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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안녕하세요?”라는 일반적인 인사말의 의미가 사뭇 다르게 느껴지는 봄입니다. 

    전례가 없는 전세계적인 감염병 사태로 인해 나라 안의 모든 움직임이 정지된 채로 2020년의 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에서는 안정화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만 북미와 유럽을 포함한 전세계에서의 그 심각성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사회의 모든 활동이 위축되고 실물 경제가 잘 회전되지 않는 상황이 발

생하고 있습니다. 또 대학을 포함한 직장에서의 많은 활동이 비대면 형식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그와 관련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산업이 갑작스럽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응용수학 분야도 근자의 그러한 변화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또한 공헌하게 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감염병의 전파 정도를 예측하는 모델링 등 응용수학에서 공헌할 수 있는 분야들이 제기될 것

으로 예측됩니다. 또 이번 감염병의 치료제와 예방접종제가 아직은 개발 승인되어 있지 않고 현재 그에 대한 상당한 개

발 투자가 진척되고 있어서 그 분야에 또한 많은 응용수학자들이 공헌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사회적 거리 두기의 광범위한 실천이 요구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응용수학자 및 공학자들의 모임들이 중단되거나 연기

될 수밖에 없게 된 현실입니다. 우리 한국산업응용수학회 역시 올해 봄 학술대회를 취소하였고 따라서 가을 학술대회 

때에 만날 기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소식지에서는 작년에 금곡학술상을 수상하신 서울대학교 강명주 교수님, 젊은 연구자상을 수상하신 연세대학

교 권혁남 교수님의 인터뷰가 실립니다. 또 산학연 인터뷰란에는 한국금융공학회 전인태 회장님, 그리고 분과 소개란

에서는 서울대학교 이복직 교수님의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기사가 게재됩니다. 그 외에 연구소/센터 소개란에

는 한국과학기술원 확률 해석 및 응용 센터가 소개됩니다. 대면 모임이 뜸한 이 시기에 다소 학술 활동이 위축될 수도 

있는 회원 여러분께서는 이 소식지의 다양한 기사를 접하시면서 놓칠 수 있는 활력을 다시 충전하시고 의미 깊은 학술 

활동을 잘 이어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모두 안녕하시고 가을 학술대회 때에 뵙겠습니다.

감염병 시국과 KSIAM

KSIAM 부회장 신상준(교수,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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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야말로 빅데이터의 보고이고 신용위험평가, 로보 어드바이저, 트레이

딩 등에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고 최근 파생상품의 가격 결정이나 헤징과 관

련한 딥러닝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 경제, 프로그래밍 

및 수리적 분석을 토대로 하는 금융공학은 블록체인을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전

공입니다. 결론적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기술인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

능 및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수학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20년 4월 2일, 확률론을 전공하신 수학자이자 현재 한국금융공학회 회장

을 역임하고 계신 전인태 교수님께 인터뷰를 의뢰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인

터뷰는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수학 전공자들의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야가 여전히 많고, 앞으로도 계속 생겨날 것입니다.”

한국금융공학회 전인태 회장

대담: 이병준(교수, 가톨릭대학교 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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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저는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Ohio State Univ.에서 확률론을 전공했습니다. 학부 때부터 사람들이 살아

가는 모습을 수학적으로 나타낼 수는 없을까 고민했었는데, 확률론 수업을 들을 때 접한 확률과정론의 매우 유사한 개

념들에 매료되어 확률론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학위를 마칠 때쯤 CalTech에서 열렸던 미국수학회 캘리포니아 지역 

미팅에 New Probabilist 세션에서 발표를 한 것이 계기가 되어 프린스턴 대학의 고등 과학원에서 열렸던 컨퍼런스에 초

청발표를 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미국 주류 확률전공자들과 교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계기로 이때 발표

했던 논문이 구글 Scholar 기준으로 200회 정도 인용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한국으로 돌아와 금융수학에 보

다 전념하다 보니 관련 연구를 지속하기 어려웠습니다. 이후 한국에서는 금융수학 관련 활동을 통해 글로벌 금융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했고 많은 산학협력을 진행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활동을 인정받아 한국 거래소에서 표창장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학생들을 금융권에 진출시킨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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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한국금융공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회장직을 맡게 된 계기와 한국금융공학회에 대한 소개 부탁드

리겠습니다.

A. 한국금융공학회는 15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720여명의 회원이 있고, 금융수학자보다는 재무나 경제 관련 

전문가들이 훨씬 많습니다. 학회에서는 수학 등 이공계 관련 저변확대를 위해 저에게 학회장 자리를 맡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한국금융공학회 역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일본 금융공학회와의 Joint Conference를 통해 금융시장의 변화 및 금융수학자들의 역할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금융공학회는 앞으로 많은 이공계 교수님과 전문가들이 학회에 참여해주

시기를 희망합니다. 

Q. 한국에서 금융수학을 처음으로 소개한 분들 중 한 분이 전인태 교수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사학위는 확률론

을 전공하셨는데 어떠한 계기로 한국에서 금융수학을 도입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A. 저는 미국에서 포닥 시절, 확률론과 보험계리 팀이 조인트로 만든 금융수학 세미나를 두 학기 강의하였고 이를 계기

로 금융수학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미 만들어진 확률론적 이론이 절묘하게 금융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적용되었기 때문에 금융수학에 매우 흥미가 생겼습니다. 학부 때 교양과목으로 들었던 재무관리 지식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후 한국에 돌아와서 금융수학에 관심있는 분들도 많고 또 학생들의 취업을 고려해서 본격적으

로 금융수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Q. 위에서 언급했듯이 박사학위를 확률론으로 받으셨는데요. 전공에 대해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확률론은 랜덤한 현상뿐만 아니라 물리에서의 입자나 네트워크와 같이 수많은 대상물들이 서로 interacting하면서 

움직이는 현상을 기술하고 이에 대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학문입니다. 한때에는 수학의 다른 분야, 특히 편미분 방

정식의 도움을 받는 종속적인 학문이었으나 확률미분방정식 등이 개발되며 오히려 다른 분야에 도움을 주는 위치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 필드 메달리스트도 배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통한 예측 시스

템에 확률론의 적용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그 중요도도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Q. 현재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가 대세입니다. 이러한 흐름이 금융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현재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금융수학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시대에 금융수학의 관심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융이야말로 빅데이

터의 보고이고 신용위험평가, 로보 어드바이저(robo-advisor), 트레이딩 등에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고 최근 파생상

품의 가격 결정이나 헤징과 관련한 딥러닝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 경제, 프로그래밍 및 수리

적 분석을 토대로 하는 금융공학은 블록체인을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전공입니다. 결론적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

심기술인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및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수학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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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인태 교수님께서 등단한 시인이라고 전해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고등학교 때 문학 동아리에서 활동한 바가 있으며, 유학 시절에 처음 접해보는 미국에서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살

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색하기도 하였고, 또한 고국에 대한 그리움 등을 글로 써보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저도 모

르게 아내가 모 계간지에 제가 쓴 원고를 보냈고 어느 날 갑자기 신인상을 받아 등단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거의 시를 쓰지는 않지만, 그 대신 인문학적 관심으로 인해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들과 교류하는 것을 즐기

게 되었습니다. 미술 전공자들과의 교류를 통해서는 우리나라 경매에서 거래된 그림들의 가격 데이터를 이용하여 미

술품 가격 지수를 만들어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Q. 개인적으로 한국산업응용수학회와 한국금융공학회는 어느정도 교집합이 많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학회간의 교류

를 위해서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혹시 없을까요?

A. 금융수학은 응융수학의 한 분야이므로 당연히 한국산업응용수학회와 한국금융공학회가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금융 관련 세미나를 같이 진행해보는 것도 교류를 위한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

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저희 학회도 봄학기 학술대회가 연기되는 등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두 합심하여 

잘 이겨내고 2학기에는 한국산업응용수학회와 한국금융공학회가 교류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이 열리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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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유체역학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이복직(교수, 서울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유체 운동의 지배방정식인 Navier-Stokes 방정식은 비

선형으로서 해석적으로 다루기 어렵기에 시간적·공간적

으로 이산화하여 전산 수치해석을 통해 근사해를 구하

는 것을 전산유체역학(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이라 부르며, 유체역학과 CAE(Computer Aided 

Engineering)의 한 분야이다. 전산유체역학은 물리와 수

학, 그리고 전산과학이 어우러진 대표적 융합과학 분야

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유체 현상의 분석 또는 예측을 

위해 사용되며, 이론적 또는 실험적 방법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의 유체역학 문제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영국의 기상학자 Richardson는 Weather Prediction by 

Numerical Process (1922)에서 전산유체역학의 개념을 

처음 적용하였다. 그의 일기 예측은 수치해의 안정성이

라는 개념이 정립되기 이전의 시도로서 큰 오차를 냈

지만, 컴퓨터 조차 없던 시절의 혁신적 발상임에는 틀

림없다. 이후  Mathematische Annalen (1928)에 발표된 

Courant-Fredrichs-Lewy의 논문을 통해 수치해의 안정

성을 위한 이른바 CFL 조건이 알려지게 되었다. 현대적 

전산유체역학의 근간은 1958년 Los Alamos 국립연구소

에 설립된 T3 그룹에 의해 전개된 10여 년간의 연구로부

터 확보되었으며[1], 1967년에 이르러 3차원 물체에 대

한 전산유체역학 사례[2]가 처음으로 발표되었다. 한편, 

영국의 Imperial College에서는 Spalding 교수가 1974년 

최초의 상용 전산유체역학 소프트웨어 회사인 CHAM을 

설립했고, 아직까지도 널리 사용되는 SIMPLE 알고리듬

은 이 무렵 여기에서 개발된 것이다. 미국 항공우주학회

는 1973년 제 1회 AIAA CFD 학회를 개최하였으며, 전산

유체역학의 항공우주산업 응용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

게 되었다. 비정렬격자계를 이용하여 항공기 전체의 3

차원 형상에 대한 오일러 방정식 해를 제공한 Jameson 

교수의 airplane 코드[3]가 완성된 시점이 1980년 대 중

반이며, 이 무렵 NASA에서는 3차원 Reynolds-Averaged 

Navier-Stokes 방정식의 수치해를 구하는 CFL3D 등의 

코드들이 활용되기 시작했고, 현재 널리 쓰이고 있는 상

용 프로그램인 Fluent 역시 이 때 처음 등장했다. 1990년

대 이후에는 항공 뿐 아니라 기계, 조선, 전자, 화공, 건

설, 환경, 천문, 핵물리, 의학 등 거의 모든 학문 및 산업 

영역에서 전산유체역학이 적용되는 성숙 및 대중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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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접어들었다.

