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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한국산업응용수학회(KSIAM)의 새로운 집행부가 발족한지 벌써 반년이 되어 갑니다. 작년 초에 코로나가 시작

된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연구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KSIAM 학회 운영도 큰 영향을 받고 있

습니다. 이사회를 포함한 모든 회의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회의 자체는 효율적일지 모르지만 이사들 사

이의 유대감이 떨어져서 과연 학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학술대회를 온라인만으로 

진행하는 것은 연구자들 사이의 교류 증진이라는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합니다

만 방역에 대한 우려와 비용의 증가라는 복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백신이 보급되어 가을에는 정상

적인 사회로 돌아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KSIAM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학술분과를 구성하고자 학술분과 개편위원회를 가동 중이며 앞으로 KSIAM을 학술분

과 중심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기본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 학술지에 해설논문과 산업수학보고서 게재를 확대하기로 하였으니 회원님들의 많은 투고를 바랍니다.

√  각종 KSIAM 상의 상금을 인상하였습니다. 신진연구자 우수논문상은 50만원, 저널논문상과 젊은 연구자상

은 각 10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  산업응용수학의 홍보를 위하여 각종 학술행사와 중고교에서 강연을 할 수 있는 13분의 대중강연단을 구성 

중에 있습니다.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  미국 SIAM과의 협약을 통하여 SIAM Newsletter의 재미 있는 기사들을 번역하여 KSIAM 소식지에 게재할 계

획입니다. 

√  KSIAM-MathWorks Problem Challenge 개선위원회를 가동 중이며 곧 새로운 형태의 코딩대회를 선보일 예

정입니다. 

√  홈페이지 개선을 진행 중이며 좀더 친근하고 편리한 홈페이지를 구성하여 학술지와 학술대회 및 학회 관련 

다양한 정보들을 통합할 예정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변화가 모두 성공적으로 이루어 진다고 해도 학회의 목표인 회원간의 친목도모와 학술적 교류

가 증진되지 않으면 학회가 발전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KSIAM은 제도적 변화를 통하여 교류와 소통의 장으로서 

유익하고 즐거운 학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만간에 코로나를 잘 극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COVID-19 시대에 KSIAM의 발전을 위하여

KSIAM 회장 이창옥

(교수, KAIST 수리과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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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 인터뷰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서 
수학과 타 학문과의 융합 연구는 필수적입니다. "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김현민 소장

대담 : 이병준(교수, 가톨릭대학교 수학과)

"산업수학, 응용수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조금 과장된 표현일지 모르나 

KSIAM과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부부의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즉 모든 일을 같이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

아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위해서 수학의 역할을 도출해 내는 것은 두 기관

이 항상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여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

 2021년 5월 25일, 부산대학교 수학과 교수이자 현재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소장을 역임하고 계신 김현민 소장님께 인터뷰를 의뢰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인터뷰는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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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저는 초・중・고와 대학 시절을 부산에서만 보낸 많은 분들이 언급하는 전형적인 경상도 남자입니다. 부산대학교

에서 박종열교수님 지도로 해석학 분야에서 1995년에 석사학위를 받고 그 해 영국 맨체스터대학교 수학과로 진학하였

습니다. 처음 유학길에 오를 때는 수치편미분방정식을 공부하고자 하였으나 석사 과정 중에 수치선형대수학에 매력을 

느끼면서 연구 분야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석・박사 지도교수님은 SIAM회장을 역임하신 수치선형대수학

의 대가 Nicholas Higham교수님입니다. 2000년 12월 박사 학위 취득 후 한국으로 돌아와 2년간의 post-doc 과정을 마

치고 2003년부터 부산대학교 수학과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부산대학교에서 근무하는 동안 대학본부에서 입학과 관

련된 입학부본부장, 입학정책실장, 입학본부장의 보직을 수행하면서 행정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부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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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 인터뷰

산업수학센터장(ERC)을 맡았으며 이러한 경험이 국가수리과학연구소장을 지원할 수 있는 용기를 준 것 같습니다. 또

한 대한수학회에서 산업수학관련 부회장, 이사 그리고 KSIAM 부회장, 이사 등의 경력은 소장 임용에 큰 역할을 한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Q : 현재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소장직으로 오시기 전에 부산대학교에서 산업수학 센터장을 맡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부산대학교 산업수학센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 부산대학교 산업수학센터는 산업수학의 허브로 발전한다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수학 문제 발굴 및 해결, 

산업수학 교육인프라 구축, 산업수학 지역사회 환원이라는 3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운영되었습니다. 특히 동남권의 주

력 산업인 금융, 수산, 제조업에 기반을 둔 산업수학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였으나 점차 다양한 산업분야로 확대하여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였습니다. 부산대학교 산업수학센터는 이러한 문제 발굴과 해결의 실적을 바탕으로 학부, 대

학원의 정규과정에 산업수학을 직접 적용하여 수학과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산업수학의 대중화를 위해 교재 개발 및 번역, 수학문화관 건립 자문, 자유학기제 수업 지원 등 다양

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아마도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

니다.

Q : 소장님은 Numerical Linear Algebra에 관련된 연구들을 많이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연구들을 진행하셨는지 궁금합니다.

A : 수치선형대수학 분야는 대부분 행렬계산과 관련된 연구입니다. 저의 연구 관심 분야는 여러 형태의 행렬 방정

식 예를 들어 이차행렬방정식, 행렬 다항식(matrix polynomial) 등의 해의 존재성을 규명하고 그 해를 계산하기 위

한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수렴성과 안정성까지 수학적으로 증명하고 수치적 실험을 진행합니다. 행렬 방정식은 계수

(coefficients)도 행렬이므로 행렬의 여러 특성에 따라 흥미로운 수학적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 때문에 아직도 해결하여

야 할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행렬관련 연구를 진행하다보니 요즘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행렬이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관련 연구도 함께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Q :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 역할은 4차 산업혁명시대로 일컬어지는 현대시대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소장으로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한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

니다.

A : 제가 매일매일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 기관장님들과 이 문제에 대해 얘기를 나누어 보면 4차 산업혁명시

대를 맞아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고 하시며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적인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수학의 필요성에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3차 산업혁명시대에 우리산업은 눈부신 성장을 하였지만 기초학문 발전의 

부재로 원천기술 확보에 실패한 뼈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서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수학과 타 학문과의 융합 연구는 필수적입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가 개발한 산업수학, AI수학, 

의료수학 등의 연구 결과를 타 연구소,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수학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

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현재 37명의 정규직 연구원을 최대 100명까지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우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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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 인터뷰

학자들이 학교뿐만 아니라 연구소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Q : 이번 질문은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소장직을 수행하신지 얼마 안 되셔서 무척 바쁘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바쁜 와중에서 즐기시는 취미나 활동들이 있을까요?

