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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회장 인사

초시대를 맞이하는 KSIAM

KSIAM 부회장 박은재(교수, 연세대학교 계산과학공학과)

바야흐로 초지능, 초연결, 초융합으로 표현되는 초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수학
과 공학 및 고차원 계산 알고리즘이 어느 때보다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인공지능시
대에는 데이터(Data)-정보(Information)-지식(Knowledge)-지혜(Wisdom)의 단계로
이루어진 지식의 피라미드가 큰 역할을 합니다. 데이터를 가공하여 정보를 계산하
고, 정보에 기반하여 지식을 만들어 내고, 이로부터 지혜를 얻는 과정이 지식의 피
라미드임을 상기시켜 볼 때 산업응용수학은 빅데이터가 일상화된 4차산업혁명시
대에 더욱 필요한 분야입니다. 돌이켜 보니 수학과 공학이 만나 탄생한 한국산업응
용수학회(KSIAM)는 1997년 가을부터 시작된 응용수학포럼(Applied Mathematics
Forum)과 한국산업정보응용수학회(KSIAM)가 2004년 가을 하나의 학회로 통합되어 현재 약 600여명의 회원
이 활동하는 큰 학회가 되었습니다. 2017년 창간이후 매년 2회 발간되는 소식지는 매번 다양한 읽을거리와
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KSIAM 소식지에는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 소장이신 서강대학교 정순영 교
수의 산학연 인물 인터뷰, KSIAM 저널논문상을 수상하신 강원대학교 김광연 교수와 KSIAM 신진 연구자 우
수논문상을 수상한 서울대학교 유호준 학생의 수상자칼럼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술분과 소개란에 서울
대학교의 하승열 교수께서 국내 편미분 방정식(집단현상 수학적 모델링)에 대하여 소개해주셨습니다. 1997
년 창간된 학술지(Journal of KSIAM)는 2007년 한국연구재단의 Korea Citation Index(KCI)에 등재되었고, 지속
적인 발전에 힘입어 2017년 Clarivate Analytics사의 Emerging Sources Citation Index(ESCI)에 선정되어, SCI급
저널등재에 한 발짝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회장단 및 이사진을 중심으로 국제적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논문
투고 및 Special Issue 발간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여러분의 우수한 논문 투고 등 많은 관심
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대의 청년기를 보내고 있는 KSIAM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국제학회 유치를 비롯
한 다양한 활동으로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학회가 되도록 더욱 힘쓸 것입니다.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
을 부탁드립니다.

Korean Society and Industry Advance with Mathe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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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이 기초학문을 넘어서 전체 국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학문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정순영 소장
대담 : 이병준(교수, 가톨릭대학교)

“현재 수학은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기회를 놓친다면
향후 수학이 암흑기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학과 산업
수학을 같이 육성하는 아이디어들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
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학 학부 과정에서부터 인력양성 체계를 갖추
는 것입니다. 즉, 수학과 산업수학을 연계해서 가르칠 수 있는 학제를 만
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2019년 10월 7일 오후 3시, Discrete PDE를 전공한 수학자이자 현재는 국
가수리과학연구소 소장을 역임하고 있는 정순영 소장을 국가수리과학연
구소 소장실에서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Q. 간단한 자기소개와 현재 자리까지 오시게 된 과정들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저는 올해 34년차 교수이고, 교수로써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 생각
하며 지내왔습니다. 학자로써 초기에는 초함수론, 즉 Distribution Theory를 공부했었습니다. 그 분야는 우리나라에
없던 새로운 영역이고 이를 한국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초함수론의 특성상 너무 이론적인
부분이 있었고 Linear PDE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서 연구 방향을 Nonlinear PDE 쪽으로 전환을 했고, 기존의 사람
들과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해보자는 생각으로 Discrete PDE를 개척했습니다.
연구 이외에도 수학자로 살면서 10년 가까이 대한수학회 사업이사, 재무이사, 부회장 등 정책 연구 일들을 할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제 연구 영역을 벗어나서 수학을 전체적으로 바라볼 기회가 있었고, 좀 더
나아가서는 수학 밖에서 수학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 2007년에 수
학자로써는 처음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수리과학단장을 역임하게 되었습니다. 수리과학단장이라는 자리는 수학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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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자연과학의 모든 분야의 연구비와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는 자리이고, 이 자리를 통해 수학 밖의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후, 여러 가지 정책, 행정, 연구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수학을 위해서 언제든 헌신
할 자세를 가지고 꾸준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Q. 현재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소장직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소장직을 결정하시게 된 계기와 교수일 때와의 생활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A.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경험한 대한수학회, 연구재단에서의 업무, 또 학교에서의 행정 등의 일은 보통 학자와는
다른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저는 수학을 한 번도 놓아본 적이 없습니다. “행정을 하면서 수학적 역량이 부
족한 것은 의미가 없다”가 저의 기본적인 철학이어서 행정 관련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연구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는
도중 자연스럽게 수학 밖의 세상과 접하면서 수학이라는 학문이 한국의 과학기술사회에서 얼마나 작은 부분이고 기
초 학문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쯤 국가수리과학연구소가 설립하려던
참이었고 저는 연구소의 운영, 설립, 정책 연구와 관련된 대부분의 활동에 관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설립된 지 10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구소의 예산과 인력의 규모, 위상이 축소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더 나이가 들기
전 한국 수학의 발전을 위해 연구소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해보겠다는 일념 하에 소장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소장과 교수와의 차이는 소위 자유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연구의 자유, 행동의 자유, 발언의 자유 모든 부분에 있
어서는 대학이 훨씬 자유롭습니다. 대학에 비해서 여기는 군대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웃음). 하지만, 이 자리가 소장
이라는 자리고 우리 기관을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많은 권한이 주어집니다. 대학에서는 사실 총장이나 학장이
결정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에 비해 연구소의 소장은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상대적으로 큰 편입니다. 그러
나 거기에 대응하는 무한 책임을 져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장일단이 있고, 대학에서보다 2~3배 정신적으로 힘
든 것 같습니다. 사업 및 사람의 관리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집중해야 합니다. 정신적 부담이 많은 부분은 사
실입니다.

Q. 소장님의 전공은 네트워크 위에서의 물리적 현상을 Discrete p-Laplacian을 통해 모델링하고 분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연구들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A. 저의 소개에서 말씀드렸듯이 저의 최근 연구는 Discrete PDE와 관련된 연구입니다. Discrete PDE의 기본인
Discrete Derivative는 이미 알려져 있었고, 특히 경제학에서는 도메인이 다 Discrete이고 Marginal Derivative와 같은
개념이 널리 쓰이고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물리에서도 이미 이런 개념을 쓰고 있었습니다. 유한개의 입자나 유한
개의 질량을 가진 물체들이 서로 작용하면 움직일 때 그것들을 움직이는 Dynamics가 바로 Discrete 센스로 구성되
고, 그것들이 어떤 역할들을 갖는다면 Laplacian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역시 물리학에서 사용되고 있었습니
다. 이 개념을 자연스럽게 Elliptic, Parabolic, Hyperbolic PDE에 대해서 확장할 수 있을까 하는 아이디어가 제 연구의
출발점입니다. 다만 문제는, Derivative는 연속 공간에서는 하나뿐이지만 Discrete 공간에서는 미분이 여러 개를 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미 잘 알려진 Continuous 공간에서의 편미분 방정식을 Discrete 공
간으로 해석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한 Discrete PDE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두 가지 목적을 가집니다.
하나는 Discrete한 현상들을 전통적으로 연속적으로 바꿔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Continuous
PDE를 수치해석이라는 방법으로 Discrete하게 바꿔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쫓아가
보자는 생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즉, Discrete PDE를 먼저 셋업하고 이것을 Continuous PDE와 연결시키는 일
을 진행했습니다. 제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Discrete한 현상들의 직접적인 모델링과 Continuous PDE에서 안 풀린
문제들을 Discrete하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좋은 점은 Continuous PDE에서 해석이 안 되었던 현상
을 Discrete PDE를 통해 해석이 가능하고 Conjecture를 만들기가 쉽다는 점입니다. 저의 최근 연구들은 Continu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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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E에서 Open Problem으로 남아있던 문제들을 Discrete PDE를 통해 해결한 연구들입니다.

Q. 요새 어떤 분야에서든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가 대세입니다. 소장님께서 취임하신 후 국가수리
과학연구소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A. 사실은 연구소를 넘어서 4차 산업혁명은 수학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주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지금 그 테두리
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수학계는 이러한 흐름에 대비해 준비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좋
은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수학이 차지하지 못하고 다른 분야에서 대부분 차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에 정부에서도 AI 전문 인력의 육성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AI 전문 대학원을 3군데를 만들었는데, 수학과 인원이
한명도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2016년도부터 대한수학회와 우리 연구소, 그리고 과기부가 100억의 예산으로 산업수학 생태계
를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연구소는 전임 소장이 산업수학이라는 것을 받아들였고, 저 역시 그 방향이 맞
다고 생각이 되서 산업수학을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현재 우리의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연구소에서는 두 가지로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고리
즘의 개발입니다. 컴퓨터공학, 전자공학에서 얘기하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의 툴을 직접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
이지만, 좀 더 수학적 방법을 써서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드는, 좀 더 깊이있는 접근을 해보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
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연구소의 강점인 의료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많다는 것을 활용한 “의
료수학”입니다. 의료 데이터는 4차 산업시대에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인력들을 어떻게 융합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의료수학”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주제를 우리 연구소에서 작년에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올해 정
부로부터 10억짜리 사업을 수주 받았고, 그 예산을 통해 우리 연구소 직원들과 의과대학 교수들이 데이터를 통해 의
료관련 보조 지표, 진단 지표, 영상 개선 등과 같은 업무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업수학은 단순히 연구실에 앉아서 산업수학을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산업수학은 문
제의 근원이 산업에서 나오지만 수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결국은 수학 논문으로 결과가 나오는 이런 의미의 산업
수학이 대부분입니다. 이 외에도 일부 연구소에는 문제를 직접 해결해서 기업에 기여하고 수익을 올리는 의미의 산
업수학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 두 가지의 중간 정도 의미의 산업수학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체
연구원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문제를 해결해주는 일들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
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수요가 의료수학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의료 수학의 경우, 거대한 수요에 발맞춰
부산에 의료수학센터를 2023년에 오픈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 연구소 입장에서
도 큰 발전이기는 하지만 기초 학문인 수학인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새로운 발전 모델
을 제시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우리 연구소뿐만 아니라 수학 전반에서 하루 빨리 이런 움직임에 동참해서 수
혜를 받은 기업 또는 국민들로 하여금 입시과목으로써의 수학이 아닌 실제 사회에 기여하는 수학으로 인식되는 계
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이번 질문은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바쁘신 와중에 여가로 즐기시는 취미가 있을까요?