 거대 학문으로 자라난 전산유체역학을 좀 더 구체적으

로 하위 분류해보자면, 우선 방정식을 이산화하는 개념

에 따라 유한체적법(FVM), 유한요소법(FEM), 유한차분

법(FEM)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공간적 이산화는 계산격

자에 근거하게 되는데, 전산유체역학 코드는 각 격자점

을 (I,j,k)등으로 순차 배열할 수 있는 정렬 격자만을 다루

는 해석자와, 규칙없이 배열되는 비정렬 격자를 다루는 

해석자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 비정렬 격자계에서 고차

정확도를 갖도록 하는 불연속 갤러킨(DG) 기법이 각광

을 받으며 집중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전

산유체의 해법은 유동의 마하수(즉, 압축성의 정도)에 

따라 압축성 해석자와 비압축성 해석자로 나뉜다. 전자

는 음속이, 후자는 유속이 시간이산화를 지배하게 되며, 

그에 따라 각각에 적용되는 수치기법과 해석 비용은 크

게 달라진다. 한편, 단순하게 공기 등 기체를 다루는 것 

뿐 아니라 기체-액체-고체 등이 공존하는 경우를 다루

는 다상유동 전산유체역학, 연소 및 플라즈마 등 다양한 

분자를 개별적으로 다루고 그들 간의 화학반응을 고려

하는 반응유동 전산유체역학 등, 다물리 및 다학제 형태

로 확장되고 있다. 한정된 지면에서 이러한 방법을 모두 

소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실익도 없으므로, 여기에서

는 압축성 유동을 대상으로 Cartesian 격자계에서의 유

한체적법을 예로 들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Lax와 Wendroff에 의해 밝혀진 중요한 사실은 충격파

와 같은 불연속면을 수치적으로 포착하기 위해서는 지

배방정식이 처음부터 보존식 형태로 쓰여져야 한다는 

것이다[4]. 방정식을 유한체적법에 따라 적분형태로 쓰

는 데서 출발하면 자연적으로 보존식 형태의 미분방정

식을 얻게 되므로, 압축성 Navier-Stokes 방정식의 쌍곡

형 특성(hyperbolic characteristics)을 중요하게 바라보는 

경우 응용수학자들의 주도 하에 유한체적법을 중심으로 

수치해법이 발전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러시아의 수학

자 Godunov에 의해 1959년 제안된 이른바 Godunov 방

법은 인접한 두 셀 사이의 Riemann 문제의 해를 이용하

여 수치적 플럭스를 구성할 수 있다는 혁신적 발상이었

으며, 1980년대에 이르러 Roe에 의해 근사적인 Riemann 

해가 제안[5]되면서 실용성을 갖춘 충격파 포착 기법

으로 널리 채택되었다. 이후 HLL, HLLE, HLLC, Osher-

Solomon 등 다양한 근사 Riemann 해 기법이 제안되어 

극초음속, 천문우주, 핵물리, 폭발공학 등 강한 충격파를 

수반하는 분야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 1차정확도 Godunov 방법의 개요를 간략히 알아보자. 

예를 들어 이라는 1차원 보존 방정식에 

로 유한체적 이산화를 적용하면 의 

차분식을 얻게 된다. Godunov 방법은 시간 레벨 n에 각 

유한체적마다 상수 분포를 갖는 데이터가 주어진다는 

기본 가정에서 출발하며, 이웃한 유한체적의 경계

를 불연속면으로 갖는 두 값 들이 다음과 같은 국

소적인 Riemann 문제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PDE: 

 IC:   where

                 
 유한체적 경계에서의 Godunov 수치적 플럭스는 

으로 정의하며 여기서 은 

RP 의 x/t = 0에서의 해, 즉 유한체적 경계를 따른 

해가 된다. Riemann 문제의 엄밀해는 충격파 해 또는 팽

창파 해등 비선형 방정식의 해를 구하여야 하므로 계산

비용이 매우 크게 되며, 이를 선형화하여 수치적 소산이 

적은 Godunov 방법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계산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인 Roe의 근사 Riemann 해 등이 제안됨

으로써 압축성 전산유체역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계

기가 되었다.

 전산유체역학을 이용하여 유체현상을 분석하거나 예측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1) 전처리(pre-processing) 2) 

시뮬레이션 3) 후처리(post-processing) 의 3단계를 거쳐

야 한다. 물체 및 경계 등의 형상을 모델링하고, 계산 격

자를 구성하는 것이 전처리 과정이며, 초기조건 및 경계

조건, 해석용 파라미터 등을 준비하고, 컴퓨터 하드웨어

에서 해석자를 운용하고 그 진행과정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 시뮬레이션 과정이며, 그로부터 얻어진 데이터로

부터 유동을 가시화 하거나 해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

내는 등의 분석을 후처리 과정이라고 한다. 전산유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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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 대중화에 따라 사용 편의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최근에는 전처리 및 후처리 과정의 그래피컬 사용자 인

터페이스(GUI) 또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Navier-Stokes 방정식의 난제성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난류를 다루는 어려움에 있으며, 계산자원의 한계로 인

해 난류 모델링을 적용하게 된다. 이때 난류 모델링의 

정도에 따라 난류 해석자는 레이놀즈 평균기법(RANS), 

대와류모사기법(LES), 직접모사기법(DNS) 등으로 구분

되며, RANS를 제외하고는 실용적인 문제에 적용하기에

는 아직까지 계산비용 부담이 매우 큰 편이나, 복잡한 

난류유동에서 RANS 수준의 난류모델은 종종 그 한계

를 보인다. 계산 비용과 정확도 사이의 절충안으로 최근

에는 RANS와 LES를 혼합한 하이브리드 기법이 각광받

고 있다. 대와류모사기법에서는 ~1/Δ 이하의 웨이브 넘

버를 갖는 대와류를 포착하고 그 이상은 subgrid 모델로 

대체하며, 직접모사기법에서는 Kolmogorov 스케일까

지 직접 포착하므로 계산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된다.

전산유체역학의 발전은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

어의 발전과정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무어의 

법칙에 따라 급속하게 발전해온 프로세서 성능 및 메모

리 용량, 그리고 MPI, OpenMP 등 병렬컴퓨팅 라이브러

리의 등장으로 전산유체역학의 능력 또한 급속도로 발

전해 왔다. 최근에는 GPGPU등 CPU에 비해 연산 코어

수가 훨씬 많은 가속 아키텍처 또한 성능 혁신을 거듭하

고 있어, 고성능 컴퓨팅(High Performance Computing, 

HPC)이라고 일컫는 분야에서 하드웨어 아키텍처가 어

떻게 진화할지 불분명한 시대에 있다. 그에 따라 전산유

체역학 연구자는 새로운 아키텍처에서 최적 성능을 발

휘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위해 종래의 해석자를 고

치거나 심지어 완전히 새로운 언어로 재작성해야 하는 

고충을 겪기도 한다. HPC 분야에서는 곧 도래할 엑사스

케일(exascale) 컴퓨팅 시대를 맞이할 준비에 한창이며, 

OpenCL, OpenACC, ROCm, CUDA, Kokkos 등이 엑사스

케일 프로그래밍 언어 또는 도구로서 경쟁하고 있다. 전

산유체역학 연구자는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수학에 기

초하여 더욱 강건하고 정확한 수치기법을 개발하는 노

력을 지속하여야 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아키텍쳐와 새로운 프로그래밍 기법이 

소개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각각의 해석자가 최적의 성

능을 낼 수 있도록 컴퓨팅 환경변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만 하는 도전적인 상황에 있다. 전산유체역학은 virtual 

wind tunnel, digital twin 등을 가능하게 하는 4차 산업의 

핵심 기술 중 하나로서 그 활용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

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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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자 칼럼

새로운 시대, 응용수학

강명주(교수,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2019 KSIAM-금곡 학술상 수상자 칼럼

 제가 한국산업응용수학회의 2019년 금곡학술상을 수

상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현 한국산업응

용수학회 회장님이신 김종암 교수님께서 금곡학술문화

재단 하연순 이사장님께 응용수학, 계산수학과 계산공

학의 중요성을 이해시켜드려 응용수학계의 소중한 상

을 8년전에 마련하였습니다. 이 상을 처음 추진할 때, 김

종암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교수님들이 이렇게 소중하

고, 뜻 있는 상에 대한 여러 제안을 할 때가 떠오릅니다. 

