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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건강하게 잘 지내시죠?” 이전에는 일상적인 인사말이 이제는 여러 의미로 다가오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

니다. 올해는 뜨거웠던 여름의 기억은 없지만, 그 보다 더 뜨거운 Covid 19로 인해  가을이라는 계절이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그 무엇이 방해하더라도, 상관없이 꿋꿋이 자기 자리를 찾아서 오고 있습니다. 최

근 몇 년 중에서 가장 맑고 높은 하늘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출발로 응용수학자들과 공학자들이 공헌할 부분이 많아지고 수학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Covid 19라는 감염병이 발생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이 제한되고 학문적 교류 

및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 속에서도 여러 응용수학자들이 수학적 

모델링을 사용하여 감염병 예측모델을 개발하여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 치료제와 예방접종제의 

개발에도 응용수학자들과 공학자들이 딥러닝을 사용하여 치료 후보물질을 발굴하여 신약 개발에 큰 도움을 주

고 있습니다. 혼돈과 변화의 시대에 KSIAM 회원님들의 큰 역할을 기대하면서, 소통이 원만하지 않은 시기에도 

훌륭한 소식지를 만들어 주시는 편집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소식지에는 산학연 인터뷰란에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기모란 교수님의 인터뷰가 기재되

고, 저널 논문상을 수상하신 고려대학교 김준석 교수님과 신진연구자 우수논문상을 수상한 연세대학교 연구원 

Xiang Sun의 글이 실립니다. 그리고 분과 소개란에서는 중앙대학교 김영삼 교수님의 수치해석 분야가 소개되고, 

연구소/센터/기업 소개란에는 회사 씨젠에 대한 기사가 게재됩니다. 

 요즘처럼 거의 대부분의 모임들이 비대면인 시기에, 학문의 열정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연구하는 KSIAM 

회원님들의 열정이 느껴지는 기사들을 읽으면서 새로운 희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 더 밝

은 하늘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지금의 혼돈의 시대를 착실히 헤쳐 나가면, 더 밝은 미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

각하면서 대면으로 진행되는 가을학술대회에서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혼돈과 변화의 시대의 KSIAM

KSIAM 부회장 강명주 (교수,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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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방정식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고 대비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미분방정식 기반의 수학적 모델은 감염관리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에 수반되는 경제 성장률을 예측하는데도 중요합니다.”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기모란 교수

대담 : 이병준(교수, 가톨릭대학교)

“전 국민이 모여서 큰 눈사람 같은걸 굴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국

민들이 단합하고 연합하면 환자수가 줄어드는게 보이는 반면, 어떤 쪽에서 

이탈하게 되면 환자수가 늘어나는 현상을 수학적 모델링으로 설명할 수 있

어서 뿌듯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2020년 9월 26일 오전 11시, 감염병 전문가이자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을 역

임하셨던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기모란 교수를 화상회의 플랫폼

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Q : 간단한 자기소개와 현재 자리까지 오시게 된 과정들을 설명 부탁드립

니다. 

A : 저는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암관리학과의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기모란 교수입니다. 제 전공은 예방의

학 전문의이고, 예방의학 분야 안에 역학, 환경, 관리 이렇게 세 분야가 있습니다. 저는 역학을 전공했고, 역학을 전공하

는 사람들은 그 내부에서 감염병, 만성병, 손상, 증독 등 분야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감염병 역학을 전공했습니다. 제가 

감염병 역학을 전공하는데 왜 국립암센터에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암의 30퍼센트는 감

염에 의해 일어납니다. 대표적으로 감염에 의해 일어나는 암은 B형, C형 간염에 의한 간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에 의

한 위암 등이 있고, 이러한 암들은 감염에 걸려서 만성으로 암이 되는 것들입니다. 저는 주로 이러한 것들에 관심이 많

았고, 예방 접종에 의해 감염 자체를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감염을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국제보건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보다는 저개발국가에서 감염이 훨씬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

프리카, 베트남, 북한 등의 국제 보건을 연구했습니다. 감염 역학으로 시작했는데 다양한 전공을 하게 되었고, 최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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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감염 역학에서 확산 예측에 필요한 수학적 모델링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수학 전공자가 아니

다보니 건국대학교 수학과의 정은옥 교수님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 : 현재 국립암센터에 교수로 계십니다. 국립암센터는 어떤 곳이며 교수의 생활은 일반 대학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

합니다. 

A : 제가 국립암센터에 오기 전에 대전에 있는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1998년부터 2012년까지 근무를 했

었습니다. 을지대학교에 재직시 2년간 미국의 미시건 대학교에 연수를 갔었고, 2013년도에 옥스퍼드 대학교로 연수를 

가면서 의과대학 교수직을 그만뒀습니다. 그 후 2014년에 귀국할 때, 국립암센터에서 대학원을 새로 만들면서 연락을 

받고 국립암센터로 왔습니다. 국립암센터 대학원은 학부가 없는 대학원 대학교이고, 학교의 특징은 국제대학원인 만

큼 외국인 학생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암관리라는 것은 예방부터 검진까지 국가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행되

어야 합니다. 국가별로 암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병원 및 연구소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많

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국립암센터 연합들이 있는데,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대부분 이러한 암센터를 

설립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국립암센터에서는 주로 개발도상국 출신의 학생들을 신입생으로 받고 교육을 하

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 출신의 학생들은 수업료를 낼 여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현재 모두 장학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학생들이 절반이 넘고, 한국 학생의 경우는 영어로 수업을 받는데 문제가 없는 학생들을 신입생

으로 받고 있습니다. 

Q : 교수님께서는 감염병 역학 관련 국내 최고 권위자이십니다. 감염병 역학 관련해 어떠한 연구들을 진행하셨는지 

궁금합니다. 