A : 저의 취미는 영화감상인데, 팬데믹 이후로 영화관을 가는 것이 어려워져 취미생활을 즐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운동

을 하나 배워 취미 생활을 하려고 시도는 하였으나 워낙 몸치라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해안가 출신이라 수영은 즐

기는 편입니다만 여전히 수영장도 개방이 되지 않고 있어 연구소 주변 산책, 관사 근처에서 걷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

다. 어릴 적부터 나의 인생에서 꼭 한 편의 영화는 제작해 보겠다는 꿈을 가지기도 할 만큼 영화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영화 한 편을 추천한다면 주저 없이 로베르토 베니니가 감독하고 주연도 맡은 “인생은 아름다워(Life Is 

Beautiful)”를 정하고 싶습니다. 너무도 가슴 아프고 슬픈 이야기를 코미디로 만들었다는 이유로 혹평을 받기도 하였지

만 정반대의 두 감정을 하나의 영화에 담아 오히려 그 아픔을 보는 이에게 더 오래 각인하게 만든 걸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Q :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소장으로 부임하시기 전에 KSIAM 부회장을 역임하셨는데요. 산업응용수학의 발전을 위해 

KSIAM과 국가수리과학연구소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 산업수학, 응용수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조금 과장된 표현일지 모르나 KSIAM과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부부의 관계

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모든 일을 같이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위해서 수학의 역할을 도출해 내는 것은 두 기관이 항상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여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

다. 그래서 산업체 또는 정부 출연 연구소 등과 협력할 수 있는 연구 주제 발굴을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또한 연구 성과

는 KSIAM을 통해서 발표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연구소가 앞으로 진행할 공동 연구 등에는 KISIAM 회원들

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KSIAM 학회지를 통해 산업수학 문제 해결 결과들이 발표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Q :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A :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수학계의 중요한 위치인 국가수리과학연구소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저를 이 자

리에 추천해주시고 역할을 맡겨주신 것은 국가수리과학연구소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수학계와 함께 소통하며 수학

의 발전에 함께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능력이지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KSIAM 회원들께서도 앞으로 더욱 국가수리과학연구소에 관심과 사랑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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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각형 유한요소법에 대한 소개

박은재(교수, 연세대학교 수학계산학부/

4단계 BK21 수리과학 및 계산 교육연구단 단장)

2020 KSIAM-금곡학술상 수상자 칼럼

수상자 칼럼

금곡학술상은 9년전 김종암 교수님(전 한국산업응용

수학회장)의 노력과 (재)금곡학술문화재단의 하연순 이

사장님의 기부로 제정되었습니다. 뜻깊고 귀한 상을 주

신 하연순 이사장님과 한국산업응용수학회(KSIAM)의 심

사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

가 받은 이 상은 응용수학 및 계산과학공학을 전공하는 

모든 분들을 대신하여 받은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

한 제가 이렇게 큰 상을 수상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입

니다. 

학창시절 수학이 주는 논리적 매력에 빠져 수학을 시

작하였으나, 수학이 단지 추상적이고 실제생활과 동떨

어진 어려운 학문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직접

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학문임을 지난 30년간의 연구생

활을 통해 더욱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KSIAM-금

곡학술상의 수상을 계기로 지금까지의 연구생활을 돌아

볼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 더욱 심도있는 연구를 해야겠

다고 다짐해 봅니다. 돌이켜 보니 수학과 공학이 만나 탄

생한 우리 한국산업응용수학회는 1997년 가을부터 시작

된 응용수학포럼(applied mathematics forum)이 발전하

여 2004년 지금의 학회 모습을 갖추었고, 그동안 양적으

로나 질적으로도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수학자뿐만 아니라 공학을 연구하는 동료들과의 소통으

로 학문적 성장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제 

수상 기념 강연의 주제였던 다각형 유한요소법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유한요소법은 유체역학, 구조공학, 지구과학, 전자기

학 등을 지배하는 편미분 방정식 문제를 수치적으로 푸

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엄밀한 수학이론을 바탕으로 지

난 반세기 동안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유한요소

법의 발견은 흔히 1943년 Richard Courant의 삼각형 요

소에 기원한다고 수학계에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

나 그 이전에도 유한요소법과 유사한 방법이 있었으며 

여러 수학자 및 공학자들 사이에서 연구되었습니다. 유

한요소법은 주어진 편미분 방정식에 대한 적절한 함수

공간과 variational principle을 통하여 정의되며, 무한차

원의 함수공간을 계산 가능한 유한차원의 근사해 공간

(approximation space)으로 바꾸는 과정을 동반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Ritz는 1909년 variational energy의 최소

화 문제를 유한차원에서 계산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

고, Galerkin은 1915년 근사해의 residual이 적분의 의미



06       KSIAM NEWSLETTER

수상자 칼럼

에서 테스트 공간과의 직교성이 성립되도록 디자인하였

습니다. Galerkin의 방법은 weak variational formulation

을 통하여 결정되며, 유한차원공간에서 근사해를 표현

하는 기저함수들의 계수를 정하는 선형대수적인 문제

로 귀결됩니다. 현대적인 용어로 설명하면 Galerkin 과정

은 1. input data의 pre-processing, 2. 요소망 생성(mesh 

triangulation), 3. 유한요소 기저함수 구성, 4. 유한요소 행

렬 방정식 구성과 그의 선형대수 해법, 5. output data의 

post-processing, 6. a posteriori error estimates, 7. 해의 

시각화 등을 포함합니다. 

기존의 연구는 주로 삼각형 또는 직사각형 메쉬에 제

한되었으며, 특히 산업체나 연구소에서 요구하는 문제

의 해결에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전통적인 격자(mesh)

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폴리곤메쉬(그

림 1 참조)에서 작동하는 효율적인 유한요소법의 구축은 

오랫동안의 관심사였으며, 어려운 난제로 남아있었습니

다. 일반메쉬에서 작동하는 방법론은 기본적으로 행잉노

드, 불규칙한 메쉬 모양, 토폴로지 옵티마이제이션, 프랙

쳐/크랙, 유체와 구조물의 interface 문제 등 기존의 많은 

난제 들을 비교적 쉽게 다룰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

하며, 학계에서는 폴리곤을 허용하는 새로운 방법을 흔

히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까지 부릅니다. 폴리고날 메

쉬를 허용하는 방법으로 Wachspress의 좌표를 이용하

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기저함수가 유리함수로 정의되

어 수치적분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Wachsprss 방법은 다

각형 메쉬 모양이 좋은 경우에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지

만, 행잉 노드가 존재하면, 미분에 대한 interpolation 오

차가 발산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불규

칙한 메쉬위에서 정확한 수치해를 계산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일반메쉬에서 작동하는 방법으로 

폴리고날 불연속 갤러킨 방법(polygonal discontinuous 

Galerkin method),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가상요소법

(virtual element method), 중국계 미국인이 제안한 약한

갤러킨방법(weak Galerkin method), 프랑스에서 시작된 

하이브리드 고차법(hybrid high-order method) 등이 있

으며 각 방법 별로 장단점이 존재하며 활발한 연구가 진

행 중입니다. 바람직한 수치해법은 엄밀한 수학이론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견고하며, 질량보존법칙, 에너지 

보존법칙 등 물리적 성질이 성립되도록 디자인되어야 합

니다. 우리 연구팀에서 처음 제안한 방법은 폴리고날 스

태거드 불연속 갤러킨 방법으로 위에서 열거한 요구사

그림 2. 폴리곤 메쉬의 예와 세분된 삼각 요소망. (좌)의 실선은 원시 변(primal side)을, 점선은 쌍대 변(dual side)을 나타낸다. (중)
과 (우)는 그 위에서 정의된 스칼라(중)와 벡터(우) 변수 함수공간에 설정된 자유도(degree of freedom)이고, (중)의 굵은 점은 함수 
값의 연속성을, (우)의 화살표는 법선 방향으로의 연속을 나타내며, 이들은 최저차의 함수공간(piecewise 상수)을 이룬다.