저는 그 당시에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저보다 훌륭하

고 뛰어난 업적을 가지고 계신 선후배 연구자분들이 많

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제가 이번에 금곡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그동안 저와 같이 연구해왔던 여러분들(서울대 

NCIA연구원들, UCLA 오셔교수님과 동료들)의 연구에 

대한 열정과 KSIAM 회원님들의 배려가 가장 큰 수상 이

유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 이 상을 저에게 주신 것

은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서 뛰어난 연구 결과를 많이 

만들어내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동안 연구해 왔던 응용수학분야는 크게 세 분

야로 생각되어집니다. 1990년대 초부터 전산유체역학

과 수치방법에 대하여 연구해왔고, 2000년대초부터 영

상처리의 수학적방법론이란 분야를 접근하게 되었고, 

2014년부터 딥러닝의 수학적 이론과 응용에 대하여 연

구하고 있습니다. 이 세 분야는 제 개인 생각으로는 각

각 그 시대에 가장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했던 분야이고, 

학문계뿐만 아니라 산업계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 분야

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운이 좋게 그 분야들이 발전하는 

초기부터 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시작하였을 때는 인터넷을 연

결하는데 24K 모뎀을 사용하고, 웹브라우저로 Mosaic

를 사용하고, AOL(americal online)이라는 회사가 처음

으로 개인들에게 인터넷을 팔던 시대였습니다. 초기에 

CPU는 80286이었고, 그 후에 엄청나게 속도가 빨라지

고(?), 그때까지 슈퍼컴퓨터에서만 계산할 수 있었던 여

러 가지 문제들을 개인이 할 수 있다는 Pentium이 등장

하였습니다. 이렇게 컴퓨터, 인터넷이 발전하는 시대에 

응용수학분야에 흥미로운 문제들은 유체의 흐름을 어

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였고, 70~90년대에 이

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치적 방법들에 대한 중요

한 연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중 two-phase를 해

결하기 위한 Level set 방법을 Osher와 Sethina[1](google 

scholar 기준 인용횟수 16400회)이 개발하였는데, 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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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Navier-Stokes 방정식과 결합해서 multiphase flow

의 해결에 큰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분

야에 응용이 되었습니다. 그 중 가장 획기적인 사건은, 

이 방법론을 영화 산업에 적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영

화 산업 분야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인물은 저와 같이 박

사를 받고, 같이  UCLA에서 연구원을 하던 Ron Fedkiw

박사인데, 그는 Hollywood에 있는 영화회사와 산학

을 하면서, 영화산업중 computer graphics분야에 획기

적 업적을 창출하였습니다. 그 당시의 LA Times를 보면 

“Mathematicians go to Hollywood” 라는 기사를 찾을 수 

있는데, 응용수학 분야가 이렇게 크게 사회에 직접적으

로 응용된 것은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분야

는 physics based computer graphics란 분야인데, 이 분

야의 기본적 이론과 계산 방법들은, UCLA에 있던 훌륭

한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들에 기인한 것인데, 저는 운

이 좋아서 그 그룹에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Prof. Roe 

Fedkiw는 이 분야를 영화에 적용하여, Academy상을 2

회(2008, 2015)받았고, Prof. Teran은 영화 “frozen” 의 

Snow 시물레이션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림 1. 유체의 흐름 계산

 

 두 번째 설명하고자 하는 분야는 PDE based image 

processing 입니다. 영상처리 분야는 이미 공학자들이 

여러 수학적 툴을 사용하여 산업계의 여러 분야에 적용

하여 상당한 성과를 이뤄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결과에 대한 이유라든지, 설명이 약간은 부족한 것이 사

실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부터 수학적으로 영상을 설

명하는 논문들이 발표되기 시작하였는데, “Nonlinear 

total variation basede noise removal algorithms” 라는 

기념비적 논문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논문은 Google 

scholar 기준 인용횟수가 14000회 이상이며, total 

variation이라는 용어를 영상에 처음 사용하였고, 그 후

의 연구들의 초석이 되는 논문이라고 생각됩니다. 1990

년대 말에 Prof. Luminita vese 와 prof. Tony Chan은 

“Active contours without edge” (google scholar 인용횟

수 11803회) 을 발표하였는데, 이 논문은 2003년에 IEEE 

signal Society Best Paper award를 수상하였다. 제가 영

상처리 분야를 연구하게 된 계기는 지도교수님의 역할

이 컸지만, Prof. Luminita vese가 UCLA에서 박사후 연

구원을 할 시기에 저도 같은 연구실에서 박사후 연구원

을 하고 있었고, Prof. Ron Fedkiw, Prof. Xu-dong Liu와 

Level set 을 사용한 CFD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

을 시기였습니다. 자연스럽게 Prof. Vese와 연구에 대한 

토론을 하며, 서로의 분야에 대한 설명-저는 주로 Level 

Set과 수치방법들, Vese는 영상처리 분야-을 하였습니

다. 저는 이러한 과정에서 영상에 대한 이 해를 할 수 있

었고, 지금까지 영상처리를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

던 것 같습니다.

그림 2. 영상 잡티 제거

 마지막으로 딥러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

다. 지금부터 5-6년전부터 이 분야에 대하여 연구를 수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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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딥러닝을 이용한 영상 분할

러닝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특히 수학계에서는 연구

를 수행하는 연구자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

연한 기회에 우리나라 S사 연구원이 자기네 부서에서 

딥러닝을 연구하고,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수학적으

로 이해가 되지않아서, 어려움이 많다고 하면서, 같이 

연구를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 그 당시 딥

러닝이란 단어 자체도 생소하고,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

어서 망설였지만, 새로운 학문을 배운다는 자세로 같이 

연구를 수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한 3개월정

도, 일주일에 3시간 정도의 세미나 시간을 정해서, 그 쪽

에서 딥러닝의 기초와 프래그래밍들을 자세히 설명하

여 주었습니다. 이 기간동안 저와 저희 연구원들은 딥러

닝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배웠으며, 수학적으로 어떤 분

야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많은 토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미나는 S사의 딥러닝 응용 프로그램 개발이 급속

하게 바빠지기전까지 1년여 동안 지속되었고, 서로 소기

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 분

야의 광범위한 응용 가능성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이러

한 연유로 여러 산업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딥러닝의 수학적 이해에 대한 해답은 아직 미궁

속에 있고, 누군가를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응용수학을 연구하면서 자신의 학문안에만 닫혀

있었다면, 위의 연구들을 수행할 수 없었을 것이고, 또

한 뛰어난 동료들과도 소통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응용수학의 새로운 아이디어는 어쩌면 수학 난

제들의 증명보다 많은 연구자들의 오랜 시간 실패와 노

력 끝에 나온 결과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후배 연구

자들에게 자신의 분야가 아닌 분야에 대한 존중과 이해

를 바탕으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연구하라고 부탁드리

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금곡상 수상에 대하여 감사드리

며, KSIAM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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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생체 임피던스에서의

수학적 역문제에 관한 연구

권혁남(교수, 

연세대학교 과학기술대학 수학과)

2019 KSIAM 젊은 연구자상 수상자 칼럼

  KSIAM은 제가 대학원생 시절 꾸준히 참석하며 많은 배

움의 기회를 가진 학회입니다. 참석할 때마다 연구자들

의 좋은 연구결과와 발표를 들으며 나도 언젠가 여기서 

인정받을 수 있는 연구결과를 발표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렇기에 KSIAM에서 

젊은 연구자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제게 큰 의미로 다가

옵니다. 본 연구를 진행하며 논문으로 완성되기까지 함

께 해준 공동연구자들과 영감을 준 한국산업응용수학회

의 연구자들 그리고 옆에서 항상 격려해주었던 많은 가

족, 동료, 친구들에게 수상의 공을 돌리고 싶습니다. 또

한, 제 연구 및 연구 분야를 높게 평가해주시고 선정에 

힘써주신 KSIAM 포상위원회 분들을 비롯한 관계자분들

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주 연구 분야는 편미분 방정식의 수학적 역문제 

풀이입니다. 역문제(inverse problem)는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문제와는 반대 개념으로 측정 가능한 해로부터 

방정식의 계수를 찾는 문제를 말합니다. 편미분 방정식

은 다양한 산업 및 과학 분야의 문제와 현상을 기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정식의 계수는 물질의 물리적인 

성질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편미분 방정식의 수학적 

역문제 풀이는 물질의 물리적인 성질을 알아가는 과학

적인 의미를 갖고 또한 물질의 물리적인 성질을 이용하

는 산업 분야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2019년 KSIAM 젊은 

연구자상을 수상하게 된 저의 최근 연구는 타원형 이계

편미분 방정식에서의 역문제 풀이에 관한 연구입니다. 

이 문제는 생체 전기 저항을 측정하는데 그 적용이 있습

니다. 인체 의 외부에서 저주파(1 MHz 이하)의 전류

를 인가하면, 내부에 유기된 전압 은 아래와 같은 

타원형 이계편미분 방정식으로 기술됩니다.

여기에서 외부에서 측정한 전압을 사용하여 내부의 복

소 유전율( , 전도율과 상대 유전율)의 값 또는 분포를 

찾는 문제가 생체 전기 저항을 측정하는 문제입니다. 특

별히 저는 계수 가 골격근을 나타내는 경우[1]와 복부

를 나타내는 경우[2]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리고 인체 외부에서 측정한 전압 데이터에서 지방과 근

육의 신호를 분리하는 연구[3]도 수행하였습니다. 골격



12       KSIAM NEWSLETTER

수상자 칼럼

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계수 는 근질환 진단에 유

용한 정보를 줄 수 있고, 복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계수 의 분포는 비만 진단에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습

니다.

  근육의 복소 유전율을 복원하는 문제는 바늘 전극(그

림 1)을 사용하여 in vivo로 측정한 전압 데이터를 사용

하는 알고리즘을 제공하였고, 동물 실험 결과(그림 2,3)

로 검증하였습니다.

그림 1. 바늘 전극의 모습

그림 2. 전도율 복원 결과          그림 3. 상대 유전율 복원 결과

  근육의 복소 유전율은 측정 방향에 따라 그 값이 달라

지는 이방성 성질을 가졌기에, 현재의 기술로는 이방성 

생체 조직의 유전율 값을 측정하기 위해서 샘플 조직을 

정육면체 모양으로 떼어내 규격화된 틀 안에 넣고 각 방

향의 전류-전압 데이터를 측정하여 Ohm의 법칙으로 유

전율을 계산하는 ex vivo 방법이 쓰입니다. 그렇기에 살

아있는 인체 조직에 대한 유전율 값을 측정하는 것은 불

가능에 가깝고, 현재까지 ex vivo를 시행할 수 있는 동물

의 생체 조직의 유전율 값만 측정되었습니다. 이방성 생

체 조직의 유전율을 샘플 조직을 떼어내지 않고 생체에

서 직접 측정하는 in vivo 방법을 개발한다면 살아있는 

사람의 생체 조직의 유전율 값을 알아낼 수 있으며, 인

체의 영향에 따른 생체 조직의 유전율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생물학적 조직과 체액의 유전율은 질병

으로 인해 그 값에 변화가 있기에, 이방성 유전율을 측

정함으로 질병의 진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

니다. 생체 조직의 복소 유전율을 in vivo로 측정하는 기

존의 방법은 등방성 조직을 대상으로 한 영상화 방법과 

균질한 이방성 조직을 대상으로 한 측정 방법이 있고 두 

접근법 모두 인체 표면에 부착된 전극을 사용합니다. 등

방성 조직을 대상으로 한 영상화 방법은 전류-전압 관계

가 전극의 배치와 인체의 기하학적인 상태에 영향을 많

이 받는 어려움으로 인해 아직 이론 단계에 머물러 있

고, 절대적인 유전율 값이 아닌 (시간에 따른) 유전율 값

의 변화를 영상화하는 기술이 주로 연구되었습니다. 균

질한 이방성 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방법은 균질한 이방

성 조직에 직접 전극이 접촉해야 하기에 임상에 적용하

기 위해서는 근육에 전극을 부착해야 하고 이를 위해 피

부와 지방층을 벗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피

부와 지방층을 벗길 수 있는 동물 실험 단계까지는 성공

하였지만 살아있는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에 적용

할 수는 없습니다. 근질환 진단을 위해 바늘을 사용한다

는 점에 착안하여 바늘 전극을 개발하여 근육 내 바늘 

전극의 배치에 따른 전류-전압 분포를 분석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이방성 조직의 복소 유전율을 in vivo로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하였습니다.