A : 전염병 역학이라는 것이 일반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개념입니다. 역학은 질병의 원인을 파악하고 예방하는 방

법을 연구하는 학문이고 영어로는 epidemiology라고 합니다. 의학을 배우면 모든 질병에 대해서 배울 때 챕터의 첫 번

째 단락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epidemiology입니다. 감염병 역학은 특히 다른 만성병 질환과는 다른 특징이 있는데, 감

염병 역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감염이 되면 환자 스스로가 위험요인이 되고 감염원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

키는 것입니다. 이는 경제학에서 흔히 얘기하는 외부효과와 있는 것과 비슷한데, 한사람을 치료하면 그 한사람을 치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전파시켰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겁니다. 이

런 감염병 역학의 특성을 잘 알아야 감염병을 어느 단계에서 어떤 방법으로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학생들과 감염역학 관련 연구를 진행할 때, 이런 특징을 잘 이해해서 감염관리 원칙을 세우고 시기를 놓

치지 않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Q : 기모란 교수님께서는 현재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현재 전 세계가 

코로나로 매우 힘든 상황인데, 이 상황에 대해서 감염병 전문가로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 : 사실 직책을 교정할 필요가 있는데, 초반에는 예방의학회 코로나 대책위원장을 맡았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점점 

악화되면서 예방의학회와 역학회가 연합 TF를 구성했습니다. 그 TF 위원장은 다른 분이시고 저는 더 이상 예방의학회 

코로나 대책위원장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기자분들이 계속 대책위원장 직책을 붙여주셔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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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웃음) 지금 현재는 한국역학회와 예방의학회가 협업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까지 팬데믹이 확산될꺼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겪어본 팬데

믹 중에 가장 컸던 것이 100년전의 스페인 독감이었습니다. 그 때, 스페인 독감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사망자가 굉

장히 많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타난 팬데믹은 콜레라 정도인데, 콜레라는 보통 해안가에 위치한 나라들을 통해서 지

나가기 때문에 전세계 사람들이 감염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가장 최근에 왔었던 펜

데믹은 2009년에 유행했던 신종플루였습니다. 신종플루의 경우는 백신도 개발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과는 상황이 

많이 달랐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도 걸리고 동물도 걸리는 인수공통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체적으로 30개 정

도가 있는데, 사람한테만 걸리는 휴먼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동안 6개가 있었습니다. 4개는 감기 정도로 앓고 지나가는 

바이러스이고, 5번째는 사스, 6번째는 메르스, 7번째가 현재 코로나 19입니다. 사스와 메르스의 경우는 치명율이 상대

적으로 높아서 전파가 되기 전에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번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치명율이 낮은

데다가 사스, 메르스와는 다르게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전파하는 이른바 “잠복기 전파”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러한 특성 때문에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전세계적으로 순식간에 퍼진 것인데,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잠재적 잠복기 전

파를 막기 위한 철저한 감염병 역학 조사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신종 감영병이기 때문에 감염역학자로써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알

려진 바가 거의 없어서 저희 전문가들도 모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알고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방역

당국의 정책을 수립하는데, 그러다보니 정책이 수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종 감염병은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소통을 잘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방역당국의 정책을 신뢰하면서 함께 힘을 합치는게 현재로써는 가장 중요

한 것 같습니다. 

Q : 감염병을 해결하기 위해 수학계에서 많은 연구들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감염병의 억제 및 예측에서 수학의 역할

에 대해 의견 듣고 싶습니다.

A : 얼마 전에 EBS에서 “수학과 감염병의 예측”과 관련된 지식채널에 대한 자문 문의가 받았습니다. 이 자문을 진행하

면서 예전에 배웠던 미분방정식이 저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웃음) 미분

방정식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고 대비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번에 저 스스로도 많이 놀랐던 것

은 감염관리 측면에서도 수학적 모델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에 수반되는 경제 성장률을 예측하는데도 수학적 모

델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내년의 환자수에 따라서 경제 성장률이 좌우될 것이고 이를 잘 예측해

야 국가 경제가 안정될 것입니다. 

 수학적으로 다양한 모델링 방법이 있지만 감염병 확산 모델링 방법은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는 

속도를 여러 가지 요인들, 특히 전파율을 통해 예측해나가는 모델인데,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

서는 전국민의 참여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나타나는 모델입니다. 그 모델링을 해나가면서 느낀점은 전 국민이 모

여서 큰 눈사람 같은걸 굴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국민들이 단합하고 연합하면 환자수가 줄어드는게 보이는 

반면, 어떤 쪽에서 이탈하게 되면 환자수가 늘어나는 현상을 수학적 모델링으로 설명할 수 있어서 뿌듯한 마음도 들었

습니다. 이 외에도 이 모델링이 병상 수의 부족, 인공 호흡기의 수의 확보 등 필요한 의료 자원이 최악의 상황을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한 예측도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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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현재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가 대세입니다. 4차 산업 시대의 근간인 빅데이터로 인해 의료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A : 사실 빅데이터라고 하는게 숫자도 많고 규모도 커야되지만 어느 정도 다른 데이터와 연결되서 시너지를 일으키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도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분석한지가 거의 20년 가까이 되어가는데, 20년 

전만 해도 데이터를 얻기는 어려웠지만 사용하는 것은 쉬웠습니다. 그때는 데이터를 영화필름같은 것으로 가져와서 

전문적인 회사에 의뢰를 해서 데이터를 얻어서 사용해 분석했었는데, 다른 자료들이 많지 않아서 다른 자료와 연결해

서 분석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단 자료도 굉장히 다양하게 다른 자료와 연결하고 국민건강영향

조사와 같은 국가기관의 자료도 활용해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건의료 관련 자료들을 연결해서 분석하

면 굉장히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하나의 보험공단이 전국민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의료 수준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비교

적 안정적인 보건의료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국민의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는 보안상의 문제가 생

길 수 있는데, 최근에 데이터 삼법이 통과되면서 개인정보를 충분히 관리하는 수준에서 데이터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

도록 바뀌었습니다. 아직까지 여러 가지 장벽이 있지만 데이터를 연구 목적으로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없는게 아쉽습

니다. 추후에 좋아지기를 기대해봅니다. 

Q : 이번 질문은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이 바쁘신 와중에 취미나 여가생활이 있을까요?