            

그림 1 . 랜덤 폴리곤 메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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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들을 만족하도록 weak formulation과 유한차원 함수공

간이 고안되었습니다. 표준 불연속 갤러킨 방법은 수치

유속(numerical flux)을 정의할 때 미지의 파라미터를 포

함하므로 이를 실제의 문제에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방법은 속도장(velocity field)과 압력장

(pressure field)에 스태거드 연속성(그림 2 참조)을 부여

하여 penalty 파라미터가 없어도 방법의 안정성이 보장

되도록 디자인되어 기존의 불연속 갤러킨과 차별화됩니

다. 우리의 갤러킨 패러다임은 폴리곤 메쉬를 기반으로 

하위의 삼각 요소망을 구성하고 기저함수를 구축하므로 

자연스러운 수치적분 등이 가능하며, 특히 a posteriori 

error estimate에 기반한 adaptive mesh refinement를 수

행하여 효율적인 계산 알고리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스태거드 불연속 갤러킨 방법은 최저차

(piecewise constants)뿐만 아니라 이를 일반화한 임의

의 차수의 기저함수 공간을 허용합니다. 최저차 요소법

은 사실상 유한체적법(finite volume method)으로 볼 수 

있으며, 유한 요소의 프레임 워크를 가지고 있으므로, 수

렴성을 증명하고, a posteriori error estimation을 가능

하게 하는 패러다임입니다. 기존의 유한체적법의 경우

는 수렴성의 증명과 adaptivity를 위한 a posteriori error 

analysis가 모델 방정식에 따라 매우 다르고 까다로우나, 

우리의 스태거드 갤러킨 패러다임은 기존의 유한체적법

과의 관련성과 더불어 체계적인 구성을 바탕으로, 엄밀

한 수학이론의 정립 및 새로운 adaptive algorithm의 고

안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적응 알고리즘은 

singularity나 layer가 있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응 알고리즘은 

크게 Solve – Estimate – Mark – Refine의 4가지 단계로 구

성됩니다. Solve 단계에서는 주어진 편미분 방정식 문제

에 대한 적합한 수치 방법을 이용하여 초기 요소망에서 

생성된 선형대수 방정식의 해를 구하게 됩니다. Solve 단

계가 끝나고 나면 오차를 추정하는 Estimate 단계를 수

행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엄밀한 수학적 분석을 통해 실

제 해의 정보 없이 근사해의 오차를 추정할 수 있는 a 

posteriori error estimator를 고안합니다. Error estimator

는 국소적인 유한요소 수준에서 계산이 쉽고 효율적이며 

믿을 수 있는(efficient and reliable) 방식으로 정의되어야 

합니다. Mark 단계에서는 적절한 판정법에 근거하여 추

정된 오차가 큰 요소들을 구별해 내고, Refine 단계에서 

오차가 큰 요소들만을 선택적으로 세분화합니다. 이때 

전통적인 삼각형 요소는 행잉노드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마킹한 삼각형에 이웃하는 삼각형의 추가적인 세분화를 

통하여 새로운 요소망을 구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

합니다. 임의의 폴리곤을 허용하는 유한요소해법은 요소 

세분화로 나타나는 삼각형 위의 행잉노드를 하나의 꼭지

점으로 보고 단순히 사각형으로 처리하면 이러한 행잉노

드의 문제가 사라집니다. 위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요소

망이 생성되면 다시 처음의 Solve 단계로 돌아가게 되고 

언급한 4가지 단계를 반복 수행함으로써 자유도를 크게 

증가시키지 않고도 오차를 빠르게 줄여나갈 수 있게 됩

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오차를 측정해보면 자유도의 숫

자 증가대비 최적의 수렴성을 갖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연구팀의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KSIAM 저널에 발

간될 리뷰논문이나 아래의 문헌을 참고하기 바라며, 한

국산업응용수학회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

을 전합니다.

참고문헌

1.  L. Beirao da Veiga, F. Brezzi, A. Cangiani, G. Manzini, L. D. 
Marini, and A. Russo, Basic principles of virtual element 
method, Math. Models Methods Appl. Sci., 23 (2013), pp. 
199-214.

2.  E.H. Chi, C. Talischi, O. Lopez-Pamies, G.H. Paulino, 
Polygonal finite elements for finite elasticity, Internat. J. 

수상자 칼럼



08       KSIAM NEWSLETTER

Numer. Methods Engrg. 101 (2015) 305-328.

3.  D. A. Di Pietro, A. Ern, and S. Lemaire, An arbitrary-order 
and compact-stencil discretization of diffusion on general 
meshes based on local reconstruction operators,  Comput. 
Methods Appl. Mech. Engrg., 14 (2014), pp. 461-472.

4.  E. L. Wachspress. A Rational Finite Element Basis, volume 
114 of Mathematics in Science and Engineering. Academic 
Press, 1975.

5.  J. Wang and X. Ye, A weak Galerkin mixed finite element 
method for second order elliptic problems, Math. Comp., 
83 (2014), pp. 2101-2126.

6.  L. Zhao and E.-J. Park, A staggered discontinuous Galerkin 
method of minimal dimension on quadrilateral and 
polygonal meshes, SIAM Journal of Scientific Computing, 
40(4):A2543-A2567, 2018.

7.  L. Zhao and E.-J. Park, Dong-wook Shin, A staggered DG 
method of minimal dimension for the Stokes equations on 
general meshes, Computer Methods in Applied Mechanics 
and Engineering, 345 (2019), pp. 854-875.

8.  L. Zhao and E.-J. Park, A staggered cell-centered DG 
method for linear elasticity on polygonal meshes. SIAM J. 
Sci. Comput. 42 (2020), no. 4, A2158-A2181

9.  Dohyun Kim, L. Zhao, E.-J. Park, Staggered DG Methods 
for the Pseudostress-Velocity Formulation of the Stokes 
Equations on General Meshes. SIAM J. Sci. Comput. 42 
(2020), no. 4, A2537-A2560. 

10 . L Zhao, ET Chung, E.-J. Park, G Zhou, Staggered DG 
Method for Coupling of the Stokes and Darcy-Forchheimer 
Problems, SIAM Journal on Numerical Analysis 59 (2021), 
1-31.

수상자 칼럼



KSIAM NEWSLETTER       09

수상자 칼럼

3차원 곡면 위에서 편미분방정식의 수치연구와 

의료분야에 적용

최용호

(교수, 대구대학교 수리빅데이터학부(수학·산업수학))

2020 KSIAM 젊은 연구자상 수상자 칼럼

KSIAM은 제게 있어서 ‘처음’ 이라는 단어와 관련된 많

은 추억이 있습니다. KSIAM은 제가 대학원 생활을 하며 

처음 논문을 출판한 곳이며, 처음으로 학회에서 연구 발

표를 한 곳입니다. 또한, 포스터우수상으로 학회에서 수

여하는 상을 처음 받은 곳입니다. 이렇게 처음이라는 단

어와 추억이 많은 KSIAM에서 2020 젊은 연구자상을 수

상하게 되어 정말 기쁘고, 큰 상과 발표에 이어 칼럼을 

작성할 기회를 주신 KSIAM 학회 및 관계자분들께 진심

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열정과 사랑으로 이끌어주셨

고, 지금까지도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낌없이 주시는 지

도교수님이신 고려대학교 김준석 교수님께 감사드립니

다. 또한, 많은 연구에 있어서 함께 연구한 공동연구자분

들, 항상 곁에서 응원하고 격려해주시는 가족, 동료분들

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최근 하고있는 연구는 박사 학위 논문의 주제였

던 3차원 곡면 위에서 편미분방정식의 수치연구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 적

용이 가능합니다(그림1 참조). 생물분야에서는 패턴 형성

과 관련한 연구, 지구과학 분야에서는 지구 위에서의 대

류현상, 화학분야에서는 근육의 수축(메카노케미컬), 의

료 분야에서는 뇌의 주름 이나 심장내의 전기 신호 등을 

예로 들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중 의료분야에 적용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림1 곡면에서 편미분방정식 풀이의 응용