A. 저는 원래 평생 동안 하는 취미가 하나 있는데 바로 운동입니다. 대학시절 운동부에 있었고, 대학 교수로 있으면
서도 특히 테니스를 25년 쳤습니다. 그 외의 운동도 공부 못지않게 좋아합니다. 항상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운동
을 하고, 운동을 통해 제 머리를 맑게 하는 카타르시스를 즐기는 것이 제 삶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지금은 운동을 하
기도 하지만 운동을 조금씩 줄이고, 남이 하는 운동을 보고 즐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현실적으로 시간이 많지 않아
서, 퇴근길에 근처 공원에서 조깅을 하면서 야구 경기 중계를 들으면서 달리곤 합니다(웃음).
운동 외에 또 하나 중요한 취미 생활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수학 계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수학 문제가 안 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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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어떤 내 앞에 닥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당장 해결할 수 있다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겠죠. 그러나 그것이 쉽
지 않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가 있을 때는 한발 물러서서 차분하게 돌아보는 기회가 있어야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머리를 비우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머리를 비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학 계
산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보통 수학 문제를 많이 푸는데 그냥 아무 수학 문제나 가져다놓고 수학 계산을 합니다. 물
론 문제를 풀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수학 계산에서는 결과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계산에만 몰입하게 되거든요. 수학이라고 하는 것도 정신 수양의 중요한 한 도구라고 생각됩
니다(웃음).

Q. 2007년부터 2년간 한국연구재단 수리과학단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때 가장 기억나는 일과 연구재단에서의
수학의 위상 변화에 대한 의견 듣고 싶습니다.

A. 다른 학문과는 다르게 연구재단은 수학을 하는 학자들이 연구비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
닙니다. 그런데 연구비 체제를 만드는 초창기에 수학하는 사람들이 전혀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수리과
학단장은 물리학과 분들께서 많이 맡으셨고, 그분들의 작은 배려 속에 수학자들이 혜택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
한 것들은 제가 대한수학회 활동을 하면서 깨달은 것들입니다. 당시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던 민경찬 교수님께서
강력하게 추천해주셔서 처음 단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수리과학단장이 되었을 때 연구재단에서 굉장히 두려워했습
니다. 수학하는 사람들이 오면 고집이 세고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은 편견 때문이었죠. 제가 아마 연구재단에서 수
학을 대변했다면 가장 큰 공헌은 아마도 수학하는 사람은 평범하고 합리적이라는 인식을 심어준 것이라고 생각합니
다. 그 과정 중에 수학 분야 연구비 선정률을 많이 높였습니다.
최근에 내년부터 수학 분야 연구비에 블록 펀딩을 한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블록 펀딩이라는 것이 분야별 특성
에 맞게 연구비를 책정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제가 단장으로 있을 때 가장 많이 토론했던 내용이거든요. 이것이 실현
되는데 10년이 걸렸다는 것이 슬프기는 하지만 그래도 수학의 위상이 많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이 벅찰 따름입니다.

Q.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수학은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기회를 놓친다면 향후 수학이 암흑
기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학과 산업수학을 같이 육성하는 아이디어들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제 생각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학 학부 과정에서부터 인력양성 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즉, 수학과 산업
수학을 연계해서 가르칠 수 있는 학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현 체제가 갑자기 변할 수는 없겠지만, 큰 성
공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수학이 기초학문을 넘어서 전체 국
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학문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또 우리 연구소를 들여다보면 10여 년간 조용할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한 해 동안 언론에 187건 정도 노출
되었습니다만 부정적인 뉴스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과학기술부에서 진행한 기관 만족도가 48퍼센
트였는데 내부 구성원들의 부단한 노력 끝에 올 3월에는 75퍼센트를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수치의 증가는 우리 기
관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를 한다는 뜻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희망적인 분위기 속에서 외부, 특
히 KSIAM 회원들이 우리 연구소와 관련이 많으니 여러 가지 산업 문제에 대해서 회원들과 협력 문제 해결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돼서 연구소에 오시게 되면 여러 가지 조언 및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KSIAM과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해서 한국 산업수학 발전에 큰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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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분과 소개

국내 편미분방정식 분야 소개
(집단현상 수학적 모델링)

하승열 (교수,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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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말에 한국산업응용수학회로부터 편미분방정식분과

한다고 할 수 있다. 1세대 선생님들부터 직접 지도를 받은 필자

소개에 대한 요청을 받고 잠시 고민을 하였다. 필자는 중/고등

가 속해 있는 세대가 2세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현재는 필

학교 학창시절부터 글재주가 없어서 가장 자신이 없는 과목이

자 세대로부터 박사를 받고 신진교수가 된 연구자들, 더 나아가

국어였다. 하지만 한국산업응용수학회 편미분방정식 분과를

서 제자의 제자가 이미 박사 후 연구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므

맡고 있기에 아래에 우선 국내 편미분방정식의 짧은 역사를 간

로 국내수학계에 여러 세대의 연구자들이 공존하고 있다. 국내

단히 소개하고 필자가 그나마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 분야인

비선형 편미분방정식 연구자들은 주로 전통적인 타원형/포물

집단현상의 수학적 모델링(ODE & PDE 모델)을 중심으로 이

형 편미분방정식, 수리유체역학, 기체 운동방정식, 편미분방정

야기를 풀어가고자 한다. 필자가 박사 후 연구원과정을 마치고

식을 이용한 역문제, 쌍곡 보존방정식, 집단현상을 기술하는 편

서울대학교에 부임했을 때인 2000년대 초반에만 해도 국내 편

미분방정식 등 다양한 주제들을 편미분방정식을 기반으로 연

미분방정식 연구자들은 모두 한자리에서 모일 정도의 규모(50

구를 해 오고 있다. 한일 편미분방정식 학회를 처음 시작했던

여명 내외)에 지나지 않았다. 몇 년 전에 국가수리과학연구소에

90년대 전후에는 국내 편미분방정식 상황이 일본에 비하여 많

서 지원을 받아 편미분방정식 분야의 신진 교수들을 중심으로

이 모자람이 있었던 게 사실이었다. 그 후 30여년이 지난 최근

학회를 하였을 때 발표 가능한 교수급 연구자들을 조사해보니

은 국내 수학자들이 각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도적 위치를 차지

60여명에 달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지금은 그 이상이 되지 않

하고 있는 등, 국제적 수준으로 급격히 발달한 상황이다. 이는

을까 생각된다. 국내 편미분방정식 분야는 고 김종식 교수님(서

앞서 언급한 선배 교수님들이 불철주야 학문 후속세대 양성과

울대)을 필두로 연세대 박대현 교수님, 서울대 김도한 교수님,

국내 연구풍토의 조성에 큰 기여를 한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카이스트 권길헌 교수님, 한양대 김완세 교수님, 제주대 고봉수

필자는 9월 셋째 주에 중국 상하이 교통대학교 자연과학연

교수님, 인하대학교 최규흥 교수님 등이 초창기인 80년대 초반/

구소를 일주일 방문하고 돌아 왔다. 중국 상하이를 처음 방문한

중반에 편미분 방정식 분야 연구를 시작하셨다. 이후 1980년 후

때가 2005년이니, 이미 14년 전인데 그때의 상하이와 현재의 상

반부터 최희준 교수님, 채동호 교수님, 서진근 교수님, 정순영

하이는 상상도 못할 만큼 발전해 있었다. 학문적으로 2000년 초

교수님, 강현배 교수님, 곽민규 교수님, 장재덕 교수님, 안인경

반만해도 중국 유학생들 중에 박사학위 후에 중국으로 돌아가

교수님 등이 본격적으로 비선형 편미분방정식을 연구한 1세대

는 것은 거의 드물었다. 하지만 중국정부가 꾸준히 유능한 인재

연구자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이후 배형옥 교수님, 배수

유치를 위해서 천인학자 인재 유치 사업 등을 위시한 여러 파격

현 교수님, 변재형 교수님, 김용정 교수님 등이 1.5세대에 해당

적인 초빙 프로그램으로 인해 현재는 미국에서 유수대학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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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오퍼를 받고도 중국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자주 있다. 얼마

히 소개 하고자 한다.

전에는 미국 UCLA대학의 최적화를 연구하는 중국인 종신 교

아마도 한번쯤 들어 보았을 속담중에 “United we stand,

수가 5G 선두를 달리고 있는 미국에 있는 화웨이 연구소에 백

divided we fall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이 있다.

만불 연봉을 받고 옮기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다. 지

이 속담은 1776년 7월 4일에 메사추세츠주의 초대 주지사 벤저

난 14년동안 상하이를 10번 이상 방문했지만, 이전 방문과 달리

민 플랭클린(Benjamin Franklin)이 독립 선언문에 서명하면서

이번 방문에서는 중국이 얼마나 빨리 발전하고 은있는지를 절

한 말이라고 알려져 있다. 물론 이 속담은 사람 들간의 협력/협

실히 깨닫는 기회가 되었다. 방문 중에 상해의 동화대학을 방문

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속담이다. 필자가 중/고등학교 시절 즐

할 기회가 있었는데, 대학교 출입문이 얼굴인식으로 출입을 할

겨 보던 KBS 프로그램 중에 “동물의 왕국”이 있었다. 이 프로그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중국이 5G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서 중

램에서 수천, 수만의 동물들이 먹이를 찾아 장거리를 이동할 때

국의 두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나 화웨이가 얼마나 연구

때를 지어서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것을 종종 보곤 하였다. 사실

계발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특히 미국과의 무역

그 당시에는 별 생각 없이 봐서 이러한 집단 양상을 수학적으

전쟁에서 중국정부가 깨달은 것은 원천기술의 중요성, 특히 수

로 기술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였다. 들판에서 참

학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아서, 최근에 중국정부와 알리바바, 화

새 떼들이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뭉쳤다 흩어졌다하는 현상이

웨이 같은 대기업들이 수학자를 대거 500명 이상 고용했다는

나, 수족관에서 물고기 떼들이 일정한 속도를 가지고 무리지어

말을 듣고 입이 벌어질 정도로 놀랐다. 국내에는 일년에 수학전

움직이는 현상들은 우리 주위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다. 개별

공 이학박사 학위자 배출이 70여명이 안될텐데, 500여명이면 7

적으로 무질서하게 움직이던 입자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동

년정도 국내 수학전공 이학박사 학위자 총 합에 해당하는 규모

일한 속도로 움직이게 되는 현상을 통칭하여 플로킹(flocking)

이다. 이제 간단히 필자의 최근 연구분야인 집단현상 수학적 모

이라 부른다. 또한 여름에 산속에서 울리는 매미 떼들이 동일한

델링에 대한 소개를 하고자 한다.