  복부의 전도율 분포를 복원하는 문제는 피하 지방의 

두께를 추정하여 복부 비만을 평가하는데에 목적이 있

습니다. 이를 위해 전기 임피던스 단층 촬영 (Electrical 

Impedance Tomography, EIT)이라 불리는 기술을 사

용하였습니다. 기존의 EIT 기술은 참조 데이터가 필수

적이기에 수초 이내에 전도율 값이 변하는 difference 

imaging에서는 많은 연구와 성공적인 결과가 있었지

만, 수초 이내에 전도율 값이 변하지 않는 복부의 정적

인 영상화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림 4. 인체 표면에 부착된 32개 전극 중 8개를 선택하여 특별

한 전류-전압 패턴을 사용하여 reference 데이터를 만들고 부분

별 정적인 영상화 후 하나의 영상으로 합쳐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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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영상화를 위해 전극 사이 거리 차를 사용하여 

reference 데이터를 만들어 줌으로 정적인 영상화 알고

리즘을 개발하였고 수치실험(그림 4)으로 입증하였습니다.

  EIT는 모델링 오류를 처리하기 위한 참조 데이터가 필

수적이기에 참조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해 시간 또는 주

파수의 차이를 데이터로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한 시

간 프레임, 한 주파수에서 영상을 복원하는 정적 영상화

에서는 참조 데이터를 구성하기 위한 difference data가 

없었기에 정적 EIT 영상화는 연구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

니다. 본 연구에서는 특별히 선택한 전류-전압 패턴을 

사용하여 참조 데이터를 구성하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인체 모형을 사용한 수치 시뮬레이션을 통해 복부 지방

의 두께를 측정하는데 적용한 결과, difference imaging

으로는 얻을 수 없던 피하지방의 영상을 성공적으로 복

원하였습니다. 기존의 EIT 영상화 알고리즘은 하나의 영

상을 복원하기 위해 인체 외부에 부착된 전극을 동시에 

모두 이용합니다. 자세히 말하자면, 전류-전압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해 서로 이웃한 (혹은 1개, 2개, ... 건너뛰고 

이웃한) 전극에서 전류를 넣고 모든 나머지 전극에서 서

로 이웃하게 (혹은 1개, 2개, ... 건너뛰고 이웃하게) 선택

된 전극에서 전압을 측정합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인체 외부에 부착된 전극 중 한 

지역의 근방에 있는 전극만을 사용하여 선택된 지역의 

영상을 복원하고, 이 과정을 여러 지역에서 시행하여 얻

은 복원 영상들을 합쳐서 하나의 영상을 완성합니다. 선

택된 지역의 전극에는 특별히 고안된 전류-전압 패턴을 

사용하여 전극 간 거리 차이에 따른 전류-전압 데이터를 

획득하고 이를 사용하여 참조 데이터를 만듦으로 정적 

영상화가 가능합니다.

  측정한 전압에서 지방과 근육의 신호를 분리하기 위

한 연구 결과로 독립변수에 의존하는 원신호(source 

signal)의 성질을 신호 분리 기술에 포함시킨 Model 

Component Analysis(MCA) 기술을 개발하였고, 수치실

험 및 인체 실험 결과로 입증하였습니다.(그림 5)

  신호 분리 기술은 측정된 혼합 신호로부터 원하는 신

호를 찾아주는 모든 분야(예, 디지털 신호 처리)에 적용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가장 잘 알려진 신호 분리 기술  

그림 5. 근육과 지방의 영향을 받는 인체 표면에서 측정
한 데이터로부터 근육의 resistivity( )와 reactivity( )를 
분리하기 신호 분리 기술을 적용한 결과. 세 명의 환자 
데이터에 대해 기존의 기술(ICA, 빨간색; PCA, 파란색)은 
일관성 없는 결과를 주었고, 제안한 기술(MCA, 검정색)
은 일관성 있는 결과를 주었다. 현재, 살아있는 사람의 

와 를 측정하는 기술이 없기에 실제 값과의 비교는 
불가하다.

은 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 (ICA)와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가 있습니다. ICA는 혼합되

는 원신호가 non-gaussian이고 상호 독립적이라는 가

정 아래에 신호를 분리해주며, PCA는 직교 변환을 통

해 데이터에 독립성을 강요함으로 신호를 분리해줍니

다. 그렇기에 원신호가 상호 비독립적(의존적)인 경우 

ICA와 PCA는 신호 분리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본 연구

에서는 상호 의존적인 신호가 혼합된 경우(예, 인체 표

면에서 측정한 전기임피던스 데이터), 원신호의 선행 

정보를 사용하여 신호를 분리하는 기술을 개발하였습

니다. 인체 표면에서 측정한 Multi-frequency 전류-전

압 데이터는 지방과 근육의 resistivity와 reactivity의 혼

합 신호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과 근육의 

전기적 성질은 주파수에 따른 의존성(예, Fricke-Morse 

Model)이 있기에 ICA와 PCA 같은 기술은 적용할 수 없

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주파수에 따른 의존성, 즉 Fricke-

Morse Model을 따르도록 원신호를 분리하는 기술을 개

발하였습니다. 본 기술은 혼합된 신호의 원신호가 독립

변수에 의존하는 모든 경우에 신호 분리 기술로서 사

용될 수 있습니다. ICA와 PCA는 각각의 가정에 맞게 

cost 함수를 최적화(ICA에서는 non-gaussianity를 최대

화; PCA에서는 variances를 최대화)합니다. 본 연구에



14       KSIAM NEWSLETTER

수상자 칼럼

서는 MCA의 적용을 위해는 원신호의 의존성을 정량

화하는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그에 상

응하는 cost 함수를 최소화함으로 신호를 분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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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배경

 게임의 승부 예측에 관한 관심에서 시작된 확률론은 최

근 100여 년간의 발전을 통해 수학의 한 분야로 자리 잡

았다. 확률론의 발전에 따라, 결정론적인 논리 구조에

서 설명할 수 없었던 여러 자연 현상과 사회 현상을 확

률론적 분석을 통해 이해하려는 시도가 다양하게 이루

어지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공학 및 산업 분야에서 확

률론을 사용한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빅데이터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

여 확률적 방법론에 관한 국내 수학계의 연구 역량을 높

이는 것을 목표로 한 KAIST 확률 해석 및 응용 연구센터

(Stochastic Analysis and Application Research Center, 

SAARC)가 2019년 설립되었다.

연구목표

 확률 해석 및 응용 연구센터는 확률론과 해석학을 융합

한 연구 분야를 창출하고 확률해석적 접근이 필수불가

결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확률론

이 정립되던 초기에는 확률모형의 수학적 이해에 측도

론과 함수해석학과 같은 해석학 분야의 연구 성과가 크

게 기여했지만, 그 후 확률론은 해석학과 독립적으로 발

전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들어 다시 변화를 맞이하

여, 복소해석학이나 편미분방정식, 기하측도론의 연구 

성과가 확률론 연구에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확률 해석 및 응용 연구센터는 확률 이론, 확

률 응용, 해석학 분야의 국내 최정예 수학자들이 창의적

인 융합연구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큰 파급효

과를 가진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 한다.

KAIST 확률 해석 및 응용 연구센터

(KAIST SAARC)

이지운(교수, KAIST 수리과학부 / 

KAIST 확률 해석 및 응용 연구센터장)

연구 센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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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그룹 이름 소속

1그룹

(확률이론)

이지운 KAIST 수리과학과
강남규 KIAS 수학부
김건우 POSTECH 수학과

Paul Jung KAIST 수리과학과

2그룹

(확률응용)

 황강욱 KAIST 수리과학과
강완모 KAIST 수리과학과
김동환 KAIST 수리과학과
윤세영 KAIST AI대학원

3그룹

(확률PDE)

변재형 KAIST 수리과학과
권순식 KAIST 수리과학과
김경훈 고려대학교 수학과
황형주 POSTECH 수학과

<연구그룹 구성>

제1그룹: 확률 이론 연구그룹

 필자가 그룹 책임을 맡은 확률 이론 연구그룹에서는 확

률론의 이론적 도구 개발 및 확률해석 방법론에 관한 연

구를 진행하며, 타 그룹 연구자들에게 필요한 확률론적 

방법론을 제공한다. 