A : 여가가 없어서 여가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웃음) 저희 집 앞에 한강공원이 있어서 처음에는 하루에 한번 나가볼

까 생각했었는데 일주일에 한번도 잘 못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책읽고 영화보고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최근에 바빠져

서 재미있는 소설책 본 것이 언제인지 기억이 안납니다. (웃음) 그리고, 저희 동네 주변에 조그만 맛집들이 많아서 가족

들과 함께 그런 곳에 가는 것이 주말에 일과였는데 코로나로 요즘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적인 소소

한 행복이 없어져서 조금 아쉽습니다. 

 다행히 올해 추석 연휴는 시골에 내려가지 않게 되어서 여유롭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만의 추석을 보낼 것 같

아서, 그 시간에 못읽었던 책도 보고 영화도 챙겨보고 할 예정입니다. 

Q :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A :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위기인 상황입니다. 사실 한국에는 위기이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국사람들

이 한국에 대해서, 한국의 위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일

반 국민 뿐만 아니라 저희 전문가들도 그동안은 미국이나 유럽, WHO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고 팔로워의 역할을 했다

면,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이 소위 K 방역이라 불리는 지침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

의 이러한 K 방역이 앞으로 좀 더 성공해 나갈려면 저희 전문가들도 선두주자로써 책임감을 가지고 데이터 기반의 신

빙성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 방역이 레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수학하시는 분들과의 모

델링을 통한 협업의 기회가 생겼는데, 이런 기회들이 많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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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적 모델링과 수치 해석 

김영삼(교수, 중앙대학교 수학과)

  수치 해석 분야에 대한 소개를 요청받고 여러 가지로 

고민이 들었다. 사실 필자는 수치 해석을 이해하는 정도

가 석사생 수준에 머물러 있고, 수치 해석에서 다루는 수

많은 방법론과 분야를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의 전공에 대

한 소개가 다소 수준에 미달하고 누락된 부분이 많다는 

사실에 먼저 양해를 구한다.

  현대 사회에서 수학은 거의 모든 학문 분야에 응용되고 

있다. 고전적으로는 물리학과 공학에서 기본적인 언어

로 사용되었고, 금융학, 보험학 등의 경제 관련 분야에서

도 수학은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화학이나 생

명공학 분야에서도 수학의 사용은 점점 광범위해지고 있

다. 수학의 궁극적인 응용 가능성은 모델을 통한 가상 실

험(simulation)과 결과의 예측(prediction)에 있다. 유체 모

델을 이용한 날개나 차를 지나는 유체의 움직임과 영향

에 대한 연구는 실재의 거대 실험을 보안할 수 있으며, 

금융 공학에서 사용되는 모델은 실재 투자에 대한 손실

을 최소화하는데 이용될 수 있고, 최근 유행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집단감염은 무모한 도전이며, 어느 정도의 

격리, 이동 제한이 유효한 조치인가도 수학적 모델을 통

해 결정되어질 수 있다.

  응용 수학의 출발점인 수학적 모델은 실험과 관찰, 기

본 법칙(fundamental laws)들을 이용하여 만들어지는데, 

이는 방정식(equation)으로 구현된다. 유체의 흐름을 기

본적인 물리 법칙(질량보존과 운동량 보존 법칙 등)을 

이용해 유도한 모델이 Navier-Stokes equations인데, 이 

방정식에 대한 연구는 역사적으로 무수히 많은 학자들

의 연구 주제이며, 날개 주변의 유체 흐름, 혈류, 날씨 모

델, 해류의 움직임 등 항공공학, 기상학, 의학 등 수많은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신경전달체계에서 활동 전위

(action potential)가 어떻게 발생하고 전달되는지에 대해 

기술하는 모델인 Hodgkin-Huxley 모델, 금융학에서 옵션

과 파생상품의 가격을 추정하는 방법을 기술하는 Black-

Scholes 모델은 모델의 제안자들이 노벨상을 받을 만큼 

중요한 방정식들이고, 이들은 신경과학(neuroscience)과 

금융수학(mathematical finance)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

용되어 지고 있다.

  모델들의 수학적, 해석적인 연구방법은 미분 방정식론

이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해의 존재성과 유일성을 보

이거나, 유한 시간 내에 폭발해(singular solution)의 존

재에 대한 연구이다. 하지만 많은 비선형 편미분 방정식

은 이러한 해석적 방법이 난제에 가깝다. Navier-Stokes 



KSIAM NEWSLETTER       07

학술 분과 소개

방정식의 해에 관련한 문제는 21세기 수학의 10대 난제

에 포함되었고, 몇 세기 내에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라 

평가받고 있다. 미분 방정식들의 해석적 연구는 비선형

이고 연립 방정식일수록 그 해결이 어렵고, 해석적 방법

은 흔히 수학에서 말하는 건설적(constructive)인 증명이 

아니므로 실재 응용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일 예로, 

우리가 어떤 방정식의 해가 존재한다고 증명해도 그 해

가 어떤 형태인지는 거의 알 수 없다. 이것이 수치 해석

(Numerical analysis)이 필요한 이유이다.      

  수치 해석은 수학적인 문제를 컴퓨터를 이용해 푸

는 방법을 제시하는 학문이다. 수학 문제를 푸는 방법

(algorithm)을 만들고 이 방법이 유효함을 증명하는 것이 

수치 해석의 기본이다. 수학적인 문제로는 위에 언급된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문제뿐 아니라, 대수 방정식

의 해를 구하는 문제(root-finding), 함수의 정적분을 구

하는 문제(integral), 최대나 최소를 구하는 최적화 문제

(optimization), 주어진 데이터에 대한 최적의 근사 함수

를 구하는 문제(regression and approximation), 행렬의 

역행렬과 고유치(eigenvalue), 고유 벡터를 구하는 문제, 

데이터의 통계적 수치를 구하는 문제 등 다수이다. 