주기를 가지고 우는 현상, 즉 서로 상호작용하는 무리들의 주

2018년 2월에 평창해서 동계올림픽이 있었다. 개막식 행사

기적인 행동 패턴이 같아지는 현상을 동기화(Synchronization)

에 1200여대 이상의 드론들이 펼쳤던 드론쇼를 누구나 기억하

현상 이라고 부른다. 한편 박테리아 떼들이 먹이가 있는 장소

고 있을 거다. 여러 모양으로 밤하늘을 수 놓은 환상적인 모습

로 이동해서 같은 장소로 집중하는 현상을 집적(aggregation)현

을 보여줬던 그 드론쇼는 각각의 궤적을 통제하는 중앙통제 알

상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플로킹/동기화/집적 현상들은 복잡계

고리즘으로 만들졌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러한 드론들

에서 나타나는 집단현상의 대표적인 예이다. 날아다니는 새 떼,

이 자발적으로 서로 통신을 하면서 여러 패턴들을 만들 수 있

물고기 떼, 그리고 야생에서의 동물 떼, 박테리아 군집 등과 같

을까 하는 생각들은 자연스러운 질문일 것이다. 중앙의 통제를

이 생물 복잡계에서 플로킹 현상은 쉽게 관찰되곤 한다. 이러한

받지 않고, 복잡계를 이루는 개체들이 국소적인 통신에 의해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 즉 플로킹/동기화/집적 현상의 메커니

행동할 때 전체적으로 창발되는 질서화된 현상들을 집단현상

즘을 이해하는 것은 생태학의 주요 연구테마 중의 하나이다. 또

(collective dynamics) 혹은 Self-organization 현상이라고 한다.

한 동기화 현상의 출현, 원시사회에서 단일 언어의 출현, 대중

요즘 매주 주말에 열리는 시민들의 의한 자율집회도 이와 같은

의견의 형성 등과 같은 질서화된 양상을 이해하는 것은 통계물

집단 현상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아마도 가까운 미래에 도

리학, 언어학, 사회학과 정치학적 맥락에서 자연과 사회를 이해

로나 하늘에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항공기들이 양 떼나 새 떼들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최근에는 이러한 플로킹 현상을 이용하

처럼 무리 지어서 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2017년에 필

여 무인기, 무인자동차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 실

자가 이화여대 수학과소식지에 실었던 집단현상에 대한 글(참

제로 구글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가까운 미래에 상용화 하는

고문헌 [8])을 발췌하여 집단현상에 대한 수학적 모델링을 간단

것을 목표로 무인자동차를 시험 운행 하고 있다. 플로킹에 관한
수학적 연구는 1995년에 헝가리의 통계물리학자 Vicsek이 수
학적 모델링을 제시한 이후, 2000년대에 들어 다수의 무인 항공
기나 로봇 시스템의 제어 통제 이론에 대한 수요가 생김에따라
최근 제어 공학적 관점에서 관련 연구가 널리 진행되고 있다.
수학자들이 이러한 집단양상을 어떻게 연구할 수 있을까, 아마
도 궁금해 할 것이다.

박테리아 집적

새 떼들의 플로킹

반딧불이의 동기화

우선 플로킹 현상의 수학적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 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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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다체계 집단의 플로킹 현상을 기술하고 Vicsek 모델이 가지

수 있다. 해의 존재성은 상미분 방정식, 편미분 방정식의 기본

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2007년도에 두 명의 수학자 Cucker

적인 이론을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증명할 수 있다. 따라서 쿠

와 Smale이 입자들의 위치와 속도를 역동성을 기술하는 상미분

커-스메일 모델, 쿠라모토 모델의 주된 연구 내용은 초기조건에

방정식에 기반한 새로운 플로킹 모델을 제시하였다. 가령 -번

따라 해의 점근적 양상이 어떻게 바뀌는 지를 수학적인 방법론

째 점입자의 중심 위치를

, 속도를

로 나타낼 때 쿠커-스

,

(1)

화 알고리즘들이 개발되어 사회학이나 공학 분야에서 쓰여 지

,

여기서 상호작용율(coupling rate)

고 있다. 이를 흔히들 메타휴리스틱 최적화 기법이라고 부르

은 적절한 모

는데, 흔히 Particle Swarm Optimization(PSO), ant-colony

델링에 의해 결정된다. 이 때 입자들의 개수 N 이 충분히 큰 경

algorithm, genetic algorithm, simulated annealing algorithm

우에는 쿠커-스메일모델을 이용하여 다입자 시스템의 역동성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메타휴리스틱 최적화

을 연구하는 것 보다는 평균장 극한

알고리즘의 수렴성 등 엄밀한 수학적 연구는 거의 되어 있지 않

에 의해서 유도되는

블라소브 유형의 기체 운동 방정식:
(2)

은 것으로 필자는 알고 있다.
,

,

,

을 이용하여 다입자 시스템의 집단 양상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여기서

는 플로킹 입자들의 질량 밀도

함수이다.
한편 우리 주위에서 관찰되는 주기 현상들, 밤낮의 변화에 따른
우리 몸의 생체시계, 뇌파의 주기운동, 심장의 주기적인 박동,
반딧불이의 주기적인 깜빡임 등과 같은 자연현상은 대표적인
주기 현상들이다. 이러한 주기 현상들을 수학적 모델을 통해 이해
하고자 하는 시도는 불과 사십여년 전에 Winfree와 Kuramoto
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대표적인 동기화(Synchronization) 모델
로는 쿠라모토 모델을 들 수 있는데 동기화 입자들의 위상
(phase)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묘사하는 ODE 시스템이다. 가

는

독자들에게는 아래 참고 문헌들 [1,2,3,4,5,6,7]을 읽어 보는 것
을 추천한다. 앞서 언급한 쿠커-스메일 모델 (1), 쿠라모토 모델
(3)은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아직도 이 두 모델들에 대해서 연
구해야 될 많은 내용들이 미해결로 남아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
편미분방정식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데 큰 기여를
한 고 김종식 교수님을 비롯하여 선배 교수님들의 헌신과 수학
적 열정에 감사를 전하는 것으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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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여 엄밀하게 증명하는 데 있다.
앞서 이야기한 집단현상을 기반으로 여러 생물학기반 최적

메일 모델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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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 요소법의 초수렴성과 활용

김광연 (교수, 강원대학교 수학과)

먼저 저의 논문을 높이 평가하여 2019년 KSIAM 저널 논문

습니다. 또한 실제로 컴퓨터 코드로 만들어 계산해보고 그 간단

상으로 선정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초창기부

함과 정확함에 감명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에 대한

터 학회에 열심히 참가하고 발표도 자주 하면서 KSIAM에 많

원리와 중요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였는데, 대학원에 들어와서

은 애정을 갖고 있어 수상의 기쁨이 더욱 큰 것 같습니다. 특히,

수치해석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한 이후 이러한 현상을 초수렴성

최근에는 산업 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와 관련된 발표

이라고 하며 왜 이와 같은 현상이 생기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주제들이 다양해지면서 학회에 참가하는 즐거움이 더욱 커지

대학원에 들어와서 저는 편미분 방정식에 대한 수치 방법들

고 있습니다. 앞으로 KSIAM 학회가 양적, 질적으로 더욱 성장

중 하나인 유한 요소법을 배웠고, 오차 해석과 같은 수학 이론

하고 대한민국의 산업 수학계를 주도해 나가기를 바라며, 저도

적인 연구를 주로 수행하였습니다. 유한 요소법이 수치 적분과

KSIAM 학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유사한 점은 주어진 함수를 근사하기 위해 문제에서 주어진 영

저의 최근 연구 주제 키워드는 초수렴성(superconvergence)

역을 간단한 모양의 격자 요소들로 분할한 다음 각 격자 요소에

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초수렴성을 접한 것은 (당시에는 초수

서 다항식(piecewise polynomial)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다

렴성이라는 단어를 몰랐지만) 대학에 와서 수치 적분을 배울 때

만, 수치 적분에서는 함수가 명확하게 주어져 있으므로 직접 근

였습니다. 고등학교부터 배워온 미적분학에서는 항상 부정적

사가 가능한 반면 편미분 방정식의 해는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분을 구하여 정적분을 계산하였으므로 복잡한 함수의 정적분

유한 요소법은 변분식에 근거한 Galerkin 방법으로 근사해를

은 계산 과정이 어렵거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예 불가능하였

구합니다. 일반적으로 격자 요소들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근사

습니다. 그런데 수치 적분을 이용하면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정

해가 실제 해로 수렴하는데, 다항식의 차수와 실제 해의 부드러

적분의 값을 얼마든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매우

운 정도(smoothness)에 따라 유한 요소법의 수렴 속도(rate of

놀라웠습니다. 기본적인 수치 적분으로 사다리꼴 적분식, 중점

convergence)가 결정되는 것은 수치 적분과 같습니다. 실제 계

적분식, Simpson 적분식이 있는데, 그 중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산에서는 격자를 무작위로 분할하지 않고 해의 국소적인 특성

Simpson 적분식이었습니다. Simpson 적분식은 이차 다항식을

을 정밀하게 추정하여 국소적으로 격자 요소들의 크기나 다항

이용하지만 삼차 다항식을 이용한 것과 같은 정확도를 보이고,

식 차수를 조정하는 적응 격자 분할(adaptive mesh refinement)

일차 다항식을 이용한 나머지 두 적분식의 간단한 1:2 조합으로

이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정확도를 두 단계 올릴 수 있으니 효율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했

유한 요소법의 표준적인 오차 분석은 문제 영역에서 정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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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노름(global norm)으로 오차를 측정합니다. 예를 들어, 이

생성함이 알려져 있습니다.

계 타원 미분 방정식에 차 유한 요소법을 적용하면 일반적으

아래의 그림 1과 같이 격자 요소들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고

로 다음과 같은 오차 결과를 얻습니다. (단, 는 실제 해, 는
유한 요소법으로 계산된 근사해이고 는 격자 요소의 최대 크

영역 경계 근처에서 또는 해의 특이점 근처에서 적응적으로 분

기임.)