 제1그룹의 연구주제는 다양한 확률 모형에서 보편적

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수학적 이해이다. 최근 들

어 확률 모형의 보편성 연구에 확률편미분방정식인 

Kardar-Parisi-Zhang(KPZ) 방정식의 해의 성질이 이용되

는 등, 해석학적 접근을 통해 확률론의 혁신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확률 모형의 특성을 새롭게 발견하는 시도

가 이루어지고 있다. 확률 이론 연구 그룹에서는 확률론

에 기반한 여러 전문가의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얻

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랜덤 행렬 및 이와 관

련된 확률과정 분야의 우수한 연구진이 모여 효율적으

로 연구를 진행하고 탁월한 공동연구 성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2그룹: 확률 이론 연구그룹

 KAIST 황강욱 교수가 그룹 책임을 맡은 확률 응용 연구

그룹에서는 인공지능, 기계학습 이론의 수학적 연구 및 

확률계산 방법론 연구를 맡으며, 관련된 수학 및 공학적 

지식을 융합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제2그룹의 연구주제는 수학적 이해에 기반한 인공지

능 연구이다. 지금까지 인공지능 관련 문제 해결 방식은 

단순히 잘 알려진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도출

된 해결책을 사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기계학습 알고

리즘에 대한 이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문제 해결을 

위한 기계학습 기능에 대한 대중적 접근이 쉬워지고 있

는 추세 속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연구를 선

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도전이 필요하다. 확률 응용 연구 그룹에서는 수학

적 이해에 기반한 신뢰성 높은 인공지능 연구를 이러한 

도전의 방향으로 삼아 일반화된 기계학습 이론과 분석 

방법을 개발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특화되거나 일반화된 알고리즘을 중요한 현실 

문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3그룹: 확률 이론 연구그룹

 KAIST 변재형 교수가 그룹 책임을 맡은 확률 PDE 연구

그룹에서는 확률적 모형에서 나타나는 확률 미분방정식

을 연구하는 한편 확률 응용 연구그룹에서 제기하는 응

용문제를 공동으로 연구한다.

제3그룹의 연구주제는 확률적 효과가 포함된 미분방정

식과 편미분방정식에 대한 연구이다. 지금까지 편미분

방정식 연구는 방정식의 계수, 경계조건, 초기조건이 완

벽하게 주어져 있다는 가정 아래 특수해 및 일반해의 존

재성, 해의 특이성과 점근적 양상 등을 주요 연구 대상

으로 하였다. 그러나 자연현상을 더욱 실제적으로 설명

하기 위해서는 측정의 불완전성, 경계조건의 불확실성, 

초기치의 오차 등으로 인해 결정론적인 방정식에 노이

즈가 추가되거나 데이터가 확률변수로 주어진 확률 미

분/편미분방정식을 다룰 필요가 있다. 확률 PDE 연구 그

연구 센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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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에서는 이러한 확률 미분/편미분방정식의 이론 및 응

용 연구를 통해 새로운 연구 주제를 발굴하고 미해결 난

제에 도전하려 한다.

연구계획

 각 그룹은 확률 이론 및 응용 관련 난제 해결을 공통의 

목표로 하여 유기적인 공동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대

표적인 공동연구 주제로는 랜덤 슈뢰딩거 방정식, 확률

적 경사하강법, 확률론적 방법에 의한 네트워크 분석 등

을 들 수 있다. 특정한 확률 모형에 대해 연구하면서 그 

모형의 특징에 기반한 방법론을 사용하는 기존의 연구 

방법으로도 많은 연구 성과가 있었으나, 확률론의 근본

적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확률 모형을 아우르는 연구 방

법과 확률론의 여러 아이디어에 공통으로 내재해 있는 

성질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확률 해석 및 응용 

연구센터는 다양한 배경지식과 연구경험을 가진 확률론 

및 해석학 관련 연구자들의 집단연구를 통해 이를 이루

고자 한다.

<공동연구 주제 예시>

  확률 해석 및 응용연구센터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외에서 확률론 및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

들을 도울 계획이다. 앞으로도 정기 워크숍, 정기 세미

나 운영, 국내/국제 학회 개최, 집중 강연 시리즈 개최 등

을 통해 연구에 필요한 지식을 공유하고 전파하는 기회

를 제공하려 한다.

기대효과

 확률 해석 및 응용 연구센터는 확률론 관련 연구가 활

발하지 않은 국내 수학계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기

대된다. 확률론 및 관련 수학 분야의 발전에 크게 이바

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확률론 분야의 연구 인력을 

늘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수학뿐 아니

라 확률론적 방법론을 사용하는 인접 학문 분야인 생물

학, 물리학, 공학, 경제학 등에 광범위하게 응용될 수 있

으며, 특히 최근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과 기

계학습 분야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확률 해석 및 응용 연구센터는 대전 카이스트 본원 자

연과학동 (E6)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주소는 

saarc.kaist.ac.kr이다. 필자를 포함한 센터 참여연구원들

은 이제 갓 시작한 본 연구센터가 확률 관련 분야를 배

우고 연구하는 학생들과 연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확률 해석 및 응용 연구센터 개소식 (201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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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ata-Driven Approach For A Macroscopic Conductivity Model 
Utilizing Finite Element Approximation

이름 및 소속 : 전영재, 경희대학교
지도교수 : 김혜현
연구내용 : The study uses deep learning technology to train the macroscopic conductivity of a medium when the flow observation on the 
porous medium affected by the surrounding boundary condition is available. In general, the macroscale conductivity is given as a tensor form. 
In the previous study, the macroscopic conductivity is obtained as a scalar. Our approach is more general than the previous study in that we 
can obtain a macroscopic conductivity in a tensor form. The tensor-type macroscopic conductivity is formed as a deep neural network and is 
trained by using a suitable loss function and the observed data. In our study, the observed data is replaced by the numerical solutions and 
they are generated from the mortar approximation. Our method is tested for various microscale models and presents promising results. 
수상소감 : Although I was very nervous as it was my first poster-presentation, I was satisfied with the result I received. I want to thank 
Professor Hyea Hyun Kim and my colleagues for the support they gave me. I will keep on the good work and study harder with my studies. 
Thank you.
심사평 : 수학적 모델을 딥러닝을 적절히 잘 이용하여 푸는 방법이 흥미롭고 결과가 좋으며 앞으로의 결과도 기대가 됩니다. 학생의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설명도 훌륭하였습니다.

A DATA-DRIVEN APPROACH FOR A 
MACROSCOPIC CONDUCTIVITY MODEL 

UTILIZING FINITE ELEMENT APPROXIMATION

Macroscopic conductivity is useful in forming macroscopic models for 
porous media flow applications. It is also useful for setting up multiscale 
solvers. Following the idea in the second author’s previous work [2], a 
microscale model is imbedded in a uniform conductivity media and mortar 
finite element method is used to obtain the data on the boundary of the 
microscale model for a given input data outside the uniform conductivity 
media. Real application data can be obtained through an observation but 
mortar finite element model is used to create data. For the microscale 
model, a macroscopic model is described by a tensor type conductivity and 
these values are obtained by solving an nonlinear optimization problem. The 
nonlinear problem is solved by using deep neural networks combined with 
the data [1] obtained from the mortar finite element model. Numerical 
results are presented for various test models and our approach is also 
compared to other existing methods in [2,3]. 

Young Jae Jeon!, Hyea Hyun Kim"

1) Department of Mathematics,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2) Department of Applied Mathematics, Kyung Hee University, Yongin, KOREA

1. Ian Goodfellow, Yoshua Bengio, Aaron Courville, Deep Learning, The MIT Press, 2016.
2. H.H.Kim, J.E.Kim, “Approximation of macroscopic conductivity for a multiscale model by using 

mortar method,” Journal of Computational Physics, Vol. 336, 2017, pp. 275-287.
3. Thomas Y. Hou, Xiao-Hui Wu, “A Multiscale Finite Element Method for Elliptic Problems in 

Composite Materials and Porous Media,” Journal of Computational Physics, Vol. 134, 1997, pp. 
169-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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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elliptic problem model with a multiscale conductivity on uniform grid

Mortar Model

Macroscale FEM Model

Data =

Loss =

Machine Learning
Microscale Model Macroscale Model

• Eight cells of the coarse grid with conductivity one are attached around the 
cell of the fine grid, and the multiscale model is solved by the mortar 
method. We obtain tensor type conductivity using the solution by the 
mortar method as data for the neural network.

data target

Non-linear problem

•The loss function is obtained using solutions of the finite element model 
for the tensor type conductivity. The parameters are updated by the 
SGD(Stochastic Gradient Descent method).

• When three types of data are used to train for the same microscopic 
model, we can see that the convergence speed in SGD depends on the type 

of data. Using the mean of the 
solution and Uib gives a faster 
convergence rate.

• Using Ub data, as in the left 
figure, we generate 400 samples 
for each Ub data type

• The cases depend on the conductivity of the microscale. Each case shows 
the loss function(batch and mini-batch in two types of data) and the average 
tensor type conductivity after training. We use Adam optimizer, SGD-type 
algorithm in minimizing the loss function. Also we use ReLU as an activation 
function, that is a common choice for the activation function in training 
deep neural networks.

The study uses deep learning technology to derive the macroscopic 
conductivity of a medium when a porous media observation and the effects 
of surrounding boundary are available. In general, the macroscale 
conductivity is given as a tensor form. In the previous study[2], the
macroscopic conductivity is obtained as a scalar. Our approach differs from 
the previous studies in that we can obtain conductivity in the form of 
tensors. The tensor-type macroscopic conductivity is obtained by solving 
nonlinear optimization problem with the observed data. In our study, the 
observed data is replaced by the numerical solutions obtained from the 
mortar model. Our method is tested for various microscale models and 
presents promising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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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eature Selection Method Based On Topological Aspect of Feature 
Manifolds

이름 및 소속 : 박정호,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지도교수 : 강명주
연구내용 : 데이터셋을 기하적 대상인 다양체(real projective space) 위에 임베딩하고 수학적인 방법론 중 하나인 모스이론을 활용하여 ML의 
feature selection method 한 가지 제시하였습니다. 
수상소감 :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게 진행한 연구라서 더욱 뜻 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준비하면서 연구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고 앞으로 더 재미있게 연구할 수 있는 연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심사평 : Topological Data Analysis에서 feature selection에 대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잘 구현하였으며, 향후 후속연구의 가능성도 높
다고 판단이 됩니다.

Jung Ho PARK, Jeamin PARK, Hyeon-Woo JEONG, Hyun-Young CHOI

Feature manifold RP N−2

Since features of a data set can be normalized by f �→ f−µf√
Nσf

, where N is the number of
samples, those are projected on (N − 2)-dimensional sphere SN−2 by a map

RN → {f = (f1, · · · , fN) : f1 + · · · + fN = 0} ∼= RN−1 → SN−2.