현재 주로하고 있는 연구는 의료 임플란트와 생체지지

체라 불리는 스케폴드입니다. 하악(그림2 참조)의 일부

가 사고로 소실이 되었을때 회복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는 소실된 뼈부분을 채워주거나, 소실되지 않은 부위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무언가가 필요한데, 이는 임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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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트 또는 생체지지체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림2 [L] 하악(mandibular), [R] 두정골 및
측두골(parietal/temporal bone)

임플란트나 생체지지체 모두 환자의 회복을 돕기 위해

서는 속이 꽉찬 형태일 경우 혈류나 영양분 등이 원활하

게 통과할 수 없으므로 오히려 소실부위가 괴사하는 경

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속이 꽉찬 형태일 경우 환자가 견

뎌야 하는 하중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변 정상 뼈조직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플란트나 스케폴드 

모두 적절한 다공성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계산 영역 설정은 크게 두가

지 방법을 이용하였습니다. Narrow band domain with 

Closest Point Method (CPM) (그림3 참조)와 3차원 표면 

위의 격자에서 직접 계산하는 Laplace-Beltrami (LB)방법 

(그림4 참조)을 적용하였습니다. 두 방법의 가장 큰 차이

는 표면 위에서 직접 수치적으로 계산을 하는가(LB)와 표

면 주변으로 얇은 띠를 계산영역으로 설정(CPM)하여 푸

는가입니다. 

그림3 Closest Point Method (CPM)

각 방법의 장점은 CPM 방법을 이용할 경우, 경계의 값

과 경계의 점에서 표면에 수직으로 만나는 점(cp)의 값

이 같아지기 때문에 표면으로부터 수직한 방향에 대한 

미분값이 항상 0이 나오므로 라플라시안을 계산할 때 

standard 라플라시안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림4 Laplace-Beltrami operator ([L] Xu’s / [R] Desbrun’s)

Xu

Desbrun

LB 방법의 경우, 표면 위의 점에서 직접 계산하므로 

CPM 방법에서처럼 표면 주변으로 얇은 띠를 계산영역

으로 설정할 필요가 없고, 좀더 실질적인 표면위에서의 

계산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료분야에서는 정밀함

을 요구하기 때문에 표면의 얇은 띠에서 푸는 것이 아닌 

표면 위의 점에서 직접 계산하는 LB방법을 이용하여 연

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치적인 결과를 소개하기에 앞서 구현한 수치 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구면 위에 그림 5와 같은 구면

캡 (spherical caps)을 초기조건으로 두고, 시간에 따른 캡

의 반지름 변화를 정확해로 계산한 것과 수치적으로 계

산한 것을 비교하였습니다.

그림5 CPM, LB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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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방법들을 적용하여 진행하고 있는 하악의 스케폴

드 모양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음 그림 6과 같습니다. 삼

중 주기 최소 곡면 (Triply periodic minimal surface) 중 

Double Gyroid (DG)와 P surface (Ps)를 단일 유닛 모양으

로 하여 패턴을 구성하고 스무딩을 통한 결과입니다.

그림6 [L] 하악 형태, [C] unit: DG, [R] unit: Ps

이후로 진행하고 있는 연구로는 그림6의 L에서처럼 비

조정 영역을 설정하는 문제와 초기 모양의 경계를 유지

하는 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균일 형태

를 갖는 스케폴드/임플란트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

습니다 (그림 7 참조).

그림7 비균일 스케폴드 형태 연구

앞으로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여 KSIAM 학회에서 다양

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큰 상을 주신 KSIAM에 진심으로 감사드립

니다.

yongho_choi@daegu.ac.kr

https://appliedmath.synology.me/word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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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주어진 태스크를 달성하기 위해 운동을 수행

하는 것은 1) 감각기관으로부터 들어온 센싱 정보를 가

지고, 2) 뇌에서의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거쳐, 3) 근육

에 제어신호를 보내 운동을 하게 되는, 정교한 피드백 

제어 시스템(feedback control system) 체계에 의해 이

루어 집니다. 위의 3단계 프로세스에 있어 중추신경계

(Central Nervous System)가 센싱 정보와 제어 신호의 

전달에 있어 핵심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한, 센싱-의사

결정-운동의 메인 프로세스들은 보다 작은 서브 프로세

스(sub-process)들로 구성됩니다. 이렇게 시스템 관점에

서 볼 때, 사람의 노화나 장애는 어떤 메인/서브 프로세

스 모듈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손상되는 것에 해당합니

다. 예를 들어, 고령의 어르신들이 몸의 균형을 잡는 것

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은, 전정 기관의 퇴화와 코어 

근육의 약화, 다시 말해 센서와 엑추에이터의 기능이 저

하/손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고령 연구원으로 소

속되어 있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Human Assistive 

Neurorobotics (HAN) Lab의 연구 목표는 

“인간의 의사결정/운동에 대한 모델링 및 해석 기법을 

개발하고, 궁극적으로 사람들의 일상 생활을 돕고 삶의 

질을 높여 주는 뉴로-로보틱 시스템을 만드는 것” 

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HAN Lab의 연구 철학입니다 (그림 1 

참조). 현재 김장현, 심대한, 유지현, 정호진 연구원(가나

다 순) 동지들이 세계를 놀라게 할 연구를 스스로 동기 

부여되어 수행 중입니다.

그림 1. HAN Lab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와 연구 철학

앞서 말씀드린 대로, HAN Lab 연구분야의 큰 줄기 중 

하나는 “인간의 의사결정/운동에 대한 모델링 및 해석 

기법 개발”이며, 더 구체적으로는 최적화+제어공학+인

인간의 의사결정/운동에 대한 모델링 및 

해석 기법

윤한얼(교수, 연세대학교 소프트웨어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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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능 기반의 모델링 및 해석 기법 개발을 연구 주제

로 합니다. 첫번째로 소개드릴 연구 주제는, 역최적제어

(inverse optimal control)기반 사람의 의사결정/운동 

모델링입니다. 다음과 같은 최적제어 문제를 고려해 보

도록 합니다:

 subject to  

여기서 는 상태(state), 는 제어입력

(control input), 는 미리 정해 놓은 기저함

수들(basis functions), 는 시스템 상태 방정

식, 는 파라미터 벡터이고, 는 샘플링 타임입니

다. 역최적제어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1]:

•  최적이라 가정할 수 있는 가 사람의 시범

(demonstration)에 의해 주어질 때,

• 파라미터 벡터 를 추정한다. 

즉, 이를 통해 사용자가 최적화하고자 하는 비용함수

(cost function)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어

진 태스크를 수행할 때 사용자의 스타일, 숙련도 등의 

요소를 비용함수로 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그림 2는 역

최적제어를 통한 사용자 모델링의 어플리케이션으로 

보행경로[2], 운전스타일[3], 조작스타일[4]의 예를 보여

줍니다.

두번째 연구주제는, 머슬모듈 기반 운동해석입니다. 