할된 격자에 대해서도 초수렴성이 성립할 수 있다는 최근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9]. 이 때에는 격자 크기 로 수렴 속도를 측
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유도의 수, 즉 미지수의 개

그런데 1970년 전후에 수치 실험들을 통해 격자 요소들의 모
양이 균일한 영역에서는 특별한 점들에서 위의 통상적인 수렴
속도를 능가하는 초수렴성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지난 수 십년간 연구들이 활발히 진
행되어 왔는데, 많은 연구자들이 주목한 것은 의 Lagrange

수에 대한 초수렴성을 의미합니다. 현재 이와 같은 연구는 특이
점 근처에서 해의 성질들이 분석되어 있는 Poisson 방정식에 국
한되어 아직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실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 활용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방향으로의
연구가 유망할 것으로 보입니다.

interpolation
와
사이에 성립하는 초근접성(supercloseness)입니다. 예를 들어, 삼각형 격자 위에서의 일차
및 이차

유한 요소법에 대하여 실제 해 가 좀 더 부드럽

고 격자 요소들의 모양이 균일한 상황에서는 다음이 성립합니
다[1,2,3].

그림 1. Distmesh로 생성된 격자들
여기에서 삼각형 격자 요소들의 모양이 균일하다는 것은 이
웃하는 두 삼각형이 항상 완전한 평행 사변형을 이루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조건은 매우 제한적이므로 이후 이 조건은 근사

초수렴성은 그 자체로도 흥미로운 결과이지만, Gradient
에 대해

보다 더 정확한 벡터장을 구하기 위한 복원

(recovery) 알고리즘을 만드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적 평행 사변형으로 완화되었습니다[4].
전체 영역에서 삼각형 격자 요소들의 모양이 균일하려면 영
역의 경계 모양이 부드러워야 하는데, 경계에 첨점이 있거나 복

낮은 차수의 유한 요소법에 대하여 격자의 꼭지점이나 요소 경
계 위의 점들에서

의 단순 평균값을 취하는 방법을 사용했

잡한 경우에는 격자 요소의 모양이 찌그러질 수 있습니다. 이에

는데, 최근에는 다항식의 차수에 관계 없이 적용할 수 있는

2000년대 들어서 경계 부근과 같이
크기의 일부 작은
영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격자 요소들이 어느 정도 균

Superconvergent Patch Recovery (SPR)[10]나 Polynomial

일한 모양을 이루는 약한 구조를 갖는 격자(mildly structured

습니다. SPR이나 PPR은 격자 꼭지점 주위의 국소적인 영역

mesh)의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5,6]. 더군다나 [5,6]의 초수렴

(patch)에서

성 분석 방법은 기존의 것들과는 차이가 있는데, interpolation

최소 제곱법에 의해 구한 후 이를 이용하여

error에 대한 변분식 (단,

로운 벡터장

는 삼각형

는 변의 길이를 나타내고
coordinates임)

의 내각,

는 barycentric

Preserving Recovery (PPR)[11]와 같은 기법이 널리 쓰이고 있
또는

에 근접하는 한 차수 높은 다항식을
를 근사하는 새

를 계산합니다. 이러한 복원 기법은 한 차

수 높은 유한 유소법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계산 비용으
로 이에 필적하는 정확도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
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차 유한 요소법에 대하여

이지만 초수렴성이 성립하는 상황에서는

을 직접 유도하여 격자 요소들의 모양이 초수렴성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었으며 균일한 격자 모양 외에
다른 모양으로의 확장성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는
로 정의된 복원 기반 오차 추정치에 대하여

Distmesh [7], Bubble Placement Method (BPM)[8] 등 현재 나
와 있는 많은 격자 생성 알고리즘들이 약한 구조를 갖는 격자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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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ymptotic exactness)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수치 실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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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차정확도 전산유체해석을 위한
다차원 충격파 포착 기법

유호준 (박사과정,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대학원에 진학하여 갖은 희로애락 끝에 처음으로 주 저자가

order methods; HOM)은 격자요소 내부의 수치해를 고차다항

되어 작성한 논문이 높이 평가받아 2019년도 KSIAM 신진연구

식으로 근사하여 매우 높은 정확도를 달성합니다. 이러한 고차

자 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논문을 작성하는데 많은 도

정확도 수치해석 기법은 유한체적법에 비해 높은 병렬 확장성

움을 주신 지도 교수님과 연구실 동료, 친구, 지인들께 감사하

과 수치 오차 대비 높은 계산 효율성을 보이기 때문에 난류 현

며, 큰 헌신으로 키워주신 부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

상을 포함한 대규모 유동해석 문제에 매우 적합하여 유한체적

불어 부족한 연구이지만 높이 평가해 주시고 귀한 상을 주신 한

법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차세대 유동해석 기법으로 크게

국 산업응용수학회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도 열심히 노력하라는 뜻으로 주셨다 생각하며 정진하도록 하
겠습니다.

유동현상을 지배하는 비선형 Navier-Stokes 방정식은 초음속
영역에서 압축성 효과로 인해 충격파와 같은 불연속 현상을 발

12

최근 수년 동안 고성능 컴퓨팅(high-performance computing;

생시킵니다. Godunov는 2차 정확도 이상의 선형 수치해석 기

HPC)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 전산유체역학(computational

법을 사용하며 이러한 불연속 영역에서 특별한 처리를 하지 않

fluid dynamics; CFD) 분야에도 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개별

으면 비 물리적 수치 진동인 Gibbs 진동이 발생한다는 것을 증

프로세서의 계산 성능이 증가하고 병렬 컴퓨팅의 등장으로 인

명했습니다. 억제되지 않은 수치 진동은 유동 현상 자체를 바꿔

해 과거에는 해석할 수 없었던 유동 문제들이 점차 극복되고 있

버리거나 심한 경우 해석 자체를 중단시키기 때문에 이를 억제

는 것이 한 예입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산업에서 요구하는

하기 위한 ‘충격파 포착 기법(shock-capturing methods)’이 필

유동 문제들의 복잡도가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하여 기존 유한 체

요합니다. 전통적인 2차 정확도 유한체적법에서 주로 사용하는

적 기반의 수치해석 기법은 뚜렷한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새

MUSCL (monotonic upwind scheme for conservation laws) 공

롭게 등장한 유한요소 기반의 고차정확도 수치해석 기법(high-

간제한자(limiter)가 충격파 포착 기법의 한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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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차정확도 수치해석 기법은 유한체적법 대비 훨씬 적은 수

detector를 설계했습니다. Troubled-boundary detector는 서

치 점성으로 인해 연속 영역에서는 보다 높은 정밀도를 보이

로 인접한 격자요소 간의 경계면에서 나타나는 수치해의 차이

지만 불연속 영역에서 발생하는 Gibbs 진동 현상에 보다 더 취

를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해당 경계면에 불연속 영역이 있는지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훨씬 정교한 형태의 충격

를 검사합니다. 격자요소의 꼭짓점(vertex) 값만을 활용하는

파 포착 기법이 요구되며, 본 연구그룹의 선행연구에서는 이

hMLP와는 달리 troubled-boundary detector는 한 차원 높은

를 위해 다차원 공간제한 기법(hierarchical multi-dimensional

경계면의 값을 활용하기 때문에 불연속 영역을 보다 강건하게

limiting process; hMLP)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hMLP는 인

검사할 수 있습니다.

공점성(artificial viscosity; AV) 기법과 비교하여 가변인자
(tunable parameter)가 없고 강한 충격파를 포함한 유동 문제

최종적으로 개발한 기법인 hMLP_BD의 성능을 확인하기

에서 보다 강건한 수치해석 결과를 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해 다양한 격자계에서 유동 문제를 해석했습니다. 그림 1

또한 WENO-type (weighted essentially non-oscillatory) 기법

은 혼합격자 상에서 수렴 연구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hMLP의

과 비교하면 적은 격자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불규칙적인 비정

경우에는 앞서 설명했듯 혼합격자 상에서 smooth boundary

렬 격자에서 적용이 쉽고 계산량이 적어 계산 시간이 더 적다

detector의 오작동으로 인해 정확도를 보존하지 못하고 큰 수

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hMLP는 수치해석 결과의 단조성

치 오차가 나타나는 반면에 개선된 기법인 hMLP_BD는 모든

(monotonicity)이 평균값에서만 보장되어 수치 진동이 정밀하

경우에서 높은 정확도를 보존했습니다. 그림 2는 매우 극단적

게 억제되지 못하고 혼합격자에서는 정확도를 보존하지 못한

인 밀도 비율을 가져 해석하기 매우 까다로운 Leblanc 충격파관

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의 수치해석 결과입니다. hMLP_BD의 경우 Gibbs 진동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여 비 물리 수치 진동이 나타나지 않았습니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hMLP의 한계점을 크게 개선

다. 반면 hMLP의 경우에는 Gibbs 진동으로 인해 음의 밀도/압

하였습니다. 격자요소 내부의 고차 다항식 모드에 존재하

력과 같은 비 물리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림 3은

는 Gibbs 진동을 정밀히 억제하고 2차원 혼합격자에서 작동

충격파와 쐐기가 상호작용하여 복잡한 물리 현상을 나타내는

가능한 개선된 충격파 포착 기법인 hMLP_BD(hMLP with

Schardin 문제를 혼합격자 상에서 해석한 결과입니다. hMLP

troubled-boundary detector)를 설계했습니다. 먼저 hMLP의

의 경우 전방 충격파를 포함한 불연속 영역에서 단조성을 만족

구성 요소 중 연속인 극값에서 정확도를 보존하기 위해 설계된

하지 못하고 Gibbs 진동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

smooth extrema detector가 삼각형과 같은 단체(simplex) 격자

한 Gibbs 진동은 후류에 작은 진동들을 퍼뜨려 수치해석 결과

요소에서만 작동하고 사각형과 같은 비단체(non-simplex) 격

의 질을 매우 떨어뜨립니다. 반면에 hMLP_BD는 불연속 영역

자요소에서는 강건하게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

에서 나타나는 Gibbs 진동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여 단조성을 만

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단체 격자요소를 국소적으로 단체로

족시키며 보다 개선된 결과를 제공합니다.