Furthermore, we identify features that situated directly opposite sides because they are
the same factor in the process of ML(Machine learning) so that the feature manifold can
be regarded as the (N − 2)-dimensional projective space RP N−2 = SN−2/(x ∼
−x).
1 For fi, fj ∈ SN−2,

d(fi, fj) = ∠(fi, fj) = arccos (corr(fi, fj))
is the standard geodesic distance on SN−2.

2 By identifying RP N−2 = SN−2/(x ∼ −x) in set-wise sense, we give a metric on
RP N−2 by the Hausdorff distance, which is formulated by

d̃(fi, fj) = min{∠(fi, fj), π − ∠(fi, fj)} = arccos |corr(fi, fj)|.
3 Process:

Local Maximum Selection
For a good performance of ML, we chose wide-spread high-score features. The selection
is carried out in sequence by choosing the feature attaining local maximum and removing
its neighbor.
1 k-Nearest Neighbor Network(kNNN) is obtained from the feature manifold

by connecting edges to k nearest features for each feature.
2 Normalized Morse Index(NMI) is a function on the vertex set of kNNN

NMI : V (kNNN) → [0, 1] given by

NMI(f) = #(neighbor whose score is lower than f)
degree of f

.

3 Steps:
1. Choose the feature whose NMI is maximal along feature family.
2. Remove r-ball in kNNN centered at chosen feature.
3. Repeat 1,2.

4 Process:

Numerical experiment
1 Data description:

Dataset
name

Problem description
and reference

Number
of classes

Number
of features

Number
of instances

isolet
Classification of
Isolated Letter

Speech Recognation
2 617 6238(training)

1559(test)

2 Machine Learning Models:
• Logistic Regression (LR)
• Random Forest (RF)
• Gaussian Naive Bayes (GNB)
• Decision Tree Classifier (DTC)
• Gradient Boosting Classifier (GBC)
• XG Boost Classifier (XG)

3 We observed that the tendency of accuracy of ML according to the number of
features selected by our method (LMS). And we compared it to those of random
selection.

Result

kNNN of features in data. Left: Fisher score. Middle: NMI. Right: Selected features
by LMS with r = 3.

Visualization of the feature manifold by Multidimensional Scaling(MDS). Left: Fisher
score. Middle: NMI. Right: Selected features by LMS with r = 3.

Left: Result of LMS with r=2. Right: Result of random selection.

Left: Result of LMS with r=3. Right: Result of random selection.

Conclusion
In this study, we suggest a new feature selection method applying Morse theory and topo-
logical manifold which are geometric notions. High accuracy in numerical experiment
proves that our theoretical approach is reasonable. Moreover, when taking proper dom-
inant features sequentially, our method converges faster than Random Select Method.

References
[1].J Milnor, “Morse Theor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3.
[2].X He, D Cai, P Noiyogi,“Laplacian score for feature selection,” Advances i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507-514.
[3].Quanquan Gu, Zhenhui Li, Jiawei Han, “Generalized Fisher Score for Feature Selec-
tion,” In Proc. of the 27th Conference on Uncertainty in Artificial Intelligence (UAI),
Barcelona, Spain, 2011.



Phase-field Simulation of Ice Melting

이름 및 소속: 이채영, 고려대학교 수학과 박사과정

지도교수: 김준석

연구내용: Phase-field 방법을 사용한 결정성장 모델에 융해를 나타내는 항을 추가하여 얼음이 녹는 현상을 시뮬레이션하였습니다.

수상소감: 다양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와 가르침을 주시는 지도교수님과 함께 연구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열심

히 연구하겠습니다.

심사평 : Phase-field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ice melting 현상의 중요한 특징을 잘 찾아내며서도, 계산시간을 많이 줄일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

고, 다양한 케이스를 통해 그 효용을 입증한 연구로, 컴퓨터 애니메이션 등의 분야에 의미있는 기여를 할수있는 훌륭한 연구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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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FIELD SIMULATION OF ICE MELTING

Jian Wang1 , Chaeyoung Lee1 , Hyun Geun Lee2 , Qimeng Zhang3 , and Junseok Kim1†
1 Department of Mathematics, Korea University, Seoul 02841, Republic of Korea

2 Department of Mathematics, Kwangwoon University, Seoul 01897, Republic of Korea
3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Visual Information Processing, Korea University, Seoul 136-713, Republic of Korea

Abstract

• We propose a mathematical model and present numerical simulations for ice melting phenomena.  
• The model is based on the phase-field modeling for the crystal growth. 
• To model ice melting, we ignore anisotropy in the crystal growth model and introduce a new melting term.  
• The numerical solution algorithm is a hybrid method which uses both the analytic and numerical solutions. 
• We perform various computational experiments. The computational results confirm the accuracy and efficiency of the 
proposed method for ice melting.

Numerical solution

• We present a hybrid numerical method for ice melting simulation.
• Let Ω = −𝑎𝑎𝑎𝑎,𝑎𝑎𝑎𝑎 × −𝑏𝑏𝑏𝑏, 𝑏𝑏𝑏𝑏 × (−𝑐𝑐𝑐𝑐, 𝑐𝑐𝑐𝑐) be the computational domain. Let 𝑁𝑁𝑁𝑁𝑥𝑥𝑥𝑥, 𝑁𝑁𝑁𝑁𝑦𝑦𝑦𝑦, and 𝑁𝑁𝑁𝑁𝑧𝑧𝑧𝑧 be the positive even integers,

ℎ = 2𝑎𝑎𝑎𝑎/𝑁𝑁𝑁𝑁𝑥𝑥𝑥𝑥 = 2𝑏𝑏𝑏𝑏/𝑁𝑁𝑁𝑁𝑦𝑦𝑦𝑦 = 2𝑐𝑐𝑐𝑐/𝑁𝑁𝑁𝑁𝑧𝑧𝑧𝑧 be the uniform mesh size, and Ωℎ = { 𝑥𝑥𝑥𝑥𝑖𝑖𝑖𝑖 ,𝑦𝑦𝑦𝑦𝑗𝑗𝑗𝑗 , 𝑧𝑧𝑧𝑧𝑘𝑘𝑘𝑘 ∶ 𝑥𝑥𝑥𝑥𝑖𝑖𝑖𝑖 = −𝑎𝑎𝑎𝑎 + (𝑖𝑖𝑖𝑖 − 0.5)ℎ,
𝑦𝑦𝑦𝑦𝑖𝑖𝑖𝑖 = −𝑏𝑏𝑏𝑏 + 𝑗𝑗𝑗𝑗 − 0.5 ℎ, 𝑧𝑧𝑧𝑧𝑘𝑘𝑘𝑘 = −𝑐𝑐𝑐𝑐 + (𝑘𝑘𝑘𝑘 − 0.5)ℎ, 1 ≤ 𝑖𝑖𝑖𝑖 ≤ 𝑁𝑁𝑁𝑁𝑥𝑥𝑥𝑥 , 1 ≤ 𝑗𝑗𝑗𝑗 ≤ 𝑁𝑁𝑁𝑁𝑦𝑦𝑦𝑦, 1 ≤ 𝑘𝑘𝑘𝑘 ≤ 𝑁𝑁𝑁𝑁𝑧𝑧𝑧𝑧} be the set of cell-centers. 

Let 𝜙𝜙𝜙𝜙𝑖𝑖𝑖𝑖𝑗𝑗𝑗𝑗𝑘𝑘𝑘𝑘𝑛𝑛𝑛𝑛 be the approximations of 𝜙𝜙𝜙𝜙 𝑥𝑥𝑥𝑥𝑖𝑖𝑖𝑖 ,𝑦𝑦𝑦𝑦𝑗𝑗𝑗𝑗 , 𝑧𝑧𝑧𝑧𝑘𝑘𝑘𝑘 ,𝑛𝑛𝑛𝑛Δ𝑡𝑡𝑡𝑡 , where Δ𝑡𝑡𝑡𝑡 = 𝑇𝑇𝑇𝑇/𝑁𝑁𝑁𝑁𝑡𝑡𝑡𝑡 is the time step, 𝑇𝑇𝑇𝑇 is the final time, and 𝑁𝑁𝑁𝑁𝑡𝑡𝑡𝑡 is the 
total number of time steps. 

• We use an operator splitting method, which is to split the original Eqs. (1) and (2) into the following equations:

𝜕𝜕𝜕𝜕𝜙𝜙𝜙𝜙
𝜕𝜕𝜕𝜕𝑡𝑡𝑡𝑡 = −𝑀𝑀𝑀𝑀

𝐹𝐹𝐹𝐹′ 𝜙𝜙𝜙𝜙
𝜖𝜖𝜖𝜖2 = 𝑀𝑀𝑀𝑀

𝜙𝜙𝜙𝜙 − 𝜙𝜙𝜙𝜙3

𝜖𝜖𝜖𝜖2 ,

𝜕𝜕𝜕𝜕𝜙𝜙𝜙𝜙
𝜕𝜕𝜕𝜕𝑡𝑡𝑡𝑡 = 𝑀𝑀𝑀𝑀Δ𝜙𝜙𝜙𝜙 − 𝜆𝜆𝜆𝜆𝜆𝜆𝜆𝜆

2𝐹𝐹𝐹𝐹 𝜙𝜙𝜙𝜙
𝜖𝜖𝜖𝜖 ,

𝜕𝜕𝜕𝜕𝜆𝜆𝜆𝜆
𝜕𝜕𝜕𝜕𝑡𝑡𝑡𝑡 = 𝐷𝐷𝐷𝐷Δ𝜆𝜆𝜆𝜆 +

1
2
𝜕𝜕𝜕𝜕𝜙𝜙𝜙𝜙
𝜕𝜕𝜕𝜕𝑡𝑡𝑡𝑡 .

• As the first step, we solve Eq. (3) by using separation of variables:

𝜙𝜙𝜙𝜙𝑖𝑖𝑖𝑖𝑗𝑗𝑗𝑗𝑘𝑘𝑘𝑘∗ =
𝜙𝜙𝜙𝜙𝑖𝑖𝑖𝑖𝑖𝑖𝑖𝑖𝑖𝑖𝑖𝑖
𝑛𝑛𝑛𝑛

𝑒𝑒𝑒𝑒−2Δ𝑡𝑡𝑡𝑡/𝜖𝜖𝜖𝜖2+ 𝜙𝜙𝜙𝜙𝑖𝑖𝑖𝑖𝑖𝑖𝑖𝑖𝑖𝑖𝑖𝑖
𝑛𝑛𝑛𝑛 2

1−𝑒𝑒𝑒𝑒−2Δ𝑡𝑡𝑡𝑡/𝜖𝜖𝜖𝜖2
.