‘머슬모듈’이란 번스타인이 제시한 이론으로 “특정 작업

을 수행할 때 뇌의 중추 신경계가 근육에 보내는 신호는 

모듈화 되어있다”는 것입니다[5]. 실제로, 여러 후속 연

구들에 의해 밸런스유지, 헤엄치기와 같은 동작들이 모

듈화 된 신호들의 조합에 의해 수행됨이 밝혀졌습니다

[6][7]. 예를 들어 가위/바위/보의 경우 엄지+검지를 쥐

었다/폈다하는 모듈1과, 나머지 세 손가락을 쥐었다/폈

다하는 모듈2, 이렇게 2개의 모듈로 나타낼 수 있습니

다. 이 두 모듈을 각각 , 라 하면, 가위/바위/보 수

행 시 다섯손가락으로부터 측정한 근전도 신호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위에서 는 이산시간 에서 각 모듈의 활성화 정

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활성화 커브’라 부릅니다. 머슬

모듈 와 활성화 커브 는 Non-negative Matrix 

Factorization이라는 알고리즘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8]. 

8채널 근전도 신호로부터 4개의 머슬모듈을 찾는 경우

를 예로 들면:

1)  머슬모듈 과 활성화 커브 를 임의의 값

으로 초기화

2) 에 대해 를 계산

3) 을 최소화하는 를 찾음

4) 을 최소화하는 를 찾음

5) 가 정해진 오차 범위를 만족할 때까지 2)~4)를 반복

그림 3은 사람이 놀랄 때, 얼굴로부터 측정한 근전도 

채널의 위치와 그로부터 추출된 머슬모듈과 활성화 커

브를 보여줍니다. 4개의 머슬모듈은 각각 각각 : 채널 

1번과 2번 (눈썹과 이마 근육), : 채널 8번 (턱 근육), 

: 채널 6번과 8번 (입과 턱 관절 근육), : 채널 3번

~7번(눈 포함 얼굴 중앙부 잔근육)로 구성됨을 알 수 있

그림 2. 역최적제어 어플리케이션의 예: 사람의 시범으로부터 추정된 비용 함수로부터 
재현된 보행경로[2], 운전스타일[3], 조작스타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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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활성화 커브로부터 사람이 놀랄 때, 먼저 턱과 

입이 열리고( 와 활성화), 다음으로 눈이 커지며 얼

굴 중앙 부위 근육을 움직이고( 활성화), 최종적으로 

이 활성화되어 눈썹과 이마를 올리는 순차적인 동작

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머슬모듈과 활성화 커

브를 통한 운동 분석을 통해, 기능이 저하/상실된 머슬

모듈을 찾을 수 있고, 이에 대한 치료/보조장치 등을 제

공해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연구 주제는 근전도 신호와 근

골격계 운동의 기구학적 데이터를 모두 이용한 운동 

분류입니다. 정확한 운동이란 올바른 동작으로 목표하

는 타깃 근육에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둘의 관계를 나

타내는 Hill의 근육 모델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만, 근전

도 신호와 근골격계의 움직임은 사람간의 개인차가 크

고, 또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컨디션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큽니다[9]. 게다가 Hill의 모델은 구조를 단순화시

킨 모델로, 공학적 관점에서 기계적인 시스템에 대하여 

수행하는 모델링과는 관점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습니

다. 더 정교한 모델을 얻기 위한 운동생리학적/생체역학

적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 시점에서 정확한 운

동 분류를 위해서는 근전도와 기구학 데이터를 모두 입

력으로 넣어주고, 딥러닝의 automatic feature extractor 

+ classifier로서의 기능을 의존하는 것이 분류 성능 면에

서 효율적입니다. 그림 4는 이두/삼두의 상완 운동시 근

전도와 기구학 데이터를 병합된 이미지 데이터로 표현

하여, CNN을 이용하여 운동 분류를 해주는 시스템을 보

여줍니다[10]. 

위에서 소개해드린 연구의 결과는, 사람을 돕는 시스

그림 3. 놀람에 대한 근전도 측정 채널 위치(좌) 및 재현된 근전도, 머슬모듈, 활성화 커브(우)

그림 4. 이두/삼두 상완 운동 시 근전도와 기구학 데이터 병합 이미지화의 예(좌)와 CNN적용 운동 분류 시스템 아키텍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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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 설계에 적용될 수 있는 통찰을 제공해 줌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어플리케이션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  사람과 같이 주어진 작업을 수행하는 로보틱스/인

공지능 기반 시스템

•  정확한 운동을 하도록 도와주는 인공지능 기반 홈-

트레이닝 시스템

•  근육 피로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맞춤형 재

활 프로토콜을 제공하는 시스템

이상으로 Han Lab에서 수행되고 있는 연구 주제에 대

한 소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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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수학의 국내외 현황

의생명수학 그룹 

(Biomedical Mathematics Group) 소개

김재경 (IBS 의생명 수학그룹 연구책임자

교수, KAIST 수리과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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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연구원(IBS)은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연구를 

통해 창조적 지식과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의해 설립된 국가연구기관입니다.

대전에 위치한 IBS 본원에 2019년 “수리 및 계산 과학 

연구단”(Center for Mathematical and Computational 

Sciences)이 출범하였고 엄상일 CI가 이산 수학 그룹

을 차미영 CI가 데이터 사이언스 그룹을 이끌고 있습

니다. 올해 3번째 그룹인 의생명수학 그룹(Biomedical 

Mathematics Group)이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의생명수학 그룹은 생명과학과 의학의 다양한 문제들

을 해결하기 위한 수학 방법론을 개발하고 응용하는 연

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30여명의 수학, 생명과

학, 의학, 약학 분야의 연구자와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생명수학 그룹은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학문의 

경계를 넘어 서로 배우고 함께 연구하며 연구자가 성장

할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나아가, 전 세계

의 연구자들과 함께하는 의생명 수학 연구의 국제적 허

브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은 공동연

구를 하고 싶은 해외 연구자를 자유롭게 초청할 수 있고 

국제 워크숍 및 세미나를 주최할 수 있습니다.  

의생명수학 그룹은 세 개의 연구 팀으로 구성되어 있

습니다.

•		Intracelluar dynamics 팀은 Multi-scale 시스템의 단

순화 방법 이론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여 효소 반응, 

항암 면역치료, 생체시계의 분자 기제를 밝히는 것

을 목표로 합니다.

•		Intercellular dynamics 팀은 다이내믹 네트워크 추

정 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세포들 

사이의 상호작용 네트워크를 규명하는 것을 목표

로 합니다.

•		Systemic dynamics team은 수면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스마트 워치와 같은 헬스 웨어러블 장치 기반 

디지털 치료법 (Digital Medicine)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응용수학의 국내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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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생명수학 그룹 연구 프로그램

•  의생명 수학 분야의 전 세계 석학들의 온라인 퍼블

릭 콜로퀴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생명 수학 그

룹 웹사이트 (https://www.ibs.re.kr/bimag/)에서 스

케쥴과 줌 링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강의는 

IBS 의생명수학 그룹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습

니다.  

•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정기 국제 워크샵 및 학부/

대학원생들을 위한 여름 및 겨울 학교가 열릴 예정

입니다. 구글 그룹스 (https://groups.google.com/

g/bimagibs) 에 가입하면 의생명수학 그룹의 다양

한 이벤트에 대한 뉴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단기 방문 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생명수학에 관심 있는  모든 연구자 분들을 환영

합니다. 