처리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개선하여 hMLP를 2차원 혼합
격자로 확장했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사각형 격자요소 외에
도 임의의 다각형 격자요소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
니다. 다음으로 hMLP가 억제하지 못하는 고차 모드 Gibbs 진
동을 다양한 수치해석 실험을 통해 2가지(type-I, -II)로 분류했
습니다. Type-I은 1차 모드 단조성을 만족하여 hMLP가 탐지하
지 못하지만 고차 모드 단조성을 만족하지 않는 Gibbs 진동이
며, type-II는 1차 모드 단조성조차 만족하지 못하지만 smooth
extrema detector의 잘못된 작동으로 인해 hMLP가 탐지하
지 못하는 Gibbs 진동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고차 모드
Gibbs 진동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troubled-boundary

Figure 1. Failure of preserving formal order-of-accuracy by
hMLP and recovered convergence rate by hMLP_BD. Both
results are on mixed mes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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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맺으며, 감명 깊게 보았던 영화 Interstellar(2014)에서 나온
문구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We’ll find a way, we always have.”
과학자는 미지의 세계를 항해하며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입
니다. 이제까지 밝혀진 것보다 앞으로 밝혀질 것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다양한 장벽
에 부딪힐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제까지 많은 선배 과학자들이
그래왔듯이 장벽을 허물고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과
정에서 응용수학이 장벽을 허무는 큰 도구가 되리라고 생각하
며 한국산업응용수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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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페이스 방문기

최명진 (대표이사, ㈜인스페이스)
글 전기완 (연구원, 국가수리과학연구소)

항공우주산업 분야에 뜨거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항공우주산업은 미국의 NASA, 유럽의 ESA, 일본 JAXA 등
국가 연구소를 중심으로 연구·개발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민간기업의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다. 그에 따라
이전과는 차별화되고 창의적인 성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앨런 머스크가 이끄는 SpaceX사의 Falcon Heavy 로
켓의 보조로켓 랜딩(Landing) 사건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광경은 어린 시절 즐겨보던 만화 영화 속에서 로봇이 땅에 내려
오는 장면을 연상시키며, 전 세계인의 흥분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 속에서 국내의 항공우주산업은 아직은 상당 부분이 국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직은 산업의 성
숙도가 높지 않아 민간 기업이 뿌리 내리기 쉽지 않은 환경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위성영상 및
항공영상 솔루션 분야에서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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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미탁이 지나간 뒤 완연한 가을로 접언 든 10월 초, ㈜

회사의 주력분야

인스페이스를 방문하였다.
㈜인스페이스의 대표이사의 이력은 남다르다. 우리나라

회사의 주력분야는 크게 3가지다. 위성지상국 시스템

에서 수학을 전공한 사람이 일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진

구축, 우주환경 분석 솔루션 개발, 인공지능 부분이다. 이

로가 아니었다고나 할까? ㈜인스페이스의 최명진 대표이사

중 위성지상국 시스템 구축 분야가 사업매출에서 큰 부

는 2007년 2월에 한국과학기술원 수학과에서 김홍오 교수

분을 차지한다. 위성 지상국 시스템은 Software 뿐만 아니

의 지도하에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사논문은 “Construction

라 Hardware 구축을 함께 하고 있으며, 시스템으로부터 획

and application of symmetric tight wavelet frames” 이다. 이

득된 위성자료를 활용한 우주환경 및 기상정보를 산출하

논문은 웨이블릿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고속으로 영상을 융

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의 대

합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영상 융합 활용 기술을 확보할

부분의 산업영역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Artificial

수 있게 된 현재 회사의 모태기술이 된 연구이다. 이후, 한국

Intelligence, A.I.) 기술 역시 발 빠르게 확보하여, 항공우주분

과학기술원 인공위성센터 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

야의 원천 기술과 접목해 정부, 기업 및 각 사업별 고객들이

성정보연구센터의 선임연구원을 거쳐 2012년 2월 1일 과학

요구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술연합개학원대학교(UST) 사제지간이자 항공우주연구원

㈜인스페이스는 항공우주관련 앞선 신호처리 기술을 기

동료였던 김태영 기술이사와 함께 벤처창업의 동지로 발전

반으로 국·내외 여러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대표적

하여 현재의 회사를 창립하였다.

으로 현재 국내 최초의 달 탐사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달
궤도선(KPLO: Korea Pathfinder Lunar Orbiter)의 지상국 구

설립배경
▪ ㈜
 인스페이스는 기존 정부의 수요에만 의존했던 국가
주도의 연구를 벗어나 민간이 주도하는 위성활용 시장
을 선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 인
 공위성 데이터는 지리, 기상, 통신, 국방 등 다양한 분
야에 활용되는 데이터 및 정보의 원천이다. 우리는 인
공위성에서 수신한 데이터를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
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 최
 명진 대표이사는 특별히, 위성데이터 분석기술은 주
요 국가들에서 안보 분야 핵심기술일 뿐만 아니라 민간
의 일반사업 분야에서도 주목받고 있어 앞으로 위성영
상 분석 분야의 수요가 늘어날 것을 전망해 창업을 결
심하게 되었다.

▪ 최
 근 우리나라는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항공우주산
업 진흥을 위해 많은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그만큼 항
공우주산업은 고부가가치의 차세대 유망산업이며, 경
제 성장뿐만 아니라 국가 방위와도 관련된 전략적 사업
으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앞으로의 전망이 밝다.

축, 원격탐사 등 달 탐사에 필요한 기반기술을 확보하는 것
이다.
KPLO에는 국내 과학 탑재체 4기와 NASA에서 개발 중인
탑재체 1기(ShadowCAM)가 탑재된다. ㈜인스페이스는 이 중
달 탐사 위성에 탑재되는 ShadowCAM 영상자료를 활용하여
달의 얼음물 검출 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 크레이터 자동 탐
지를 위한 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협업하여 지상국 시스템을 구축
하기 위해 달 궤도선 위성의 임무 계획, 관제 시뮬레이션, 데
이터 수신 및 관리, 영상정보 분석 등 관련한 솔루션을 개발
한다. 달 탐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우주 기술을 한 단계 발
전시키고, 국가 브랜드가치 상승과 국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사업 분야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정지궤도
환경위성 통합 지상국 구축 사업을 수행하였다. 본 사업은,
국내에서 최초로 운용되는 정지궤도위성 GK-2B에서 산출
되는 환경데이터를 이용하여, 동아시아 환경변화를 분석하
기 위한 통합 위성 지상국 개발 사업이다. ㈜인스페이스에
서는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 환경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의 고
도화 및 최적화 사업을 수행하였다. 이 외에도 다양한 위성
데이터 처리를 위한 지상국 시스템 기술을 개발·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부 및 민간 고객을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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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회사에는 국내 딥러닝 분야에서 소위 ‘핵인싸(인사
이더)’로 불리는 김태영 기술이사를 중심으로 우수한 인공지
능 팀이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210만건 이상
의 데이터 세트 구축과 기술사업화 23건을 이루었다. 이와
같이 ㈜인스페이스는 우주항공분야에서 초격차 기술을 보
유한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현재 전직원 57명인 ㈜인스페이
스는 17년 매출 29억원에서 18년 매출은 43억원으로 151% 수
직상승을 이루었다. 최근에는 김태영 기술이사를 중심으로
최근에는 사업영역을 확장하여 전자동 무인드론 운영 시

인공지능 솔루션 및 무인드론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

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구축된 무인 드론 시스템을 활용하

인 ㈜딥스페이스가 창립되었다. ㈜인스페이스는 탄탄한 연

여 산불 탐지, 소나무 재선충 분석 및 딥러닝 고사목 검출모

구 역량과 인재를 갖추고 향후 3년 내에 대전시 안산지구에

델 개발 등을 수행하였다.

신사옥 준공 및 매출 200억의 회사로 성장한다는 목표를 세
우고 있다.

자랑거리
CEO 한마디

연구하는 회사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기업은 매출에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연구·개발에 투자가 약해 질 수밖에 없
다. 그러나 ㈜인스페이스는 최신의 기술로 최고의 품질의 데

창업은 쉬운 길이 결코 아닙니다. 창업에 있어 필요한 요

이터를 제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연구·개발을 게을리 하지

소들이 너무 많고 대부분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창업은

않는다.

실패의 지름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경영과 재무

최근에 수행한 연구를 통해 작성된 인공지능 기반의 태

지식이 사전에 학습이 되어야하고, 항상 백업 플랜이 확실히

양 측면 자기장영상 복원기술에 관한 논문은 2019년 3월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을 하신

호 Nature Astronomy에 게재되기도 했다. 연구명은 “Solar

분들이 창업을 하신다면, 제가 생각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farside magnetograms from deep learning analysis of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상황에 처하게 되

STEREO/EUVI data”으로 본 연구를 통해 인공지능을 활용하

는데, 그럴수록 문제를 풀기위해 수학자 특유의 버릇인 복잡

여 세계 최초로 태양 측·후면 자기장 영상을 확보하는 데 성

한 문제를 먼저 단순화하고, 각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후

공했다.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수학문제 풀이처럼 어렵고 힘든 문제

그동안 지구에서 바라보는 태양 전면의 자기장 영상은

일수록 수학자의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NASA의 태양 활동 관측 위성인 SDO 위성의 태양 지진·자기

반드시 창업이 아니어도 수학자가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영상장치(HMI)를 통해 획득했다. 하지만, 태양 측·후면을 관

길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학적인 문제들은 수학에 기

측하는 STEREO 위성에는 자기장 관측 센서가 탑재되지 않

반을 하고 있고 단지 서로가 사용하는 용어가 달라 의사소

아 자기장 영상을 볼 수 없었다.

통의 문제이지 이것도 기호화 하고 문제를 명확히 정의하면

연구팀은 SDO 위성의 대기영상집합(AIA) 센서 영상과

이때부터는 수학자의 역할이 훨씬 중요하게 됩니다.

HMI 센서 영상을 딥러닝 모델에 쌍으로 학습시킨 후, AIA

오늘날 산업계가 원천기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센서와 동일한 특성을 가진 STEREO 위성의 극자외선영상

이럴수록 수학자의 역할이 더더욱 필요한 시기임에 틀림없

(EUVI) 센서 영상을 조건으로 입력해 태양 측·후면의 자기장

습니다. 산업수학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실제 현장의 문제해

영상을 성공적으로 생성시켰다. 태양 자기장 영상은 태양 활

결에 귀 기울인다면, 반드시 산업계가 필요한 인재가 될 수

동에 결정적인 자료이므로 본 연구를 통해 우주 기상을 예

있습니다.