  수치적 방법으로 찾는 해들은 대부분이 근사해

(approximation)들이고 오차(error)는 피할 수 없다. 간단

한 수학 문제도 오차가 없는 해를 찾기는 불가능한데, 예

를 들어 정적분이나 행렬의 고유치를 정확히 구하기는 

대부분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피할 수 없는 오차를 포함

한 수치 계산방법(algorithm)의 유효성은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정답은 수렴성(convergence)이고, 수치 계산방

법의 수렴성이 증명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

다. 수렴성의 간단한 예는 주어진 계산방법을 적용하여 

얻어지는 결과(output)를 다시 초기값(input)으로 사용하

여 계산하는 과정을 무한히 반복(iteration)하면 정확한 

해로 수렴한다는 것인데, 이는 선형, 비선형 대수 방정식

을 푸는 문제 등에 적용된다. 

  또 하나의 수렴성의 개념은 시간적(temporal) 또는 공

간적(spatial) 이산화(discretization) 과정과 관련된다. 수

학에서 미분이나 적분은 극한(limit)의 개념을 사용해서 

정의되나, 실재 숫자들로 컴퓨터에서 극한의 개념을 정

의하고 계산하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미분은 유한 차

분 공식(finite difference formula)으로 근사할 수 있는데, 

이때 격자의 간격(mesh-width)이 0으로 수렴하면, 유한 

차분 공식이 정확한 미분값으로 수렴한다, 적분은 간단

한 리만합으로 수치 방법을 만들 수 있는데, 이때에도 격

자 간격이 0으로 수렴하면, 정적분으로 수렴한다는 사실

은 수치 해석의 수렴성에 대한 간단한 예들이다.

  좀 더 복잡한 수렴성의 예는 함수를 만드는 기저

(basis)와 관련이 있는데, 함수 공간은 무한 차원(infinite 

dimension)이므로, 정확한 표현을 위해서 무한개의 기

저가 필요하다. 주어진 함수를 테일러 급수로 표현할 

때 기저인 다항함수의 차수를 증가하거나, 푸리에 급수

로 표현할 때 그 기저인 사인, 코사인 함수의 파수(wave 

number)를 증가시키면 원래의 함수로 수렴한다. 자연스

럽게 수치 계산방법은 이러한 무한급수들(series)에서 초

기 유한의 합(partial sum)을 택함으로써 원래 함수의 근

사로 사용한다. 유한 요소법(finite element method)은 테

스트 함수들의 기저들, 즉 요소들의 수를 무한히 증가시

킴으로써 수치 방법의 수렴성이 증명된다. 

  여기서 편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수치 계산 방법의 

종류를 대략적으로 소개하자면, 먼저 미분 방정식에 사

용되는 모든 미분 연산자(differential operator)들을 유한 

차분 공식(finite difference formula)으로 대체해서 근사

의 이산 방정식(difference equation)을 푸는 방법을 유한 

차분 방법(finite difference method)이라 한다. 반면, 미분 

방정식을 적분 방정식, 즉 weak formulation으로 교체하

여, 유한개의 테스트 함수들에 만족하는 적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을 유한 요소법(finite element method)

이라 한다. 유한 차분 방법은 구성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공간적 이산화 과정(spatial discretization)에서 일

반적으로 도메인이 직사각형, 직육면체가 아닌 경우 유

한 차분 공식을 정의하는데 바운더리 근처에서 여러 어

려움이 있다. 하지만, 유한 요소법은 미분을 근사하는 것

이 아니고, 임의의 도메인 위의 임의의 격자점(주로 삼각

화를 통해 얻어짐)에서 요소(element)들을 정의할 수 있

는 장점이 있어, 응용의 대상이 되는 도메인이 복잡한 다

양한 공학의 문제에 적용하기 유용하다.

  유한 차분 방법이나 유한 요소법은 공간에 대한 이산

화와 그를 통한 메쉬(mesh)가 요구되지만, 메쉬를 사용

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 어떤 자극에 대해 발생하는 결

과를 표현하는 함수가 있다면 우리는 이를 이용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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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해석 방법, 일반적으로 mesh-free method 또는 경계 

요소법(boundary element method)을 만들 수 있다. 예

를 들어 포아송 방정식이나 스토크스 방정식은 외부 힘

이 주어질 때, 해가 되는 속도장은 이 힘들과 kernel 함수

(fundamental solution)의 convolution으로 주어진다. 적

분으로 표현되는 convolution을 수치 계산방법으로 구현

하면 메쉬는 필요 없게 된다. 

  수치 계산방법의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수렴성은 그 방

법의 기본적인 요구 조건인데, 같은 문제를 푸는 여러 가

지 수렴하는 수치 방법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의 

기준은 알고리즘이 해를 구하는 속도와 프로그램 코드

를 만드는 과정의 용이성에 있다. 두 번째 개념은 시간의 

문제이나 일단 프로그램을 만들고 나면 더 이상 고려 대

상이 아닐 수도 있고, 상업적인 제품들(matlab, maple 등)

에 많은 수치 계산 방법이 내장되어 있거나, 오픈 소스들

(linapck, fffw 등)을 사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직접 코드

를 만드는 경우 코드가 올바르게 만들어졌는지 테스트하

는 방법을 익히고 적용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이다. 

  해를 구하는 속도는 정확도 또는 수렴의 오더(accuracy 

or convergence order)와 관련이 있다. 오더가 높은 방

법일수록 에러가 빨리 감소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해

를 구하는 속도도 빠를 뿐 아니라, 정확한 방법이기 때문

에 오더가 낮은 방법에서 찾을 수 없는 문제 본연의 특

징들을 더 상세히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오더가 

높은 방법은 일반적으로 안정성(stability)이 떨어지거나 

더 많은 계산 과정과 시간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상미

분 방정식을 푸는 멀티스텝(multi-step) 방법은 오일러 방

법에 비해 오더는 높으나, 안정성이 떨어져 시간의 간격

(time-step)이 더 작아야 하고, 이는 더 많은 계산 시간을 

요구한다. 이를 개선한 일반적인 implicit 방법들은 비선

형의 대수 방정식을 풀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계산 시

간을 요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계산방법의 수렴 속도

(accuracy)와 안정성(stability)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문제

를 해결하는 방법을 선택하거나, 그 둘의 좋은 특성만을 

결합한 방법(hybrid)을 고안해야 할 것이다.         