•  의생명수학 분야의 다양한 이론과 방법론을 배우

고 생명과학/의학 공동연구자들과 미해결 문제에 

도전할 선임 연구원과 박사후 연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국제 수준의 연봉 (>5000만원), 복지(의

료 보험, 여행 보험, 퇴직금)와 연구비를 제공하고 

있으며 의생명수학 그룹이 위치한 IBS 본원의 기숙

사 및 아파트, 어린이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제공

할 수 있도록 의생명수학 그룹은 지속적으로 노력

할 것입니다. 

•   IBS에서는 Young Scientists Fellowship (YSF) 제도를 

통해 역량 있는 젊은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연봉과 연구비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https://www.ibs.re.kr/ysf/). 특히 내

년부터 의생명수학 분야에서도 YSF가 시작됩니다. 

응용수학의 국내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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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배경

인공지능은 전 세계적 화두가 되었으며, 세계는 이미 

교육과 연구 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과 발맞추어 진

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과학기

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을 다양한 산업에 접목하여 기

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 인공지능 기반의 신규 제품·서

비스 창출을 통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공지능융

합연구센터를 지정하였으며, 충남대학교는 2020년 4월

에 대전-충남지역 거점센터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충남대 바이오AI융합연구센터는 지역의 특화산업인 바

이오 분야에 인공지능기술을 융합하여 지역 발전과 연

계된 바이오-인공지능 연구생태계를 구축하고, AI융합 

혁신인재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1년 3

월부터 충남대학교 바이오AI융합학과를 신설하여 석·박

사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구성원

본 연구센터는 컴퓨터공학과 김영국 교수가 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AI 전공 교수 7명, 바이오 전공 교수 13명

(약학 5명, 생물 4명, 축산학 2명, 원예학 2명)이 참여하

여 바이오 융합 트랙 중심의 교육혁신을 통해 산업체가 

원하는 맞춤형 AI 융합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40명의 석·박사과정 학생이 AI 및 바이오 분야 각각 1명

의 공동지도교수로부터 교육·연구를 지도받고 있다. 출

신 전공별로 AI 및 바이오 분야 기초 과목부터 심화 과목

까지 순차적으로 학습하여 융합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

록 지원하고 있다. 수학 관련 과목도 신설하여 교육하고 

있는데, 필자가 강의하는 AI를 위한 수학을 비롯하여 최

적화이론, 강화학습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모든 전

일제 대학원생에게 장학금 및 연구과제 인건비를 지원

하고 있다.

충남대학교 바이오AI융합연구센터 & 

온디바이스 AI SW 혁신인재교육연구단

임성수(교수, 충남대 컴퓨터공학과/

인공지능학과)

연구소/센터/학과 소개

바이오AI융합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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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센터는 바이오-인공지능 융합연구를 위해 AI-

Cure, AI-Animal, AI-Plant의 3개 트랙으로 운영되고 있

다. AI-Cure 트랙은 신약개발·유전체 기반 동반진단기

술 개발, AI-Animal 트랙은 가축정밀 표현체 플랫폼 개

발, AI-Plant 트랙은 Agro-Medical Food 제공 기술 개발

을 연구하고 있다. 특히, AI-Cure 트랙은 화합물-타겟-

질병연관 네트워크 분석, 질병-진단 네트워크 분석, 시

스템약리학 모델, 미생물 분석 및 유용 유전자 발굴이라

는 세부 주제를 연구하고 있다. 생물학적 시스템의 표현

을 위하여 노드 및 링크의 종류가 다양한 이종 그래프

(heterogeneous graph)에 대한 학습 알고리즘을 개발하

게 되는데 수학적 사고가 핵심적이다. 생물학적 매커니

즘 연구를 위한 미분방정식 표현 및 분석에서도 역시 수

학적 지식을 필요로 한다. 이처럼 어려워 보이는 주제이

지만 수학 관련 전공자가 도메인 지식을 학습하여 문제

를 표현하고 풀이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장이 열려있고,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명정보 데이터를 다루고 학

습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바이오 분야의 AI+X 연구를 수

행할 수 있다.

전망 및 취업

인공지능기술은 아직 화학적·생물학적 특성상 제약 

및 식품 개발 영역에서는 초기 단계이므로, 향후 바이오 

응용 분야에서의 AI융합인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

이다. 본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한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산업체에서 자사의 기술을 세계 수준으로 향

상시키기 위한 바이오AI융합인재를 우선적으로 영입할 

수 있게 하고,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영역의 역량을 교

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센터는 

신테카바이오 등 지역 기반의 유망 바이오 산업체, 한국

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유관기관과 공동 발전을 도모

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산학협력 워크숍을 개

최하는 등 본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한 최고 수준의 바이

오-인공지능 융합 산학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

력하고 있다.

충남대학교 바이오AI융합연구센터의 비전 및 목표

연구소/센터/학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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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배경

글로벌 인공지능 주도권을 선점하고 인공지능을 국

가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많은 국가들이 연구 클러스

터 조성을 포함한 차별화된 역량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의 AI 기술은 스마트기기에서 수집한 정보를 중앙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하여 분석하고 다시 기기에 보내

는 방식이 대부분이며, 동작시간이 오래 걸리고 프라이

버시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기기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연산하여 

빠른 작업이 가능하게 하는 온디바이스 AI 기술이 각광

받고 있다. 충남대학교 온디바이스 AI SW 혁신인재교육

연구단은 국내 산업 환경이 모바일 기기 및 솔루션에 강

점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융·복합형 연구인력 양성을 

목표로 설립되었고, 2020년 9월부터 4단계 BK21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다.

구성원

본 교육연구단은 컴퓨터공학과 김기일 교수가 단

장을 맡고 있으며, 컴퓨터공학과의 AI-ML(Machine 

Learning) 분야 3명, AI-ECI(Edge/Cloud/IoT) 분야 4명, 

AI-SE(Security) 분야 3명, AI-ME(Media) 분야 3명의 교

수진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52명의 석·박사과정 학생이 

BK21 사업의 지원을 받아서 참여하고 있다. 컴퓨터공학

과의 지난 5년 간 입학생의 전공을 분석한 결과, 비전공

자의 비율이 20% 초반에서 30% 후반까지 꾸준히 증가

하였다. 이는 소프트웨어 분야의 개방성과 유연성을 반

영한 결과로, 컴퓨터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발전 가능성

이 높은 경우에 선발의 기회를 넓히고 있다. 필자의 연

구실에도 수학 및 통계학 전공자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

으며, 본 교육연구단은 융·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더

욱 문호를 넓히고자 한다.

충남대학교 온디바이스AI SW 혁신인재교육연구단의 비전과 목표

연구소/센터/학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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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육연구단은 AI-ML, AI-ECI, AI-SE, AI-ME의 4개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각 분야마다 1~2명의 

우수 신임교원이 충원되어 인공지능 분야의 최신 연구

를 수행하여 AI 분야 최우수 학술대회에서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CVPR, ECCV, EMNLP, KDD 등. 온디바이

스 AI SW 개발을 위해 전력소모를 고려한 AI 경량화 알

고리즘, 엣지 AI 기술, 사물인터넷 AI 기술, 클라우드 AI 

기술, 보안 기술을 포함한 플랫폼이 요구되며, 요소기술 

확보 수준에 해당되는 국내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

해 연구를 수행 중이다. 이러한 연구는 단일 연구실에서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데이터과학을 전공하는 필자

의 경우 교육연구단 내의 엣지 AI 및 보안 연구실과 함께 

연합 학습 문제를 도전하고 있기도 하다. 온디바이스AI

의 경우 융·복합 연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융화되어 연

구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문 기업 연구진과의 공

동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함께 모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수학자들의 연구 방식이 AI SW 분야에서도 접목되고 있

으며, 실전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다면 많은 흥미가 있

을 것이다.