보 정확률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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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arallelization

Wake patterns behind a golf ball with and without back-spin were investigated at 𝑅𝑅𝑅𝑅 = 1.1 × 105 . To simulate
wake regions, the in-house Cartesian mesh-based incompressible flow solver, namely ULSAN3D-Cart, was
utilized. In this solver, the signed distance function (SDF) of the golf ball is computed by a ray-casting algorithm
combined with an adaptive mesh refinement (AMR) strategy. By using a new SDF transformation algorithm, the
golf ball rotation is represented efficiently and accurately on Cartesian meshes without any re-initialization of
the SDF due to the spinning. The Navier-Stokes equations for incompressible flows are solved by the standard
projection method with the unconditionally stable semi-Lagrangian scheme. The pressure Poisson equation is
solved by the geometric multigrid method with the Heaviside function restriction, which is necessary for
accurate and efficient representation of the golf ball in the fluid domain. The computation was performed on
the KISTI`s Nurion supercomputer. In-situ visualization was also conducted on the Nurion.

To perform parallel computation, the hybrid MPI/OpenMP parallelization was utilized. In this method, the
computational domain is divided into prescribed MPI processes, and threads for OpenMP are allocated to each
MPI process. By applying the multilevel 𝑉𝑉-cycle algorithm [5] (see Figure 3), the multigrid method can be
optimally operated in parallel computation. To evaluate scalability of the current parallelized incompressible
flow solver, the flow past a sphere problem was solved on the KISTI`s Nurion supercomputer. Figure 4 shows
that the current solver is proper to parallel computation. Note that efficiencies of strong and weak scaling are
0.67 and 0.75, respectively.

Log(Speed up)

Numerical Methods for the Fluid
The governing equations, composed of momentum and continuity equations, for unsteady incompressible flow
without body forces (e.g. gravity) can be written as

𝐷𝐷𝑼𝑼
𝜌𝜌
= −𝛻𝛻𝛻𝛻 + 𝜇𝜇𝛻𝛻 2 𝑼𝑼
𝐷𝐷𝐷𝐷

and

102

𝑛𝑛+1

,

The discretized momentum equation is solved by the standard projection method, which is decomposed into
two sub-stages: prediction of the intermediate non-solenoidal velocity field and its subsequent projection step.
The pressure Poisson equation on an irregular domain with Neumann boundary condition, which is derived by
the Heaviside function based approach [2], is solved by the geometric multigrid method with the Heaviside
function restriction [3].

Signed Distance Function Computation
In the current study, a golf ball which has 392 dimples was considered. To compute the SDF of the golf ball, the
AMR-based SDF computation algorithm [3] was used. In this method, the number of operations for SDF
computation can be optimized by effectively tracing interface cells through AMR procedure (see Figure 1). A
ray-casting algorithm was utilized to determine the sign. The golf ball with back-spin on Cartesian meshes is
efficiently represented by the SDF transformation algorithm [4] (see Figure 2), which can avoid re-initialization
of the SDF for the back-spinning golf ball.

Level - 3

⋯

Figure 1. Adaptive mesh refinement procedure for a golf ball

(a)

103

103
102

where variables which have the superscript 𝑛𝑛 + 1 are defined at grid points, and 𝑼𝑼𝑛𝑛𝑑𝑑 and 𝑼𝑼𝑛𝑛−1
are fluid
𝑑𝑑
velocities of departure points defined at time 𝑡𝑡 𝑛𝑛 and 𝑡𝑡 𝑛𝑛−1 , respectively.

Level - 2

Log(Speed up)

3 𝑛𝑛+1
1
𝑼𝑼
− 2𝑼𝑼𝑛𝑛𝑑𝑑 + 𝑼𝑼𝑛𝑛−1
2 𝑑𝑑 = −∇𝑝𝑝 + 𝜇𝜇∇2 𝑼𝑼
𝜌𝜌 2
∆𝑡𝑡

Log(The Number of Cores)

104

By using semi-Lagrangian method [1] with the second-order backward differentiation formula, the momentum
equation can be implicitly discretized as

Level - 1

102

𝛻𝛻 ∙ 𝑼𝑼 = 0,

where 𝑼𝑼 = (𝑢𝑢, 𝑣𝑣, 𝑤𝑤) and 𝑝𝑝 respectively refer to the fluid velocity vector and pressure (the unknowns of the
equations), and given data 𝜌𝜌 and 𝜇𝜇 are the fluid density and the fluid viscosity, respectively.

Level - 0

103

Figure 3. Parallel multigrid method with multilevel 𝑉𝑉-cycle

102

103
Log(The Number of Cores)

(b)

104

Figure 4. (a) Strong and (b) Weak scalability

Simulation and Visualization

The computational domain was set to −4𝐷𝐷, 28𝐷𝐷 × −8𝐷𝐷, 8𝐷𝐷 2 , where D is the diameter of the golf ball.
The number of grid cells was set to 4,096 × 2,0482 ≅ 17.2 × 109 . The Reynolds number of 1.1 × 105 was
considered, and the back-spinning motion was given by spin rate of 0.1. Here, spin rate is defined as 𝜔𝜔𝜔𝜔/𝑢𝑢∞ ,
where 𝜔𝜔 means the angular velocity, 𝑅𝑅 refers to the radius of the golf ball, and 𝑢𝑢∞ is the free-stream velocity.
This problem was computed on the KISTI`s Nurion supercomputer using total 8,192 MPI processes on 32,768
Cores of Intel Xeon Phi 7250 CPU. In-situ visualization was also conducted on the Nurion supercomputer using
256 MPI processes composed of 17,408 Cores by using the open-source visualization software (ParaView).

Results and Discussion
As shown in Figure 5, the differences in the wake patterns are clearly observable. In the stationary case, the
wake stretches in a symmetric manner with respect to the horizontal center line. On the other hands, for the
back-spinning case, the wake bents downward direction, which indicates the generation of the positive (upward)
lift. Details of the wake statistics are being analyzed for a public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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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trategy for the SDF trans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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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Side views for instantaneous vortical structures based on 𝜆𝜆2 -definition of the golf ball with and without back-s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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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A posteriori error estimators

To design the SDG method for the biharmonic equation with simply
supported plate condition

2


 −∆ u = f
u=0
∂u


 ∆u − tκ
=0
∂n


p + ∇u = 0



in Ω

∇·p−z = 0
on ∂Ω ⇒ σ + ∇z = 0



on ∂Ω
∇·σ = f

u|∂Ω = (z − tκp · n)|∂Ω = 0

where 1 − t is a Poisson ratio and κ is a curvature of the boundary.

We have three different residual-type estimators.



he[σh · n]2L2,e)1/2 + (
he[σh · t]2L2,e)1/2,
h2τ f 2L2,τ )1/2 + (

ηs = (

τ ∈Th

ηz = ηs + (



τ ∈Th

ηp = ηz + (

i
e∈Fprm

h2τ σh20,τ )1/2 + (



i
e∈Fprm

he[ph · n]20,e)

e∈F i



h2τ zh20,τ )1/2 + (

τ ∈Th
1/2



e∈Fdl

he[zh]20,e)1/2,

Numerical results
 Babus̆ka example
First, we consider an example with f = 1 on the unit circle, and the exact
solution is
(5 + γ) − (6 + 2γ)r2 + (1 + γ)r4
,
uγ (r) =
64(1 + γ)
where γ = 1 − t.

Preliminary
 A staggered mesh

Convergence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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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The primal meshes Tprm (left) and the corresponding dual meshes Th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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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rm denotes the set of primal edges, whereas Fdl denotes that of dual ed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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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h-perturbation mesh and convergence history for γ = 0.3 and γ = 0.5.

 Function sp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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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Polygonal mesh and convergence history for γ = 0.5.

D(e)

S(ν)

i
}
Sh = {v ∈ P 0(Th) : [v]e = 0 ∀e ∈ Fprm
b
Sh0 = {v ∈ Sh : v|e = 0 ∀e ∈ Fprm
}
Vh = {q ∈ P 0(Th)2 : [q · n]e = 0 ∀e ∈ Fdl }

Figure: The degrees of freedom for primal and dual element and the corresponding function spaces

 Adaptive mesh refinement for center singularity example
Next, our objective is to test the performances of the proposed error
estimator, when the exact solution is
2
u(r, θ) = r8/3 cos θ.
3
uniform
ηz
ηp

 The staggered discontinuous Galerkin method
Find (uh, ph, zh, σh) ∈ Sh0 × Vh × Sh × Vh such that

∀v ∈ Sh,

where the bilinear forms are defined as


b∗h(w, q) = −
(w, [q · n])e −
(w, q · n)e ∀(w, q) ∈ Sh × Vh,
i
e∈Fprm

bh(q, w) =



e∈Fdl

101

Convergence history

10-1

10-2

0.5

and they satisfy the following adjoint property:
bh(q, w) = b∗h(w, q) ∀(q, w) ∈ Vh × Sh.

A priori and a posteriori error analysis
The approximations for all variables have the first order convergence rate:
σ − σhL2 + z − zhL2 + p − phL2 + u − uhL2 ≤ Ch.

The superconvergence of u:

Ihu − uhL2 ≤ Ch2.

