be excluded. It also allows to check
amount of data required by each model roughly.
4. To refine train data, we can define a new class
which interrupts train model to classify some
classes as acting as cross section of them.

Future work
We are planning to try combining machine learning
algorithm, traditional possibility theory with deep
learning model. The purpose of our future work is
finding out the most useful train data for our
industrial projects, and refine our dataset, which is
usually very noisy, to train model better and more
efficiently. We will expand our insights in this study
to real task image data from industry, such as tem
image and touch panel display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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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of tumor-associated neutrophils in regulation of tumor growth in lung cancer
건국대학교
이동구
development : A mathematical model

Donggu Lee
Role of N1/N2
neutrophils in regulation of tumor growth in lung
Konkuk University
donggu9211@gmail.com
cancer
With Yangjin Kim1,2,†, Junho Lee1, Seongwon Lee3, Sean Lawler5

Neutrophils display rapid and potent innate immune responses in
various diseases. Tumor-associated neutrophils (TANs) however
either induce or overcome immunosuppressive functions of the
tumor microenvironment through complex tumor-stroma crosstalk.
We developed a mathematical model to address the question of
how phenotypic alterations between tumor suppressive N1 TANS,
and tumor promoting N2 TANs affect nonlinear tumor growth in a
complex tumor microenvironment. The model provides a visual
display of the complex behavior of populations of TANs and tumors
in response to various TGF-beta and IFN-beta stimuli. In addition,
the effect of anti-tumor drug administration is incorporated in the
model in an effort to achieve optimal anti-tumor efficacy. The
simulation results from the mathematical model were in good
agreement with experimental data. We found that the N2-to-N1
ratio (N21R) index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aggressive tumor
growth, suggesting that this may be a good prognostic factor. We
also found that the antitumor efficacy increases when the relative
ratio (Dap) of delayed apoptotic cell death of N1 and N2 TANs is
either very small or relatively large, providing a basis for
therapeutically targeting prometastatic N2 TANs.

1 Department of Mathematics, Konkuk University, Seoul, 143-701, Republic of Korea
2 Mathematical Biosciences Institute, Ohio State University, Columbus, OH 43210, USA
3 Division of Mathematical Models, National Institute for Mathematical Sciences, Daejeon, Republic of Korea
4 Department of Neurosurgery, Brigham and Womens Hospital & Harvard Medical School, Boston MA 02115, USA
† This work was supported by 2014 Faculty research grant at Konkuk University, South Korea

3. Therapeutic effect of IFN-𝜷𝜷

-result

𝑁𝑁𝑆𝑆

𝑑𝑑𝑑𝑑
=  𝑆𝑆𝑠𝑠 𝐽𝐽 𝑡𝑡𝑖𝑖,𝑡𝑡𝑖𝑖+ℎ𝑑𝑑 − 𝜇𝜇𝑆𝑆 𝑆𝑆
𝑑𝑑𝑑𝑑
𝑖𝑖=1

1. Materials and Methods

Therapeutic effect of IFN-𝛽𝛽 on tumor growth.
C(t): Tumor-helping Th17-Trsgs-N2 module
I(t) : Tumor-killing immune system molecules(IL-12,N1,CD8+T cells)
𝜆𝜆: Signaling from Cancer-induced IL-6 to ‘C’
𝐺𝐺 : Signaling from Cancer-induced TGF-β

𝑆𝑆 : Signaling from Cancer-inhibited IFN-β

𝑑𝑑𝑇𝑇
𝐶𝐶
𝑇𝑇
= 𝑟𝑟 1 +
𝑇𝑇 1 −
𝑑𝑑𝑑𝑑
𝐾𝐾 + 𝛾𝛾𝐼𝐼
𝑇𝑇0
𝑑𝑑𝑑𝑑
𝑘𝑘1
− 𝐶𝐶
= 𝜆𝜆 + 𝐺𝐺 + 2
𝑑𝑑𝑑𝑑
𝑘𝑘3 + 𝛼𝛼𝐼𝐼 2
𝑑𝑑𝑑𝑑
𝑘𝑘1
− 𝜇𝜇𝐼𝐼
= 𝑆𝑆 + 2
𝑑𝑑𝑑𝑑
𝑘𝑘4 + 𝛽𝛽𝐶𝐶 2