전망 및 취업

온디바이스 AI SW를 특성화한 국내 최초의 대학원으

로 표준교육모델을 제시하고 해당 분야 연구를 선도하

여 우수연구실적을 통한 글로벌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자 한다. 온디바이스 AI SW의 핵심 적용 분야로는 지능

형교통체계(ITS) 구축, 스마트 헬스케어 등이 있으며, 개

발자뿐만 아니라 SW 설계능력을 보유한 SW아키텍트급 

인재를 양성하여 기존산업과 융합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에 힘

쓰고 있다. 본 교육연구단은 최고 수준의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보유한 노타와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

고 공동 연구 및 교과목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산학협력 프로젝트 주제 발굴을 늘리고 취업 연계 인턴

십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산업체와 인적·물적 교류를 

넓힐 것이다.

연구소/센터/학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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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mal intermittent social distancing control strategy considering 
behavior changes: flattening COVID-19 epidemic curve in Korea

이름 및 소속 : 고영석(건국대학교 수학과)
지도교수 : 정은옥
연구내용 : 최적제어이론을 행동변화를 고려한 수리모델에 적용하여 최적의 거리두기 전략이 어떤 형태인지 분석하였습니다. Control이 bound 되어있고 목
표함수에는 선형적으로 들어가있지 않았음에도 주기적인 on-off 형태로 나올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최적제어 결과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임
의로 on-off 기간을 다양하게 설정하여 실험한 결과, 최적제어의 on-off 비율만 지켜질 경우라면 주기가 달라져도 유효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수상소감 : 좋은 환경에서 좋은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가르침을 주시는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연구에 매진하겠습니다.
심사평 : COVID의 실제적 문제의 수학적 모델링과 Analysis을 통해서 실제 적용가능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특히 Motivation과 Methodology의 설
명도 충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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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 COVID-19 has been spread worldwide since the first mass 
outbreak in China with more than 80000 cases

• WHO announced pandemic in 12th, March, the number of 
cases in the world now is more than 50 millions

• In Korea, dozens of cases in total had been reported as infected 
individuals from China entered Korea, but most of the cases 
were border screened 

• After disease permeated religion-related mass gathering event, 
the first mass outbreak with more than 8000 cases occurred 
from the middle of February to March

Coronavirus disease (COVID‐19) pandemic

Materials and Methods
Mathematical modeling of COVID‐19 epidemic in Korea

Optimal distancing control 

Suboptimal control strategy

Optimal control

• As quarantined individuals appear and susceptible 
individual witness it, susceptible individual (𝑆𝑆) becomes 
fear state (𝑆𝑆� ) and later autonomously become loosen (𝑆𝑆� )

• To reflect external factor (intervention), 
Fear and loosening rate (𝛽𝛽� , 𝜇𝜇) is changed as
 P1 (16th Feb - 19th Apr) : 𝜇𝜇 � � (no loosening)
 P2 (20th Apr - 20st May) : 𝛽𝛽� � � (no fear)
 P3 (21st May - 31st Jul)  : 𝛽𝛽�, 𝜇𝜇 � �

Contact: kys1992@konkuk.ac.kr 

• Default relative intervention cost (𝒘𝒘): 200
• Converged optimal control shows on-off shape
• Average on (off) duration :  233 (119) days
• Ratio of on-off as respect to intervention cost 

(𝑤𝑤) changes insensitively compare to 𝑤𝑤

1. Mathematical model considering behavior changes, with estimated parameters and consideration of 
the external factors, renders both of the first mass outbreak and the ongoing epidemic situation

2. Although the optimal control problem is not linear to control (polynomial), converged optimized 
solution shows stiff on-off shape

3. on-off ratio of optimal control dose not change as the relative intervention cost changes

4. Referring the optimal on-off ratio, suboptimal control strategy can be alternative and applicable 
intervention compare to optimal control

Suboptimal control strategy

Fear
(𝑆𝑆�)

Loosen
(𝑆𝑆�)

����

on (𝑤𝑤 � �) off on (𝑤𝑤 �1)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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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𝐸𝐸)

Infectious
(𝐼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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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Parameter estimation

Symbol Desctiption Value
𝛽𝛽 Transmission rate of COVID-19 1.9996
𝛽𝛽� Fear rate 36731.5857
𝜇𝜇 Loosening rate 2
𝛿𝛿� Transmissibility reduction rate (fear) 0.0608
𝛿𝛿� Transmissibility reduction rate (loosen) 0.1644
𝛼𝛼 Progression rate 0.2439
𝛼𝛼 Quarantine rate 0.25
𝑓𝑓 Recovery rate 0.04
𝑓𝑓 Fatal rate 0.024

• Distancing control, 𝑤𝑤�𝑡𝑡�, is applied into model and inhibits 𝑆𝑆� to become 𝑆𝑆�
• 𝑤𝑤�𝑡𝑡� is bounded, ��,��
• Objective functional, �𝐽𝐽�𝑤𝑤�, contains both of number of case and relative 

intervention cost as 𝐽𝐽 𝑤𝑤 � � 𝛼𝛼𝐼𝐼 � �
�𝑤𝑤𝑤𝑤��𝑡𝑡��𝑡𝑡

����
����

• The initial time (𝑡𝑡��� � �) of the optimal control simulation is identical to 1st of 
August, which is also final time of data-fitted simulation. Final time (𝑡𝑡���) is 2000

• Theorem 
Given optimal control 𝑤𝑤∗ 𝑡𝑡 and solutions 𝑆𝑆, 𝑆𝑆� , 𝑆𝑆� , 𝐸𝐸, 𝐼𝐼, 𝑄𝑄, 𝑅𝑅 of the 
corresponding state system, there exist adjoint variables 𝜆𝜆�, 𝜆𝜆��, 𝜆𝜆��, 𝜆𝜆�, 𝜆𝜆�, 𝜆𝜆�, 𝜆𝜆�
satisfying following equations;

𝑤𝑤∗ 𝑡𝑡 � ��� �������
�

• Suboptimal control strategy is periodic and has fixed 
on-off duration

• Control on: 𝑤𝑤�𝑡𝑡� � �, control off: 𝑤𝑤�𝑡𝑡� � �
• The on-off ratio of suboptimal control is same with 

on-off ratio of optimal control

• Model simulation, with fitted parameters and external factor, renders 
both of the first mass outbreak (in January) and ongoing situation 
(from May)

• At the end of simulation, reproductive number is nearby but larger 
than 1, most of the susceptible population are in loosen group

𝒘𝒘 Freq 
No.

Avg on 
duration

Avg off 
duration

on-off 
ratio Incidence

50 4 307 167 1:1.84 2552

100 4 312 163 1:1.92 3294

150 4 347 177 1:1.97 3995

200 4 233 119 1:1.97 4737

• Scaled colormap is objective functional value respect to duration of on and off, and shows that there is 
trade-off between number of COVID-19 cases and relative intervention cost

• The result shows that 1:2 ratio (red dashed line), which is rounded on-off ratio of optimal control, can be 
used in suboptimal control strategy

• When the ratio is fixed as 1:2, Objective functional value decreases as the period of control increases

• Selected two applicable suboptimal control strategies: 7-14 and 14-28 days of on-off

1. Kim, Soyoung, Yu Bin Seo, and Eunok Jung. "Prediction of COVID-19 transmission dynamics using a mathematical model considering behavior 
changes in Korea", Epidemiology and health, 2020.