Next, we solve Eq. (4) using a multigrid method: 

𝜙𝜙𝜙𝜙𝑖𝑖𝑖𝑖𝑗𝑗𝑗𝑗𝑘𝑘𝑘𝑘𝑛𝑛𝑛𝑛+1 − 𝜙𝜙𝜙𝜙𝑖𝑖𝑖𝑖𝑗𝑗𝑗𝑗𝑘𝑘𝑘𝑘∗

Δ𝑡𝑡𝑡𝑡 = 𝑀𝑀𝑀𝑀Δ𝑑𝑑𝑑𝑑𝜙𝜙𝜙𝜙𝑖𝑖𝑖𝑖𝑗𝑗𝑗𝑗𝑘𝑘𝑘𝑘𝑛𝑛𝑛𝑛+1 − 𝜆𝜆𝜆𝜆𝜆𝜆𝜆𝜆𝑖𝑖𝑖𝑖𝑗𝑗𝑗𝑗𝑘𝑘𝑘𝑘𝑛𝑛𝑛𝑛
2𝐹𝐹𝐹𝐹(𝜙𝜙𝜙𝜙𝑖𝑖𝑖𝑖𝑗𝑗𝑗𝑗𝑘𝑘𝑘𝑘∗ )

𝜖𝜖𝜖𝜖 ,

where Δ𝑑𝑑𝑑𝑑 is the standard discrete Laplacian operator, defined as 

Δ𝑑𝑑𝑑𝑑𝜙𝜙𝜙𝜙𝑖𝑖𝑖𝑖𝑗𝑗𝑗𝑗𝑘𝑘𝑘𝑘 =
𝜙𝜙𝜙𝜙𝑖𝑖𝑖𝑖+1,𝑗𝑗𝑗𝑗𝑘𝑘𝑘𝑘 + 𝜙𝜙𝜙𝜙𝑖𝑖𝑖𝑖−1,𝑗𝑗𝑗𝑗𝑘𝑘𝑘𝑘 + 𝜙𝜙𝜙𝜙𝑖𝑖𝑖𝑖,𝑗𝑗𝑗𝑗+1,𝑘𝑘𝑘𝑘 + 𝜙𝜙𝜙𝜙𝑖𝑖𝑖𝑖,𝑗𝑗𝑗𝑗−1,𝑘𝑘𝑘𝑘 + 𝜙𝜙𝜙𝜙𝑖𝑖𝑖𝑖𝑗𝑗𝑗𝑗,𝑘𝑘𝑘𝑘+1 + 𝜙𝜙𝜙𝜙𝑖𝑖𝑖𝑖𝑗𝑗𝑗𝑗,𝑘𝑘𝑘𝑘−1 − 6𝜙𝜙𝜙𝜙𝑖𝑖𝑖𝑖𝑗𝑗𝑗𝑗𝑘𝑘𝑘𝑘

ℎ2 .

After updating 𝜙𝜙𝜙𝜙𝑛𝑛𝑛𝑛+1 from 𝜙𝜙𝜙𝜙𝑛𝑛𝑛𝑛 and 𝜆𝜆𝜆𝜆𝑛𝑛𝑛𝑛, we compute the temperature field 𝜆𝜆𝜆𝜆𝑛𝑛𝑛𝑛+1 using the multigrid:

𝜆𝜆𝜆𝜆𝑖𝑖𝑖𝑖𝑗𝑗𝑗𝑗𝑘𝑘𝑘𝑘𝑛𝑛𝑛𝑛+1 − 𝜆𝜆𝜆𝜆𝑖𝑖𝑖𝑖𝑗𝑗𝑗𝑗𝑘𝑘𝑘𝑘𝑛𝑛𝑛𝑛

Δ𝑡𝑡𝑡𝑡 = 𝐷𝐷𝐷𝐷Δ𝑑𝑑𝑑𝑑𝜆𝜆𝜆𝜆𝑖𝑖𝑖𝑖𝑗𝑗𝑗𝑗𝑘𝑘𝑘𝑘𝑛𝑛𝑛𝑛+1 +
1
2
𝜙𝜙𝜙𝜙𝑖𝑖𝑖𝑖𝑗𝑗𝑗𝑗𝑘𝑘𝑘𝑘𝑛𝑛𝑛𝑛+1 − 𝜙𝜙𝜙𝜙𝑖𝑖𝑖𝑖𝑗𝑗𝑗𝑗𝑘𝑘𝑘𝑘𝑛𝑛𝑛𝑛

Δ𝑡𝑡𝑡𝑡 .

• We use homogeneous Neumann boundary condition for 𝜙𝜙𝜙𝜙 and 𝜆𝜆𝜆𝜆.

Numerical experiments

▪ Convergence tests

Consider a spherical ice in the 3D space Ω = −1,1 3. The initial condition is 𝜙𝜙𝜙𝜙 𝑥𝑥𝑥𝑥,𝑦𝑦𝑦𝑦, 𝑧𝑧𝑧𝑧, 0 = tanh 0.7− 𝑥𝑥𝑥𝑥2+𝑦𝑦𝑦𝑦2+𝑧𝑧𝑧𝑧2

2𝜖𝜖𝜖𝜖
.

▪ Ice melting phenomenon
• Ice cube with a hollow cylinder (𝑅𝑅𝑅𝑅0: radius, 𝐿𝐿𝐿𝐿 = 1.2)

• Four ice cubes with the same volume and different shapes

▪ Complex shapes
We consider ice melting of complex shapes as many cubes, Armadillo, and Dragon models in 3D space Ω = −1,1 3.

Conclusion
• We proposed the mathematical model based on the phase-field modeling for the crystal growth and 

presented numerical simulations for ice melting phenomena. 
• To model ice melting, we ignore anisotropy in the crystal growth model and add a melting term.  
• The proposed numerical solution algorithm is a hybrid method using both the analytical and numerical solutions.
• By performing various computational experiments, we confirmed the accuracy and efficiency of the proposed method

for ice melting. 
• We also verified a cube which has a larger contact area with the surrounding water makes the water temperature 

drop faster, and under the same volume, a cube melts faster if it has a larger surface area. 
• The numerical results of the melting model were consistent with the physical phenomena.

Define 𝜙𝜙𝜙𝜙 𝐱𝐱𝐱𝐱, 𝑡𝑡𝑡𝑡 = � 1 if 𝐱𝐱𝐱𝐱 is in the ice
−1 if 𝐱𝐱𝐱𝐱 is in the liquid at time 𝑡𝑡𝑡𝑡. 

The process of phase transition of ice is due to the 
change of temperature field.

(a) The shape of the phase-field 𝜙𝜙𝜙𝜙.
(b) Contour of 𝜙𝜙𝜙𝜙 at zero level is the interface 

between ice and liquid.

(a)                                        (b)

A Phase-field model for ice melting simulation

• Phase-field 𝜙𝜙𝜙𝜙(𝐱𝐱𝐱𝐱, 𝑡𝑡𝑡𝑡)

• Phase-field function for modeling ice melting

• Derivation for the melting term

Under the constant ambient temperature, we consider a spherical ice with radius 𝑅𝑅𝑅𝑅. Let 𝑉𝑉𝑉𝑉 = 4𝜋𝜋𝜋𝜋𝑅𝑅𝑅𝑅3/3 and 𝑆𝑆𝑆𝑆 = 4𝜋𝜋𝜋𝜋𝑅𝑅𝑅𝑅2 be 
its volume and surface area, respectively. We assume that the melting rate 𝑑𝑑𝑑𝑑𝑉𝑉𝑉𝑉/𝑑𝑑𝑑𝑑𝑡𝑡𝑡𝑡 is proportional to 𝑆𝑆𝑆𝑆, i.e., 

𝑑𝑑𝑑𝑑𝑉𝑉𝑉𝑉
𝑑𝑑𝑑𝑑𝑡𝑡𝑡𝑡 = −𝜆𝜆𝜆𝜆𝑆𝑆𝑆𝑆,

where 𝜆𝜆𝜆𝜆 is a melting rate constant. Then, d𝑅𝑅𝑅𝑅/𝑑𝑑𝑑𝑑𝑡𝑡𝑡𝑡 = −𝜆𝜆𝜆𝜆 and its solution is 𝑅𝑅𝑅𝑅 𝑡𝑡𝑡𝑡 = 𝑅𝑅𝑅𝑅0 − 𝜆𝜆𝜆𝜆𝑡𝑡𝑡𝑡, where 𝑅𝑅𝑅𝑅0 is an initial radius of 
the spherical ice. Let us consider a profile,

𝜙𝜙𝜙𝜙 R, 𝑡𝑡𝑡𝑡 = tanh
𝑅𝑅𝑅𝑅0 − 𝑅𝑅𝑅𝑅 − 𝜆𝜆𝜆𝜆𝑡𝑡𝑡𝑡

2𝜖𝜖𝜖𝜖
.

Then, differentiating the equation 𝜙𝜙𝜙𝜙 R, 𝑡𝑡𝑡𝑡 with respect to time variable 𝑡𝑡𝑡𝑡 yields

𝜕𝜕𝜕𝜕𝜙𝜙𝜙𝜙(𝑅𝑅𝑅𝑅, 𝑡𝑡𝑡𝑡)
𝜕𝜕𝜕𝜕𝑡𝑡𝑡𝑡 = −

𝜆𝜆𝜆𝜆
2𝜖𝜖𝜖𝜖

sech2
𝑅𝑅𝑅𝑅0 − 𝑅𝑅𝑅𝑅 − 𝜆𝜆𝜆𝜆𝑡𝑡𝑡𝑡

2𝜖𝜖𝜖𝜖
= −

𝜆𝜆𝜆𝜆
2𝜖𝜖𝜖𝜖

1 − tanh2
𝑅𝑅𝑅𝑅0 − 𝑅𝑅𝑅𝑅 − 𝜆𝜆𝜆𝜆𝑡𝑡𝑡𝑡

2𝜖𝜖𝜖𝜖
= −

𝜆𝜆𝜆𝜆
2𝜖𝜖𝜖𝜖

1 − 𝜙𝜙𝜙𝜙2 𝑅𝑅𝑅𝑅, 𝑡𝑡𝑡𝑡 = −𝜆𝜆𝜆𝜆
2𝐹𝐹𝐹𝐹 𝜙𝜙𝜙𝜙 𝑅𝑅𝑅𝑅, 𝑡𝑡𝑡𝑡

𝜖𝜖𝜖𝜖 .