The estimators are the upper bounds of errors:

σ − σhL2 ≤ Cηs, z − zhL2 ≤ Cηz , p − phL2 ≤ Cη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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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onvergence history and adaptive mesh pattern based on ηs , ηz , and ηp

b
e∈Fprm

(q · n, [w])e ∀(q, w) ∈ Vh × Sh

Convergence history

102

0.33

100

Error

(σh, r) − b∗h(zh, r) = 0 ∀r ∈ Vh,
bh(σh, w) = (f, w) ∀w ∈ Sh0 ,

Error

e∈Fprm

Error

(ph, q) − b∗h(uh, q) = 0 ∀q ∈ Vh,

 1
bh(ph, v) − (zh, v) = −
zh , v
tκ
e
b

Discussion
The method shows the optimal convergence and superconvergence from the
analysis even for the rough grids, and the adaptive mesh refinements with the
desired estimators handle hanging nodes and capture the singularity
appropri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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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ug Metabolism and Enzyme Kinetic Model

■ tQSSA for Competitive System
Define 𝑇𝑇𝑖𝑖 = 𝑆𝑆𝑖𝑖 + 𝐶𝐶𝑖𝑖 for 𝑖𝑖 = 1, 2

Cytochrome P450 (CYP) enzymes are responsible for drug metabolism

▶ Basic Enzyme Kinetic Model

+

S

𝑑𝑑𝑆𝑆
𝑑𝑑𝑑𝑑
𝑑𝑑𝐶𝐶
𝑑𝑑𝑑𝑑

Assume

𝑎𝑎

⇄

E

= 𝑎𝑎 𝑆𝑆 𝐸𝐸𝑇𝑇 − 𝐶𝐶 − 𝐾𝐾𝑀𝑀 𝐶𝐶 where 𝐾𝐾𝑀𝑀 =

→

C

𝑑𝑑

= −𝑎𝑎𝑆𝑆 𝐸𝐸𝑇𝑇 − 𝐶𝐶 + 𝑑𝑑𝑑𝑑

𝑘𝑘

+

P

E

Conservation laws:
𝑆𝑆 + 𝐶𝐶 + 𝑃𝑃 = 𝑆𝑆𝑇𝑇
𝐸𝐸 + 𝐶𝐶 = 𝐸𝐸𝑇𝑇

𝑑𝑑+𝑘𝑘
𝑎𝑎

𝑑𝑑𝐶𝐶𝑖𝑖
𝑑𝑑𝑑𝑑

≈ 0. Then 𝐶𝐶1 is the solution of following cubic equation. (Similar for 𝐶𝐶2 )

Ψ1 𝐶𝐶1 = −(𝐾𝐾1,𝑀𝑀 − 𝐾𝐾2,𝑀𝑀 )𝐶𝐶13 + 𝐸𝐸𝑇𝑇 + 𝐾𝐾1,𝑀𝑀 + 𝑇𝑇1 𝐾𝐾1,𝑀𝑀 − 𝐾𝐾2,𝑀𝑀 − 𝑇𝑇1 𝐾𝐾2,𝑀𝑀 + 𝑇𝑇2 𝐾𝐾1,𝑀𝑀 𝐶𝐶12

+ −𝐸𝐸𝑇𝑇 𝐾𝐾1,𝑀𝑀 − 𝐾𝐾2,𝑀𝑀 + 𝑇𝑇1 𝐾𝐾2,𝑀𝑀 + 𝑇𝑇2 𝐾𝐾1,𝑀𝑀 + 𝐾𝐾2,𝑀𝑀 (𝐸𝐸𝑇𝑇 + 𝐾𝐾1,𝑀𝑀 ) 𝑇𝑇1 𝐶𝐶1 − 𝐸𝐸𝑇𝑇 𝐾𝐾2,𝑀𝑀 𝑇𝑇1 2

■ Cubic formula and discriminant
3

Δ = 18𝑎𝑎𝑎𝑎𝑎𝑎𝑎𝑎 − 4𝑏𝑏 3 𝑑𝑑 + 𝑏𝑏 2 𝑐𝑐 2 − 4𝑎𝑎𝑐𝑐 3 − 27𝑎𝑎2 𝑑𝑑 2
Δ>0
ቐΔ = 0
Δ<0

▶ Partial Equilibrium Approximation (PEA)
𝑎𝑎

𝑘𝑘

𝑑𝑑

= −𝑘𝑘𝑘𝑘

𝐸𝐸𝑇𝑇 𝑆𝑆 − 𝑆𝑆 + 𝐾𝐾𝑀𝑀 𝐶𝐶 ≈ 0

Using the fact that B is purely imaginary (i.e. P and M are complex conjugates),

𝑑𝑑𝑑𝑑
𝑑𝑑𝑑𝑑
𝑑𝑑𝑑𝑑
𝑑𝑑𝑑𝑑

2

𝑇𝑇+𝐸𝐸𝑇𝑇 +𝐾𝐾𝑀𝑀 2 −4𝐸𝐸𝑇𝑇 𝑇𝑇
2

Types

Assumptions
𝑎𝑎𝑎𝑎𝑎𝑎 = 𝑑𝑑𝑑𝑑

PEA (rQSSA)

sQSSA

tQSSA

we can show that 𝑥𝑥2 < 𝑥𝑥3 < 𝑥𝑥1 .

= −𝑘𝑘𝐶𝐶

= 𝑎𝑎 (𝑇𝑇 − 𝐶𝐶) 𝐸𝐸𝑇𝑇 − 𝐶𝐶 − 𝐾𝐾𝑀𝑀 𝐶𝐶

Validity conditions

𝑑𝑑𝑆𝑆
≈0
𝑑𝑑𝑑𝑑

𝑑𝑑𝐶𝐶
𝑑𝑑𝑑𝑑

≈ 0, 𝐶𝐶 = 𝐶𝐶(𝑆𝑆)

𝑑𝑑𝐶𝐶
𝑑𝑑𝑑𝑑

≈ 0, 𝐶𝐶 = 𝐶𝐶(𝑇𝑇)

𝑘𝑘
𝑎𝑎𝐸𝐸𝑇𝑇

≪ 1 and

𝑆𝑆𝑇𝑇
𝐸𝐸𝑇𝑇

■ Numerical Results
L2 Error for PEA, sQSSA, and tQSSA

≪1

30
50

~
~

𝐸𝐸𝑇𝑇
≪1
𝑆𝑆𝑇𝑇 + 𝐾𝐾𝑀𝑀

20

𝑘𝑘
(𝑆𝑆𝑇𝑇 + 𝐸𝐸𝑇𝑇 + 𝐾𝐾𝑀𝑀 )2 −4𝐸𝐸𝑇𝑇 𝑆𝑆𝑇𝑇
1−
≪1
2𝑎𝑎𝑎𝑎𝑇𝑇
𝑆𝑆𝑇𝑇 + 𝐸𝐸𝑇𝑇 + 𝐾𝐾𝑀𝑀

10

0

E_T large

S_T large
PEA

𝑑𝑑𝑆𝑆𝑖𝑖
𝑑𝑑𝑑𝑑
𝑑𝑑𝐶𝐶𝑖𝑖
𝑑𝑑𝑑𝑑

𝑎𝑎1

E

⇄

E

𝑎𝑎2

𝑑𝑑1

⇄
𝑑𝑑2

= −𝑎𝑎𝑖𝑖 𝑆𝑆𝑖𝑖 (𝐸𝐸𝑇𝑇 − 𝐶𝐶1 − 𝐶𝐶2 ) + 𝑑𝑑𝑖𝑖 𝐶𝐶𝑖𝑖

= 𝑎𝑎𝑖𝑖 𝑆𝑆𝑖𝑖 𝐸𝐸𝑇𝑇 − 𝐶𝐶1 − 𝐶𝐶2 − 𝐾𝐾𝑖𝑖,𝑀𝑀 𝐶𝐶𝑖𝑖

where 𝐾𝐾𝑖𝑖,𝑀𝑀 =
▶ PEA

𝑑𝑑𝑖𝑖 +𝑘𝑘𝑖𝑖
𝑎𝑎𝑖𝑖

for 𝑖𝑖 = 1, 2

Assume 𝑎𝑎𝑖𝑖 𝑆𝑆𝑖𝑖 𝐸𝐸 = 𝑑𝑑𝑖𝑖 𝐶𝐶𝑖𝑖 for 𝑖𝑖 = 1, 2
𝑑𝑑𝐶𝐶𝑖𝑖
𝑑𝑑𝑑𝑑

= −𝑘𝑘𝐶𝐶𝑖𝑖

sQSSA

tQSSA

PEA shows a good fitting when 𝐸𝐸𝑇𝑇 is large.
sQSSA shows a good fitting when 𝑆𝑆𝑖𝑖,𝑇𝑇 are large.

■ Competitive System

+

Ψ1 𝐶𝐶1

⟹ ∃ three distinct real roots by IVT.

= −𝑘𝑘𝐶𝐶− ⇦ 𝐶𝐶− is always the only biologically meaningful (0 < 𝐶𝐶 < min{𝑆𝑆𝑇𝑇 , 𝐸𝐸𝑇𝑇 }) solution!

S2

1
−1 − 3𝑖𝑖
−1 + 3𝑖𝑖
𝑏𝑏 +
𝑃𝑃 +
𝑀𝑀
3𝑎𝑎
2
2

1
−1 + 3𝑖𝑖
−1 − 3𝑖𝑖
𝑏𝑏 +
𝑃𝑃 +
𝑀𝑀
3𝑎𝑎
2
2

𝛹𝛹1 −∞ = ∞, 𝛹𝛹1 ∞ = −∞, 𝛹𝛹1 0 < 0 and 𝛹𝛹1 𝑚𝑚 > 0

≈ 0, i.e. 𝐶𝐶 − 𝑇𝑇 + 𝐸𝐸𝑇𝑇 + 𝐾𝐾𝑀𝑀 𝐶𝐶 + 𝐸𝐸𝑇𝑇 𝑇𝑇

+

= −27𝑎𝑎2 Δ

𝑥𝑥3 = −

𝑥𝑥2 = −

Let 𝑚𝑚 = 𝑚𝑚𝑚𝑚𝑚𝑚 𝐸𝐸𝑇𝑇 , 𝑆𝑆1,𝑇𝑇 .

Define total substrate as 𝑇𝑇 = 𝑆𝑆 + 𝐶𝐶 and reconstruct the model.

S1

3

1
(𝑏𝑏 + 𝑃𝑃 + 𝑀𝑀)
3𝑎𝑎

Proof sketch for the case 𝐾𝐾1,𝑀𝑀 > 𝐾𝐾2,𝑀𝑀 :

▶ Total Quasi-Steady-State Approximation (tQSSA)

𝑇𝑇+𝐸𝐸𝑇𝑇 +𝐾𝐾𝑀𝑀 ±

𝐴𝐴−𝐵𝐵
2

𝑥𝑥1 = −

When 𝐾𝐾1,𝑀𝑀 > 𝐾𝐾2,𝑀𝑀 , 𝑥𝑥3 is the meaningful solution.

⇨ tQSSA is introduced.

𝑑𝑑𝑇𝑇
𝑑𝑑𝑑𝑑

3

When 𝐾𝐾1,𝑀𝑀 < 𝐾𝐾2,𝑀𝑀 , 𝑥𝑥1 is the meaningful solution.

and for some drugs, parameters are out of range.