  수치 해석학의 발전은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의 발전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난 세기에는 수치 

해석학이 급속도로 발전해 하나의 수학 문제를 해결하

는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었다. 이는 지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느린 컴퓨터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

한 유일한 방안이었다. 하지만 모든 학문 분야와 마찬가

지로 새로운 수치 계산방법을 창안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 게다가 20년 전보다 100배 이상 빨라진 컴퓨터 

하드웨어의 발달로 현재는 더 빠른 수치 방법을 개발한

다는 것은 연구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듯 보인다. 현재

의 수치 해석학은 슈퍼컴퓨팅을 활용한 고정밀, 고성능

의 병렬처리 방식(parallel computing)의 계산 기법을 개

발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수치 계산 방법을 기초

로 MPI, OpenMP와 같은 보편적인 병렬처리방식과 함께 

CUDA, OpenCL 등의 GPU(Graphics Processing Unit) 또는 

APU(Accelerated Processing Unit)를 활용하여 병렬처리 

계산법을 효과적으로 설계하는 것은 새로운 수치 계산방

법을 개발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연구 주제이다.      

  끝으로 아래 그림은 유체와 탄성체(심장, 깃발, 박테리

아)의 상호 운동에 대한 수학적 모뎉을 수치적으로 계산

한 결과들이다. 유체는 Navier-Stokes 방정식을, 탄성체

는 성질에 따라 다양한 구조 모델을 적용하였고, 거대 계

산을 위해 병렬처리방식(OpenMP)을 사용한 계산이다.

학술 분과 소개

                     깃발                                      심장

박테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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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수학에 대해서

김준석(교수, 고려대학교 수학과)

KSIAM 저널논문상 수상자 칼럼

수상자 칼럼

  2020년 KSIAM 저널 논문상으로 선정하여 주신 데 대

해 감사를 드리고 같이 연구 논문을 작성했던 공동 저자 

학생들과도 저널 논문상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으면 합

니다. 코로나19로 인해 KSIAM 회원님들과 같이 대면 세

미나 등 학술교류 활동에 많은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

다. 코로나19가 가능한 한 빨리 종식되어 예전처럼 활발

한 학술교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여 년 전 대학원 진학을 위해 작성했던 학업계획서

에 응용수학을 전공하고 싶다는 내용을 서술했던 기억

이 납니다. 응용수학은 프리즘 같아서 순수수학이 빛이

라면 응용수학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다양한 스펙트럼

의 아름다운 색을 낼 수가 있어서 매력 있는 학문이라고 

작성했습니다.

  학위 기간 주로 한 연구 분야는 다상 전산유체역학

(Multiphase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으로 

서로 다른 유체를 나타내는 상태 방정식(phase-field 

equation)과 유체의 거동을 표현하는 나비어-스톡스 방

정식(Navier-Stokes equation)을 서로 결합해서 복잡한 

유체의 다이나믹스를 수리 모델링을 하고 다양한 수치 

기법을 사용하여 근사해를 구합니다. 학위 이후에는 이

때 개발한 수치 기법을 바탕으로 여러 분야에 적용하고 

새로운 수치 기법을 개발하여 연구 논문을 발표하였습

니다. 

 

  그동안 수행했던 연구 주제들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

습니다: multiphase CFD, thin film, quantum dot formation, 

cell growth, image inpainting, computational finance, 

magnetization distribution, image segmentation, crystal 

growth, artificial hip joints, tissue engineered scaffolds, 

Turing instability, tumor growth, parallel computing, 

volume reconstruction from points and slices, diblock 

copolymers, elastic inhomogeneity, bacterial plumes, 

MERS-CoV, COVID-19, PDEs on curved surfaces, antibubble 

dynamics, 3D honeycomb formation, evaporation, coffee-

ring effect.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양

한 분야의 연구자들과 공동연구를 진행할 기회가 주어

졌었고 같이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대학원생들이 

함께했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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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자 칼럼

고려대 위인숙 교수님과 금융과제에 참여하면서 계산금

융에 관해서 연구하기 시작하였고 건국대 정은옥 교수

님께서 진행하셨던 Immersed boundary method (IBM) 

워크숍을 통해 IBM을 배워 관련 연구 논문을 출판하였

으며 전염병 모델에 관해서 관심을 두게 되어 최근에는 

COVID-19에 대한 연구 논문을 출판하였습니다. 기존의 

전염병 모델인 SIR model의 각 변수의 의미를 새롭게 해

석해서 현재까지의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회복자 데이

터를 이용하여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감염자 수를 추측하

는 수리모델을 제안하였습니다. 새로운 모델을 제안하

게 된 이유는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로 분류되는 그룹은 

치료시설로 격리되기 때문에 더 이상 타인에게 전염시

킬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전염시키는 그룹은 감염

이 되었지만, 행방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이들의 수를 확

진자 데이터를 이용해서 예측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카이스트 이창옥 교수님께서 연구하시는 Image 

processing에 관한 관심은 이미지 관련해 여러 연구 결

과를 산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응용수학은 다른 학

자들과의 공동연구와 학술교류를 통해서 더욱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응용수학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 중의 하나

가 다른 연구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업을 할 수 있

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대학원 학

위과정 중에 갖추어야 하고 지도교수는 연구지도와 함

께 협업 역량을 지도할 수가 있으면 대학원생이 응용수

학자로서 학문후속세대로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 문헌

1. Chaeyoung Lee, Yibao Li, and Junseok Kim, The
Susceptible-Unidentified infected-Confirmed (SUC) 
epidemic model for estimating unidentified infected 
population for COVID-19, Chaos, Solitons & Fractals, Vol. 
139, 110090, 2020.