4. Therapeutic effect of TGF-𝜷𝜷 inhibitor
and IFN-𝜷𝜷
𝑑𝑑𝐺𝐺
𝑑𝑑𝑑𝑑

= 𝐺𝐺𝑠𝑠 − 𝜇𝜇𝐺𝐺 𝐺𝐺 − 𝛾𝛾𝐿𝐿 𝐿𝐿𝐿𝐿,
𝑁𝑁𝐿𝐿

𝑑𝑑𝑑𝑑
=  𝐿𝐿𝑠𝑠 𝐽𝐽 𝑡𝑡𝑖𝑖,𝑡𝑡𝑖𝑖+ℎ𝑑𝑑 − 𝜇𝜇𝐿𝐿 𝐿𝐿
𝑑𝑑𝑑𝑑
𝑖𝑖=1
𝑁𝑁𝑆𝑆

𝑑𝑑𝑑𝑑
=  𝑆𝑆𝑠𝑠 𝐽𝐽 𝑡𝑡𝑖𝑖,𝑡𝑡𝑖𝑖+ℎ𝑑𝑑 − 𝜇𝜇𝑆𝑆 𝑆𝑆
𝑑𝑑𝑑𝑑
𝑖𝑖=1

6. Conclusions

Bifurcation diagram. High and low TGF-𝛽𝛽 signals (𝐺𝐺) provide an on-off
switch of N2 activation. Y-axis is steady state of levels of the N2 and
N1 complex modules. 𝑊𝑊𝐺𝐺 = 𝐺𝐺 𝑚𝑚 , 𝐺𝐺 𝑀𝑀 =a window of bi-stability.

Therapeutic effect of a combination therapy (TGF-𝛽𝛽 inhibitor +
IFN-𝛽𝛽) on tumor growth.

5. PDE Model
𝑑𝑑𝑑𝑑
𝐷𝐷𝑇𝑇
𝐶𝐶
𝑇𝑇
∇𝑇𝑇 + 𝑟𝑟 1 +
=∇∙
𝑇𝑇 1 −
𝐾𝐾𝑐𝑐 + 𝛾𝛾𝐼𝐼
𝑑𝑑𝑡𝑡
𝐾𝐾 + 𝛾𝛾𝐼𝐼
𝑇𝑇0
𝑑𝑑𝑑𝑑
𝑘𝑘1
− 𝐶𝐶
= 𝜆𝜆 + 𝐺𝐺 + 2
𝑑𝑑𝑑𝑑
𝑘𝑘3 + 𝛼𝛼𝐼𝐼2
𝑑𝑑𝑑𝑑
𝑘𝑘1
− 𝜇𝜇𝐼𝐼
= 𝑆𝑆 + 2
𝑑𝑑𝑑𝑑
𝑘𝑘4 + 𝛽𝛽𝐶𝐶 2

We introduce the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s of tumor volume(T)
and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s of N2 complex and N1 complex.
N1 complex (𝐼𝐼) inhibits cancer spread

Effect of fluctuating TGF-𝛽𝛽 on tumor growth.

𝐷𝐷𝐶𝐶 is diffusion coefficient of tumor volume. 𝐷𝐷𝐶𝐶 = 3.6 × 10−6

Lung cancer is now a huge problem in South Korea and becoming
the number one killer in the country. In
a lung cancer
development, immune cells play a major role in regulation of
cancer invasion through the complex interactions between a lung
tumor and immune cells such as N1 and N2 neutrophil, T helper
cell (Th1, Th2, Th17), Tregs, and other T cells. The phenotypic
changes between N1 and N2 may mediate the complex clinical
outcomes. We showed that the system shows the bi-stability
behaviors in response to high and low signaling strength TGF𝛽𝛽,IFN-𝛽𝛽, meaning that dynamic switching between N1 and N2 may
occur in response to fluctuating microenvironmental cues. Of
course, those bi-stability can be further perturbed by movement
of the cancer cells and reacting immune cells. Based on the TGF-𝛽𝛽
signaling strength and other factors, we can characterize the
system into either tumorigenic or anti-tumorigenic phenotypes. A
drug of TGF- 𝛽𝛽 inhibitor treatment can push the one stable
tumorigenic steady state to another anti-tumorigenic steady state.
Similarly, a drug of IFN- 𝛽𝛽 treatment can push the one stable
tumorigenic steady state to another anti-tumorigenic steady state.
But drug overdose is harmful to the body, so we find the
appropriate amount and frequency. This may imply that there may
be other players in the system in regulation of the up or downregulation of genes responsible for cancer invasion. The
introduction of TGF-𝛽𝛽 in temporal-spatial domain would allow us to
investigate the detailed dynamics of this critical invasion triggering
behaviors in lung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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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Results and discussion

• To develop a framework for uncertainty quantification (UQ) analysis in electrical
impedance tomography (EIT) conductivity reconstruction combining UQ and EIT
techniques.