Finally, we multiply the temperature 𝜆𝜆𝜆𝜆 to the right hand side of the equation to get the melting term.

𝜖𝜖𝜖𝜖 𝜙𝜙𝜙𝜙
𝜕𝜕𝜕𝜕𝜙𝜙𝜙𝜙
𝜕𝜕𝜕𝜕𝑡𝑡𝑡𝑡

= 𝛻𝛻𝛻𝛻 𝜖𝜖𝜖𝜖 𝜙𝜙𝜙𝜙 𝛻𝛻𝛻𝛻𝜙𝜙𝜙𝜙 + 𝜙𝜙𝜙𝜙 − 𝜆𝜆𝜆𝜆𝜆𝜆 1 − 𝜙𝜙𝜙𝜙2 1 − 𝜙𝜙𝜙𝜙2 + Δ𝜙𝜙𝜙𝜙 2𝜖𝜖𝜖𝜖 𝜙𝜙𝜙𝜙
𝜕𝜕𝜕𝜕𝜖𝜖𝜖𝜖 𝜙𝜙𝜙𝜙
𝜕𝜕𝜕𝜕𝜙𝜙𝜙𝜙𝑥𝑥𝑥𝑥 𝑥𝑥𝑥𝑥

+ Δ𝜙𝜙𝜙𝜙 2𝜖𝜖𝜖𝜖 𝜙𝜙𝜙𝜙
𝜕𝜕𝜕𝜕𝜖𝜖𝜖𝜖 𝜙𝜙𝜙𝜙
𝜕𝜕𝜕𝜕𝜙𝜙𝜙𝜙𝑦𝑦𝑦𝑦 𝑦𝑦𝑦𝑦

+ Δ𝜙𝜙𝜙𝜙 2𝜖𝜖𝜖𝜖 𝜙𝜙𝜙𝜙
𝜕𝜕𝜕𝜕𝜖𝜖𝜖𝜖 𝜙𝜙𝜙𝜙
𝜕𝜕𝜕𝜕𝜙𝜙𝜙𝜙𝑧𝑧𝑧𝑧 𝑧𝑧𝑧𝑧

,

𝜕𝜕𝜕𝜕𝜆𝜆𝜆𝜆
𝜕𝜕𝜕𝜕𝑡𝑡𝑡𝑡

= 𝐷𝐷𝐷𝐷Δ𝜆𝜆𝜆𝜆 +
1
2
𝜕𝜕𝜕𝜕𝜙𝜙𝜙𝜙
𝜕𝜕𝜕𝜕𝑡𝑡𝑡𝑡

,

where 𝜙𝜙𝜙𝜙 is the order parameter and 𝜖𝜖𝜖𝜖(𝜙𝜙𝜙𝜙) is the anisotropic function. 𝜆𝜆𝜆𝜆 is the dimensionless parameter, 𝜆𝜆𝜆𝜆 is the 
dimensionless temperature field, and 𝐷𝐷𝐷𝐷 is the thermal diffusivity. (Yang C, Xu Q, Liu B. GPU-accelerated three-
dimensional phase-field simulation of dendrite growth in a nickel-based superalloy. Comput Mater Sci 2017;136:133-
143.)

Crystal growth

𝜕𝜕𝜕𝜕𝜙𝜙𝜙𝜙
𝜕𝜕𝜕𝜕𝑡𝑡𝑡𝑡 = M Δ𝜙𝜙𝜙𝜙 −

𝐹𝐹𝐹𝐹𝐹𝐹(𝜙𝜙𝜙𝜙)
𝜖𝜖𝜖𝜖2 − 𝜆𝜆𝜆𝜆𝜆𝜆𝜆𝜆

2𝐹𝐹𝐹𝐹 𝜙𝜙𝜙𝜙
𝜖𝜖𝜖𝜖 ,

𝜕𝜕𝜕𝜕𝜆𝜆𝜆𝜆
𝜕𝜕𝜕𝜕𝑡𝑡𝑡𝑡 = 𝐷𝐷𝐷𝐷Δ𝜆𝜆𝜆𝜆 +

1
2
𝜕𝜕𝜕𝜕𝜙𝜙𝜙𝜙
𝜕𝜕𝜕𝜕𝑡𝑡𝑡𝑡 ,

where F 𝜙𝜙𝜙𝜙 = 0.25 𝜙𝜙𝜙𝜙2 − 1 2 is a double well potential energy. 𝑀𝑀𝑀𝑀 is a constant mobility and we take 𝑀𝑀𝑀𝑀 = 𝑂𝑂𝑂𝑂(𝜖𝜖𝜖𝜖), where 
the parameter 𝜖𝜖𝜖𝜖 is a measure of interface thickness. 𝜆𝜆𝜆𝜆 is the dimensionless parameter, 𝜆𝜆𝜆𝜆 is the dimensionless 
temperature field, and 𝐷𝐷𝐷𝐷 is the thermal diffusivity. 

Ice melting

- Ignore the anisotropic interfacial energy: 𝜖𝜖𝜖𝜖 𝜙𝜙𝜙𝜙 = 𝜖𝜖𝜖𝜖 (constant)
- Add a melting term: −𝜆𝜆𝜆𝜆𝜆𝜆𝜆𝜆 2𝐹𝐹𝐹𝐹 𝜙𝜙𝜙𝜙 /𝜖𝜖𝜖𝜖

(1)

(2)

(3)

(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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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및 소식

IEEE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CVPR2020)
o  June 16-18, 2020
o  Washington State Convention Center, Seattle, WA
o  http://cvpr2020.thecvf.co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chine Learning 
(ICML2020)
o  July 12-18, 2020
o  Virtual Conference only, Formerly Vienna, Austria
o  https://icml.cc

o  전산이사: 박동훈(부산대 항공우주학과)
o  학술이사: 신동욱(명지대 수학과), 박은희(강원대 교양학과)

윤상운(성균관대 수학교육과)
o  편집이사: 최용호(대구대 수학과), 전준기(경희대 응용수학과)
o  대외협력이사: 윤군진(서울대 항공우주학과), 김윤호

(UNIST 수리과학과), 정윤모(성균관대 수학과)
o  사업이사: 김광연(강원대 수학과), 최민석(포스텍 수학과)

▶ KSIAM 신입 정회원
 o  장택수(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o  최하영(서울대학교 수학연구소)
 o  명노신(경상대학교 항공우주 및 소프트웨어공학)
 o  강지훈(KISTI)
 o  금종해(고등과학원)
 o  김도현(국가수리과학연구소)
 o  김은정(충남대학교 분석과학기술연구소)
 o  김필원(UNIST 수리과학과)
 o  전두배(경상대학교 수학과)
 o  진홍성(전남대학교 수학과)
 o  최영필(연세대학교 수학과)
 o  최윤철(광운대학교 인제니움학부대학)
 o  김광일(경상대학교 수학과)

▶ KSIAM 신입 학생회원
 o  이시훈(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o  윤상훈(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o  이지민(연세대학교 CMAC)
 o  전영재(경희대학교 수학과)
 o  양희준(경희대학교 수학과)
 o  류지상(고려대학교 수학과)
 o  박진태(고려대학교 수학과)
 o  장영석(고려대학교 수학과)
 o  손수수(전남대학교 수학과)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ICCFD11), July 13-18, 2020 (Hawaii) 
o  2021년 7월경으로 연기 (장소 및 일정 추후 재공지 예정).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pectral High Order 
Methods (ICOSAHOM2020), July 6-10, 2020 (Vienna) 
o  2021년 7월 12-16일(Vienna)로 연기.

14th World Congress in Computational Mechanics 
(WCCM), July 19-24, 2020 (Paris) 
o  취소되어 곧 공지 예정.

SIAM Conference on Imaging Science (IS20),
July 6-9, 2020 (Toronto)
o  취소되어 곧 공지 예정.

o  류경석 교수 (Stanford University, 박사, '16)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Optimization, Machine Learning

o  신동욱(연세대학교, 박사, '16)
명지대학교 수학과
수치해석

o  신재민(고려대학교, 박사, '14)
충북대학교 수학과
수치해석

o  오덕순(NYU, 박사, '11)
충남대학교 수학과 
수치해석

o  이동헌 교수 (Princeton University, Computer 
Science, 박사, '19)
고려대학교 수학과
강화학습

o  허정규(연세대학교, 박사, '17)
전남대학교 통계학과
금융수학

국제 행사 국제학회 연기 소식

신임교원/연구원 소개

신임 이사 소개

KSIAM 신입 회원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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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및 소식

▶ 일시 : 2019년 11월 8일(금) ~ 10일(일)
▶ 장소 : 여수 베네치아 호텔

▶ Plenary Speakers
 o Jung, Eunok (Konkuk University)
 o Kang, Myungjoo (Seoul National University)
 o Oh, Se Jong (Pusan National University)

▶ 2019년 KSIAM-금곡 학술상
 o 서울대학교 강명주 교수

▶ 2019년 KSIAM 젊은 연구자상
 o 연세대학교 권혁남 교수

▶ KSIAM 포스터 우수상
 o 경희대학교 전영재 (A Data-Driven Approach For A 
 Macroscopic Conductivity Model Utilizing Finite Element  
 Approximation)
 o 서울대학교 박정호 (A Feature Selection Method 
 Based On Topological Aspect of Feature Manifolds)
 o  고려대학교 이채영 (Phase-field Simulation of Ice 

Melting)

2019 KSIAM Annual Meeting

단체 사진

KSIAM-금곡 학술상 수상 패널 토론

KSIAM 젊은 연구자상 포스터 발표초청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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