관련 MATLAB 코드 (http://elie.korea.ac.kr/~cfdkim/codes)
SUCmodel.m
SUCmainCode.m

새로 제안한 SUC model에서 S(t)는 아직 감염되지 않은 사람, 

U(t)는 감염이 되었지만, 아직 확진자로 분류되지 않고 행방을 

모르는 사람, C(t)는 확진자로 분류되어 의료시설로 격리 치료

를 받거나 완치된 사람들의 수입니다. 전체 인구수 N은 상수로 

가정합니다, N=S(t)+U(t)+C(t). 이때, U(t)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전염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왼쪽의 그래프는 중국의 14일간의 코로나19 확

진자 데이터(o)로부터 SUC model과 최소자승법

(least square method)을 이용하여 구한 U(t)의 

값을 구한 결과입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과 프

로그램 (MATLAB) 코드는 참고문헌 [1]을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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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자 칼럼

Global sensitivity analysis for multivariate 
outputs using polynomial chaos-based 

surrogate model

Xiang Sun

(Post-doctoral Researcher, Yonsei University)

KSIAM 신진연구자 우수논문상 수상자 칼럼

Over the past five years, I have participated in KSIAM 

conference for seven times. Every time, I gave a 

presentation in poster or oral form. From stumbling to 

proficiency, KSIAM witnessed my growth in research 

presentation. I also awarded two prizes for poster 

presentation. When I was informed of that I won the 

2020 KSIAM Young Researcher Paper Award, I was very 

excited and filled with profound gratitude. I would like 

to thank our KSIAM for recognizing me. This award 

brings my six-year study career in Korea to a full end. In 

particular,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my advisor Prof. Jung-Il Choi for his continuous 

support, teachings, and encouragement in my Ph.D. 

study and post-doctoral research. Last but not the least, 

I would like to thank my family, my colleagues and my 

friends for supporting me spiritually throughout my 

study and my life in general.

Figure 1. Sensitivity analysis of the velocities at different 

x locations: the contribution of each parameter to the 

uncertainty in velocity ranked by Sobol’ indices.

My research interests center on the development of 

improved uncertainty quantification (UQ) algorith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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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olving surrogate modes, sensitivity analysis and 

Bayesian inverse analysis and extension of such 

techniques to problems in building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fluid dynamics and image reconstruction, 

etc. Presently, I focus on the polynomial chaos-based 

surrogate models [1] and variance-based global 

sensitivity analysis (GSA) [2]. At the beginning of UQ 

study, I applied the general UQ techniques to problems 

in building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3] and 

image reconstruction [4]. With polynomial chaos-based 

surrogate model and variance-based GSA, I quantified 

the effects of uncertain input parameters on the model 

outputs, see Figure 1-2. From these two studies, I 

found that approximating system responses with a 

large number of random parameters on a fine mesh is 

usually computationally challenging, and even we used 

surrogate models, the computational is very high. I 

then developed a non-intrusive reduced-order method 

(POD-PCE) [5,6] for problems with vector or random 

field output in the context of UQ.  This method inherits 

advantages of both proper orthogonal decomposition 

(POD) [7] and polynomial chaos expansion (PCE). It 

can provide a reduced-order representation over the 

physical space as well as efficiently estimate the statistical 

quantities without increased computational cost. I also 

Figure 2. Results of cGSA for shape detection indices in the 
case with two anomalies in body-like domain

Table 1. Comparison of computational cost and performance of ROM-II (400), ROM-II (10000) and POD–PCE (400) for the 
stochastic Ackley function.

Table 2. Flowchart of the VPSI-based GSA for multivariate outputs using PC-based surrogate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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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nstrated its efficiency by the comparison to ROM-

II method [8] (see Table 1). 

However, when we quantified the sensitivity of 

mult ivariate model outputs using general GSA 

methods (e.g., Sobol’ indices [9,10]), a large number 

of redundant sensitivity indices were produced, 

hindering interpretation of the results. Furthermore, 

these approaches were insufficient for measuring the 

comprehensive effects of input variables on multivariate 

outputs. Therefore, I further developed an efficient 

GSA method [11] for multivariate outputs that applies 

polynomial chaos-based surrogate models to vector 

projection-based sensitivity indices (VPSI) [12]. POD-PCE 

and PCE-alone were used in this GSA method. Several 

numerical examples with various types of outputs are 

tested to validate the proposed method (see Table 2-4),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polynomial chaos-

based surrogates are more efficient than Monte Carlo 

simulations at estimating the sensitivity indices, even for 

models with a large number of outputs. Furthermore, 

for models with only a few outputs, PCE-alone is 

preferable, whereas for models with a large number of 

outputs, implementation with POD is the best approach.

However, we have observed that the computational 

cost of PCE increases for highly nonlinear problems as 

well as problems with a large number of input variables, 

despite our utilization of the sparse PCE. Accordingly, 

developing a more efficient surrogate model is 

an important objective in future work. Moreover, 

extensions of the proposed GSA method to stochastic 

time-dependent problems are also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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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일상을 지켜내는 기술, 씨젠!

기업 소개

 설립배경

- ㈜씨젠은 유전자 분석관련 기술 및 시약 개발을 목적

으로 2000년 설립된 분자진단 전문기업이다.

- 분자진단은 환자의 혈액, 객담, 소변 등 체외진단 방식

으로 유전자를 검사해 질병을 파악하는 기법이다.

- 천종윤 대표는 유년 시절 결핵을 심하게 앓은 후, 결핵

균의 종류와 치료제의 내성 여부을 동시에 알아야 한다

고 생각했다. 때문에 동시 다중 검사의 필요성을 누구보

다 잘 알았고, 이는 분자진단 기업을 설립한 계기가 되

었다.

- 천종윤 대표는 설립을 결심하면서부터 세계 최고의 원

천 기술 확보라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는 이를 달성하고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인류의 건강 증진을 위한 분자

진단 대중화 실현을 위해 힘쓰고 있다.

 회사의 주력분야

 주식회사 씨젠의 주력분야는 분자진단 기술 개발 및 이

를 바탕으로 한 제품 개발이다. 현재 분자진단 기술 개

발의 트렌드는 Real-time PCR (실시간 중합효소 연쇄

반응), 멀티플렉스, 자동화 시스템으로 함축할 수 있다. 