• PCE validation The uncertain measurement errors are assumed to be normal distributions with zero mean.

Numerical simulations
• Forward model: complete electrode model


in Ω
∇ · σ∇uσj = 0


on ∂Ω \ ∪N
σ∇uσj · n = 0
i εi



σ
σ∇uj · n = 0
for i ∈ {1, 2, . . . , N } \ {j, j + 1}
εi


on εi for i = 1, 2, . . . , N
uσj + zi σ∇uσj · n = Uij






σ∇uσj · nds = I = −
σ∇uσj · nds
εj

(1)

εj+1

– uσj : the electrical potential distribution corresponding to the j-th injection current; σ: conductivity field; n: outward unit normal vector on ∂Ω.
– Uij : the voltage on εi subject to j-th injection current.
– zi: the contact impedance of the i-th electrode εi.
• Inverse solver: Tickhonov regularized least-squares method
σrec = argmin||Sσ − V ||2 + α||Lσ||2

– α: the regularization parameter.
– L is used to penalize a measure of the roughness of σ.
– S: the sensitivity matrix given by pre-calculation.
• Measurement error and shape detection index
Uncertain measured data due to position error p and device error

– Results are calculated for a set of randomly generated measurement errors.
• GSA for reconstructed conductivity in a circle domain

(2)

(a) Contrast index
m
i :

j
Ũij = (1 + m
i )Ûi
r̃i = ri + p∆r
Ûij = uj (r̃i),

– Ũij : uncertain measured potential on εi subject to the j-th injection current.
– Ûij : uncertain potential due to the position error.
Shape detection indices:
N
N
1
Dσi
1  disi
,
SI =
.
CI = N i=1
CL
N i=1 ra

(b) Similarity index

– Most influential factors are found at the electrodes close to the anomaly.
(3)

• GSA for reconstructed conductivity in a body-like domain

(3)

– CI: contrast index measuring the contrast between the inclusion and background; Dσi = max{ dσ
dli }: local maximum line derivative.
– SI: similarity index measuring the geometry similarity between the anamoly and
detected shape; disi: distance between the reconstructed shape and the surface
of the anomaly; CL and ra are selected constants.
– Success reconstruction: CI > 1.2.
– Reconstruction quality: smaller SI, better reconstruction.
• Example of a EIT measurement configuration and illustration of detection index
(a) Contrast index of left anomaly

• Polynomial chaos expansion (PCE) and variance based sensitivity analysis
PCE (Ghanem and Spanos, 1991; Xiu and Karniadakis, 2002):
σ̃m() =

K
m −1


cm
k Ψk (ξ),

i

=

k=0

K
i −1


αlmΨl (ξ),

for m = 1, . . . , M, i = 1, . . . , 16

l=0

– Ψk : polynomial basis; Km = (p + d)!/p!d!: truncation term
– cm
k : deterministic coefficients for the PCE of m element conductivity.
Global sensitivity analysis (GSA) with Sobol indices (Sobol, 1993):
Sobol’ decomposition:
D=

i=n

i=1

Sobol’ indices:

Si1,...,is =

Di +

i=n−1


Di,j +

1≤i≤j≤n

Di1,...,is
,
D

i=n

i=1

i=n−2


1≤i≤j≤k≤n

Si +

i=n−1


1≤i≤j≤n

Di,j,k + · · · + D1,2,...,n.

Si,j + · · · + S1,2,...,n = 1.

– Sobol’ indices indicate the contribution of the uncertain parameters to the uncertainty of a model response.

(b) Similarity index of left anomaly

(c) Contrast index of right anomaly (d) Similarity index of right anomaly
– Most influential factors are found at the electrodes close to the considered
anomaly.
– Device errors have comparable contribution to the uncertainty of CI to those of
position error.

Conclusions
• The proposed framework is able to quantify the uncertainties in EIT conductivity
reconstruction.
• The most influential measurement errors are centered around the considered
anoma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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