𝐶𝐶± 𝑇𝑇 =

𝑀𝑀 =

There are always three distinct real roots, that is, Δ > 0 and B is purely imaginary.
There exists the unique biologically meaningful solution. (0 < 𝐶𝐶1 < min{𝐸𝐸𝑇𝑇 , 𝑆𝑆1,𝑇𝑇 })

These are valid only for limited range of parameters

Assume

𝐴𝐴+𝐵𝐵
,
2

+ −𝐸𝐸𝑇𝑇 𝐾𝐾1,𝑀𝑀 − 𝐾𝐾2,𝑀𝑀 + 𝑇𝑇1 𝐾𝐾2,𝑀𝑀 + 𝑇𝑇2 𝐾𝐾1,𝑀𝑀 + 𝐾𝐾2,𝑀𝑀 (𝐸𝐸𝑇𝑇 + 𝐾𝐾1,𝑀𝑀 ) 𝑇𝑇1 𝐶𝐶1 − 𝐸𝐸𝑇𝑇 𝐾𝐾2,𝑀𝑀 𝑇𝑇1 2

𝑆𝑆 : slow variable / 𝐶𝐶 : fast variable

𝑑𝑑𝑑𝑑
𝑑𝑑𝑑𝑑

There are three distinct real roots
At least two roots are identical and all roots are real.
There are one real root and two complex conjugate roots

3

Ψ1 𝐶𝐶1 = −(𝐾𝐾1,𝑀𝑀 − 𝐾𝐾2,𝑀𝑀 )𝐶𝐶13 + 𝐸𝐸𝑇𝑇 + 𝐾𝐾1,𝑀𝑀 + 𝑇𝑇1 𝐾𝐾1,𝑀𝑀 − 𝐾𝐾2,𝑀𝑀 − 𝑇𝑇1 𝐾𝐾2,𝑀𝑀 + 𝑇𝑇2 𝐾𝐾1,𝑀𝑀 𝐶𝐶12

▶ Standard Quasi-Steady-State Approximation (sQSSA)
𝑑𝑑𝑑𝑑
Assume ≈ 0, i.e.
𝑑𝑑𝑑𝑑
𝐸𝐸 𝑆𝑆
𝐶𝐶 𝑆𝑆 = 𝑇𝑇
𝑆𝑆+𝐾𝐾𝑀𝑀
𝑑𝑑𝑑𝑑
𝑘𝑘𝐸𝐸 𝑆𝑆
= −𝑘𝑘𝑘𝑘 = − 𝑇𝑇
𝑑𝑑𝑑𝑑
𝑆𝑆+𝐾𝐾𝑀𝑀

𝐴𝐴 = 2𝑏𝑏 3 − 9𝑎𝑎𝑎𝑎𝑎𝑎 + 27𝑎𝑎2 𝑑𝑑

■ Solution Selection Criteria in tQSSA for Competitive System

Assume the reversible reaction is in equilibrium, i.e. 𝑎𝑎𝑎𝑎𝑎𝑎 = 𝑑𝑑𝑑𝑑.
𝑑𝑑𝐶𝐶
𝑑𝑑𝑑𝑑

closed formula of 𝐶𝐶𝑖𝑖 (𝑇𝑇1 , 𝑇𝑇2 )?

▶ Cubic Formula

𝑃𝑃 =

▶ Discriminant of Cubic Equation

■ PEA, sQSSA, and tQSSA

How can we find the

𝐵𝐵 = 𝐴𝐴2 − 4 𝑏𝑏 2 − 3𝑎𝑎𝑎𝑎

2

𝑎𝑎𝑥𝑥 + 𝑏𝑏𝑥𝑥 + 𝑐𝑐𝑐𝑐 + 𝑑𝑑 = 0

𝑆𝑆 + 𝐸𝐸 ⇄ 𝐶𝐶 ՜ 𝑃𝑃 + 𝐸𝐸

⇨

𝑑𝑑𝑇𝑇𝑖𝑖
= −𝑘𝑘𝑖𝑖 𝐶𝐶𝑖𝑖 (𝑇𝑇1 , 𝑇𝑇2 )
𝑑𝑑𝑑𝑑

Determination of parameters from proper kinetic model is important to predict the effect of drugs.
⇨ Model reduction is required. PEA and sQSSA are widely used

𝑑𝑑𝑇𝑇𝑖𝑖
= −𝑘𝑘𝑖𝑖 𝐶𝐶𝑖𝑖
𝑑𝑑𝑑𝑑
𝑑𝑑𝐶𝐶𝑖𝑖
= 𝑎𝑎𝑖𝑖 𝑇𝑇𝑖𝑖 − 𝐶𝐶𝑖𝑖 )(𝐸𝐸𝑇𝑇 − 𝐶𝐶1 − 𝐶𝐶2 − 𝐾𝐾𝑖𝑖,𝑀𝑀 𝐶𝐶𝑖𝑖
𝑑𝑑𝑑𝑑

tQSSA shows great fittings in both cases.

𝑘𝑘1

C1

→

C2

𝑘𝑘2

P1

→

P2

+

E

+

E

𝐸𝐸 + 𝐶𝐶1 + 𝐶𝐶2 = 𝐸𝐸𝑇𝑇
▶ sQSSA
Assume
=−

Solutions of 𝑎𝑎𝑥𝑥 3 + 𝑏𝑏𝑥𝑥 2 + 𝑐𝑐𝑐𝑐 + 𝑑𝑑 = 0 can be approximated as
𝑏𝑏
𝑐𝑐
𝑑𝑑
𝑥𝑥1 = − , 𝑥𝑥2 = − , 𝑥𝑥3 = − under proper conditions.
𝑎𝑎

𝑏𝑏

𝑐𝑐

Using this, solutions of cubic equation in tQSSA can be
represented in simple formulas.
This approximation also provides a good fitting.

Conservation laws:
𝑆𝑆𝑖𝑖 + 𝐶𝐶𝑖𝑖 + 𝑃𝑃𝑖𝑖 = 𝑆𝑆𝑖𝑖,𝑇𝑇 for 𝑖𝑖 = 1, 2

𝑑𝑑𝑆𝑆𝑖𝑖
𝑑𝑑𝑑𝑑

■ Further Approximation

𝑑𝑑𝐶𝐶𝑖𝑖
𝑑𝑑𝑑𝑑

≈ 0 for 𝑖𝑖 = 1, 2

𝑘𝑘𝑖𝑖 𝐸𝐸0 𝑆𝑆𝑖𝑖
,
𝐾𝐾𝑖𝑖,𝑀𝑀 (1+𝑆𝑆𝑗𝑗 Τ𝐾𝐾𝑗𝑗,𝑀𝑀 )+𝑆𝑆𝑖𝑖

𝑗𝑗 ≠ 𝑖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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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Sinogram for Metal Artifact Reduction
Abstract
CT reconstruction algorithm is based on a assumption that the sinogram data lies on the range space of the
Radon transform. Unfortunately, this assumption is violated in the presence of metallic object in the CT scan
field, which is mainly caused by beam-hardening effects which are associated with the polychromatic nature
of the X-ray source. This paper proposes a new metal artifact reduction method to selectively remove only
beam-hardening inconsistency in CT sinogram, that is caused by metal-induced beam hardening coupled with
bones and tissues.

CBCT reconstruction

S(β, u, v)

•

x1

Cone-beam CT
v

vβ,x,z

uβ,

(1)

Given S, let
) − SL2((0,2π]×R)
(Et, Eb, Em) := argmin R(µtE1 + µbE2 + µm
E3
(E1,E2,E3)

v

S(β, u, v)



u

x

Let

µ(x, z)

β

µ = µtEt + µbEb + µm
Em

Cone angle

x2

u

(x) = µm
χΩ m .
where µtE (x) = µtE χΩt , µbE (x) = µbE χΩb , µm
E
E

•

µ(x, z)•
µ(x, 0)•

The metal-related artifacts are caused mainly by the beam hardening effect (the lower-energy photons tend to
be absorbed more rapidly than higher energy photons). This can be explained by the mismatch between the
data S and the range space of R. For the ease of explanation, we decompose the body into three regions;
tissue region Ωt, bone region Ωb, and metal region Ωm. Then, µE can be decomposed into
(x)
µE (x) = µtE (x) + µbE (x) + µm
E

One of the popular CBCT reconstruction algorithms is FDK method, which can be expressed as


R
1 2π R2
S(β, u, vβ,x,z ) 
(uβ,x − u)dudβ.
µ(x, z) =
2
4π 0 Uβ,x
2
R
R2 + u2 + vβ,x,z
z

Proposed method

R

U β,x

Source •

z

FDK
v

The mismatch can be written as

x2

u

source

[S − Rµ ](ϕ, s) = − ln

x1

β
x2
R

x1

β,u

π
S( , u, 0)
4

β



x1

S(β, u, 0) = − ln

u

x2

β,u,0

µ = R−1[Rµ ] ≈ R−1[S +

FBP

,0

µE (x, 0)dx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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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ptimal constants copt are determined by minimizing the functional Φ(cα):
[S + c1S2 + c2S3 + c3S4 + c4S5](β, u, v)dudv.
copt = argmin Φ(cα)
Proposed method is compared with linear interpolation sinogram inpainting method (LI) and beam-hardening
correction method (BHC) [1]. For quantitative comparison, we computed Structural Similarity Index (SSIM )
for each results with reference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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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ΠS‡ is L2 projection of S‡ to X which is Range
space of Radon transform R.

Metal artifacted image

• φD,λ(x) is metal artifact term [1] corresponding to
metal region D, where λ is an optimal parameter depending on energy spectrum η(E) and the attenuation coefficient of metals and RχD represents metal
trace in projection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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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S‡(x) is a inverse Radon transform of S‡(ϕ, s)

S‡(ϕ, s)
D3

Φ(cα) = ∇β

• S‡(ϕ, s) parallel beam projection data with respect
to projection angle ϕ and position of detector s

• ϕi,sj is parallel beam line corresponding to
S‡(ϕi, sj )



cα(Rχt)α1 (Rχb)α2 (Rχm)α3 ≈ S + c1S2 + c2S3 + c3S4 + c4S5.

Numerical Results

Real projection data is not included in Radon space, which comes from unavoidable noises and polychromatic
nature of the X-ray source. This discrepancy produces serious artifacts when highly attenuating materials such
as metal in the scan field.
• D = D1 ∪ D2 ∪ D3 is a metal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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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al application, exact segmentation of metal, bone and tissue is difficult, and consequently, finding
Rχt, Rχb, Rχm is laborious. We estimated target projection data a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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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cα are optimal constants and α = (α1, α2, α3), where Rχt, Rχb, Rχm are projections corresponding
to tissue, bone, m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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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Observation. The proposed corrected image µ is approximat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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