씨젠 또한 이 세가지 트렌드 모두에 초점을 두고 기술

과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씨젠의 가장 핵

심적인 기술은 멀티플렉스 기술이다. 기존의 기술이 한

번에 한가지 유전자를 검사하는 기술이었다면 멀티플

렉스 기술은 한번에 여러 가지 유전자를 동시에 검사하

는 기술이다. 씨젠은 다수의 타겟을 정확하게 증폭할 수 

있는 프라이머 기술인 DPO™, 동시에 다수의 타겟을 검

출할 수 있는 시그널 기술 TOCE™, 다중 Ct값 분석 기술 

MuDT™ 총 3가지의 대표적인 멀티플렉스 기술을 보유

하고 있다. 

 또한, 최근 씨젠은 BT와 IT를 융합한 신기술을 개발하

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COVID19 분자진단키트를 신속

하게 개발하는데 혁혁한 역할을 한 인공지능기반의 시

약개발자동화시스템(SGDDS)은 BT와 IT가 융합된 대표

적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SGDDS는 제품 개발 단계별 

실험 과정 및 제품 최적화 과정을 자동 시뮬레이션 하는 

시스템으로, 씨젠만의 분자진단 시약개발 노하우와 원

천기술이 융합되어 있다. 이외에, 빠르고 다량의 검사를 

가능하게 한 기술은 씨젠의 ‘자동화 시스템’ 이다. 현재 

외국의 경우 대부분 병원 인력이 수동으로 검사하는 반

면,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하면 핵산 추출, PCR 검사, 결

과 판독, 보고 및 집계까지 하나의 프로세스로 자동 처

리 된다. 때문에, 적은 인력으로 빠르게 다수의 샘플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씨젠에서는 바이오전공자, 수학자 및 소프트웨어개발

자들이 협업하여 최첨단의 자동화 시스템 개발 및 최적

화에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PCR 결과 분석용 프로그

램 개발에 딥러닝 시스템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

이 한 예이다. 자동화 분석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수많

은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알고리즘을 개발하

여 프로그램에 적용하고 있다. 기존 미분, 확률 같은 수

학적 분석 방법을 PCR 결과 분석 알고리즘으로 개발하

고 최적화하여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

다.

글: 씨젠 R&D 관리팀 

감수: 장봉수(교수, UNIST 수리과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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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젠은 이러한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질병의 

분자진단 제품군을 확보하였다. 제품은 대표적으로 

Seeplex®, Anyplex™Ⅱ, Allplex™로 나뉜다. Seeplex®는 

DPO™기술만이, Anyplex™Ⅱ은 DPO™와 TOCE™가 적

용된 제품이다. Allplex™는 DPO™, TOCE™, MuDT™ 3가

지의 기술이 모두 적용됐으며 사용자 편의성이 가장 높

은 제품이다.          

 주요 제품은 전세계 분자진단 시장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감염성 검사 제품이다. 감염성 검사 제품 

중에서도 호흡기 질환 검사제품(신종플루, 계절성 독감,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원인균 등 26종 검사), 성감염증 

검사 제품(임질, 매독, 클라미디아, 헤르페스, 진균 등 28

종 검사),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제품(자궁경부암 원인 

바이러스 28종 검사)이 있다. 

 자랑거리

가. 보유 기술의 우수성

 ㈜씨젠은 분자진단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기술은 DPO™, TOCE™, 

MuDT™다. 기존의 기술은 유전자 증폭 시 타겟하는 유

전자뿐만 아니라 타겟 유전자와 유사한 유전자까지 동

시에 증폭시켜 위양성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는 반면, 씨젠의 기술은 타겟하는 유전자만 특

이적으로 증폭시켜, 검사 결과의 정확도가 매우 우수하

다. 이러한 3대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유일하

게 동시 다중 정량검사가 가능하다. 최근 3개년 동안에

만 DPO™기술은 40개국에 특허 등록을, TOCE™기술은 

34개국 특허 등록이 완료되었다. MuDT™기술은 특허등

록을 위한 국제 특허출원을 하였다. 또한, 첨단 과학 기

술의 융합과 미래지향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바이오 분

야의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였다는 평과 함께 정진기

언론문화상 과학기술연구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한 결핵 분자 진단제품을 통

하여 글로벌 결핵퇴치 지원사업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

받아 몽골정부에서 수여한 결핵퇴치 공로상을 수상하

기도 하였다.  

나. 매출성장

 우수한 기술확보와 제품 line-up 다양화를 위한 제품

개발로 꾸준한 매출의 향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올

해 코로나19 관련 제품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서 매출액이 크게 늘었고, 상반기 기준으로 매출액 3566

억원, 영업이익 2087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한해 매출액

(1220억원)의 3배, 영업이익(224억원)의 9배 정도 늘어

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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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진단 관련 장비가 올해 상반기에만 총 500대 이상

의 장비가 판매되며 지난해 연간 실적의 약 2배 수준의 

성장세를 보였다. 진단 장비는 코로나19 제품뿐만 아니

라 다른 질환에 대한 진단 시약도 적용할 수 있어, 코로

나19 사태 이후에도 회사의 매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

는 기반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 신규 일자리 창출 

 국가적 해결 과제인 청년 실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매년 일자리를 증가시키고 있다. 2019년에

는 높은 고용 안정에 앞장서 온 점, 일과 삶의 균형을 이

루는 근무 환경 조성, 일하기 좋은 조직 문화의 형성 등 

다양한 부문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와 일자

리위원회에서 주관한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의 표

창을 수상하였다. 또한, 올해에는 우수한 인재 양성으

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에서 주관하는 산업 인재

양성 표창장을 수상하였다. 특히, 올해는 지속적인 기업 

성장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생명공학 분야뿐만 

아니라 IT, 소프트웨어(SW), 기계공학 등의 다양한 분야

의 새로운 인재를 대거 채용하여, 2020년 9월 기준 493

명의 인력을 보유 하고 있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새

로운 건물을 매입하는 등 더 많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올해 연말 670명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전망

 체외진단검사 분야의 시장이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검사용 시약 생산 및 수출입 통계

에 따르면, 국내 진단시약의 시장은 2016년 5,687억 원

에서 연평균 9.8% 성장하여 2018년 6,856억 원 규모이

며, 이후 연평균 9.1% 성장하여 2023년에는 1조 598억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세계 진단시약 

시장은 2014년 1,035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6.7%로 

성장하여 2017년에는 1,257억 달러로 성장했으며, 이후 

7.5%로 성장하여 2022년에는 1,803억 달러규모로 성장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적으로 예방이나 최적의 치료를 위한 진단의 필

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의료비용 절감 

또는 의료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도 진단 분야

가 각국 보건의료 정책의 초점이 되고 있다. 또한, 10대 

미래 유망기술 중 질병 진단 관련 기술이 3건이나 포함

되어 있어 진단을 중심으로 한 헬스케어 산업에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씨젠은 체외진단 제품의 성능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

인 개발을 진행 중이며, 현재 보유중인 독보적인 분자진

단 기술, 시약개발자동화, 하나의 장비 플랫폼을 통하여 

분자진단대중화와 생활검사를 통한 ‘생활혁신’으로 앞

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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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IAM 차기 회장으로 당선된 이창옥 교수(KAIST, 수
리과학과)는 2020년 대한수학회 학술상 수상자로 선
정되었다.

KSIAM Journal 편집장인 최희준 교수(연세대, 수학
과)는 디아이 수학자상을 수상하였다. 

아울러, KSIAM 신임 이사인 신동욱 교수(명지대, 수
학과)는 상산 젊은 수학자상을 수상하였다. 

정은옥 건국대학교 수학과 교수
가 정부포상 대통령 표창(과학기
술진흥)을 수상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53회 과
학의 날(4월 21일)과 제65회 정
보통신의 날(4월 22일)을 맞아 4
월 21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20년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과학기술 진흥 부문 79명(훈장 26명, 포장 9명, 대통
령 표창 20명, 국무총리 표창 24명)과 정보통신 발전 
부문 50명(훈장4, 포장 5, 대통령 표창 15, 국무총리 
표창 18, 5G 상용화에 기여한 8명)이 정부포상자로 
선정되었다.

정은옥 교수는 수학을 통해 의학 등의 생명현상을 구
현하고 정책 결정에 과학적 근거를 제안하는 한국 수
리생물학의 토대를 마련하고 리더 여성수학자로서 
산업응용수학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출처: 조선비즈 2020년 3월 30일자 정은옥 교수 인터뷰 기사

수상 소식

행사 및 소식

KSIAM 2021-2022년도 회장 소개

이창옥

Lee Chang-Ock

카이스트 수리과학과

1984.02. 서울대학교 수학과 이학사
1986.02. 카이스트 응용수학전공 이학석사
1995.05. Univ. of Wisconsin-Madison Ph.D. 
             (수치해석)
1995.09-2000.08. 인하대학교 전임강사/조교수
2000.09-현재. 카이스트 조교수/부교수/교수
2017.03-2019.02. 카이스트 과학영재교육연구원장

연구분야
▷ 수리적 영상처리 
- 약한 경계 찾기 및 영상분할, 반도체 결함 찾기
▷ 산업용 CT 이미징 
- X-ray CT 인공음영 감소(빔 경화, 산란)
▷ 병렬 컴퓨팅을 위한 알고리즘 
- 수리적 최적화를 위한 영역분할법, 등기하 분석, 
병렬 심층 신경망

수상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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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IAM 신입 정회원

o 류경석(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o 오덕순(충남대학교 수학과)

o 마용기(공주대학교 응용수학과)

o 박종호(KAIST 수리과학과)

o 김연향(Central Michigan University 수학과)

o 김제림(서울시립대학교 수학과)

o 이동선 교수 (고려대학교, 박사, ‘15) 
 인천대학교 수학교육과

Numerical Analysis

o 현윤석 교수(MIT, 박사, '11)
인하대학교 수학과

응용수학 (AI)

o 김린기 교수(Princeton, 박사, '16)
인하대학교 수학과

그래프이론

o 정재훈 교수 (아주대 인공지능데이터사이언스 학과)
포항공대 수학과로 이직 

Numerical Analysis, Scientific Computing, 

Mathematical Data Science

DD XXVI: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omain 

Decomposition Methods

o December 7-12, 2020

o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Hong Kong 

o https://www.math.cuhk.edu.hk/conference/

dd26/?Conference-Home 

US Korea Conference (UKC) 2020
o December 14-17, 2020

o  Online

o https://ukc.ksea.org/ukc2020/

ICMLA 2020 :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chine 

Learning and Applications

o Dec 14-17, 2020 

o Online

o https://www.icmla-conference.org/icmla20/

ERC Workshop 2021: Interplay of discretization 

and algebraic solvers: a posteriori error estimates 

and adaptivity

o June 30-July 2, 2021

o INRIA Paris, France

o https://project.inria.fr/gatipor/events/workshop2020/

The 1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pectral and 

High-Order Methods (ICOSAHOM 2020/21) 

o July 12-16, 2021

o Vienna, Austria 

o https://www.icosahom2020.org/

 

The 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ational 

Methods in Applied Mathematics (CMAM 2020/21)

o September 13-17, 2021

o TU Wien, Austria 

o https://www.asc.tuwien.ac.at/cmam2020/

신임 교원 / 연구원 소개

행사 및 소식

국제 행사신입 회원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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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ABILITY OF GAUGE-UZAWA METHOD TO SOLVE NANOFL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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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G-OCK LEE AND JONGHO PARK ···········································································································161

PARALLEL COMPUTATIONAL APPROACH FOR THREE-DIMENSIONAL SOLID ELEMENT USING EXTRA SHAPE 
FUNCTION BASED ON DOMAIN DECOMPOSITION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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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ST-SQUARE SWITCHING PROCESS FOR ACCURATE AND EFFICIENT GRADIENT ESTIMATION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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