2. Pontryagin, L.S., Boltyanskii, V.G., Gamkrelidze, R.V., Mishchenko, E.F., “The Mathematical Theory of Optimal Processes”, Wiley, New York, 1962.
3. Kissler, S.M. et al., “Social distancing strategies for curbing the COVID-19 epidemic”, medRxiv, Jan 2020.

• A patient in severe or fatal stage (approximately 10% of patients) needs intensive treatment facility and 
there are less than 200 beds for the intensive treatment in Korea

• Simulation without control shows approximately 1600 quarantined patients and therefore approximately 
160 are in sever or fatal stage, which is still less than the capacity limit

• However, this simple calculation should not be interpreted that intervention is unnecessary because our 
model focuses on the ongoing situation without considering the second wave

• As the second wave caused more than 170 patients in severe or fatal at peak, the simulation results 
emphasize the importance of intermittent intervention to prevent medical collapse as the 1:2 strategy 
guarantees maintaining quarantine number in controllable level

Importance of distancing control: flattening the curve
• COVID-19 spreads exclusively faster than any other existing 

coronavirus diseases, and there is no vaccine

• How to curb the epidemic to keep medical capacity in safe level 
become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in recent

• Many researchers have claimed that the intermittent on-off type of 
social distancing could flatten down epidemic curve and last long

• Our objects is finding optimized distancing control using optimal 
control theory

Conclu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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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s of models to analyze each type of repression in a 
negative feedback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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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epartment of Mathematical Sciences, KAIST

ABSTRACT

MODELING RESULTS

A negative feedback loop (NFL) interacting among activator proteins, repressor proteins, and genes can 
generate sustained oscillations. In NFL, we distinguish three types of repression: (1) sequestration, in which 
repressor protein binds to activator protein and sequesters it not to activate gene (2) blocking, in which 
repressor protein binds to activator protein binding with gene and inhibits activator-dependent transcription (3) 
displacement, in which repressor protein displaces activator protein from gene. To describe these repression 
mechanisms, we develop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ODE) models based on mass action kinetics. 
Interestingly, by comparing each of models reduced by a quasi-steady-state approximation (QSSA), we show 
that their characteristics of transcriptional activity (i.e. ultrasensitivity) are totally different depending on 
repression types they describe. Furthermore, we argue that this approach may be extended to more complex 
biological systems regulated by N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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ሶ𝑬𝑬𝑨𝑨 = 𝒌𝒌𝒇𝒇𝑨𝑨𝑬𝑬𝑭𝑭 − 𝒌𝒌𝒃𝒃𝑨𝑨𝑬𝑬𝑨𝑨 − 𝒌𝒌𝒇𝒇(𝑹𝑹 − 𝑷𝑷𝑨𝑨 − 𝑬𝑬𝑹𝑹)𝑬𝑬𝑨𝑨 + 𝒌𝒌𝒃𝒃𝑷𝑷𝑬𝑬𝑹𝑹 + 𝑬𝑬𝑹𝑹 ≈ 𝟎𝟎
ሶ𝑬𝑬𝑹𝑹 = 𝒌𝒌𝒇𝒇𝑷𝑷𝑨𝑨𝑬𝑬𝑭𝑭 − 𝒌𝒌𝒃𝒃𝑷𝑷𝑨𝑨𝑬𝑬𝑹𝑹 + 𝒌𝒌𝒇𝒇(𝑹𝑹 − 𝑷𝑷𝑨𝑨 − 𝑬𝑬𝑹𝑹)𝑬𝑬𝑨𝑨 − 𝒌𝒌𝒃𝒃𝑷𝑷𝑬𝑬𝑹𝑹 − 𝑬𝑬𝑹𝑹 ≈ 𝟎𝟎
ሶ𝑬𝑬𝑭𝑭 = −𝒌𝒌𝒇𝒇𝑨𝑨𝑬𝑬𝑭𝑭 + 𝒌𝒌𝒃𝒃𝑨𝑨𝑬𝑬𝑨𝑨 − 𝒌𝒌𝒇𝒇𝑷𝑷𝑨𝑨𝑬𝑬𝑭𝑭 + 𝒌𝒌𝒃𝒃𝑷𝑷𝑨𝑨𝑬𝑬𝑹𝑹 ≈ 𝟎𝟎

Slow variables

Fast variables

Gene << Protein

ሶ𝑴𝑴 = 𝑬𝑬𝑨𝑨(𝑹𝑹)/𝑬𝑬𝑻𝑻 −𝑴𝑴
ሶ𝑷𝑷𝑪𝑪 = 𝑴𝑴− 𝑷𝑷𝑪𝑪
ሶ𝑹𝑹 = 𝑷𝑷𝑪𝑪 − 𝑹𝑹

Reduced by tQSSA

𝑬𝑬𝑨𝑨(𝑹𝑹)
𝑬𝑬𝑻𝑻

=
𝑨𝑨 𝑹𝑹 + 𝑲𝑲𝑷𝑷

𝑲𝑲𝑷𝑷 + 𝑲𝑲𝑷𝑷𝑨𝑨
𝑷𝑷𝑨𝑨(𝑹𝑹)

𝑨𝑨 𝑹𝑹 + 𝑲𝑲𝑨𝑨 +
𝑲𝑲𝒅𝒅 + 𝑲𝑲𝑨𝑨
𝑲𝑲𝑷𝑷 + 𝑲𝑲𝑷𝑷𝑨𝑨

𝑷𝑷𝑨𝑨 𝑹𝑹 + 𝑲𝑲𝑷𝑷
𝑲𝑲𝑷𝑷 + 𝑲𝑲𝑷𝑷𝑨𝑨

𝑹𝑹 − 𝑷𝑷𝑨𝑨 𝑹𝑹
𝑲𝑲𝒅𝒅

(𝑨𝑨 𝑹𝑹 + 𝑲𝑲𝒅𝒅𝑲𝑲𝑷𝑷𝑨𝑨
𝑲𝑲𝑷𝑷

+ 𝑷𝑷𝑨𝑨(𝑹𝑹))

𝑷𝑷𝑨𝑨(𝑹𝑹) =
𝑨𝑨𝑻𝑻 + 𝑹𝑹 + 𝑲𝑲𝒅𝒅 − 𝑨𝑨𝑻𝑻 − 𝑹𝑹 − 𝑲𝑲𝒅𝒅 𝟐𝟐 + 𝟒𝟒𝑨𝑨𝑻𝑻𝑲𝑲𝒅𝒅

𝟐𝟐

𝑨𝑨 (𝑹𝑹) = 𝑨𝑨𝑻𝑻 − 𝑹𝑹 − 𝑲𝑲𝒅𝒅 + 𝑨𝑨𝑻𝑻 − 𝑹𝑹 − 𝑲𝑲𝒅𝒅 𝟐𝟐 + 𝟒𝟒𝑨𝑨𝑻𝑻𝑲𝑲𝒅𝒅
𝟐𝟐

COMPARISON OF REDUCED MODELS

𝑬𝑬𝑨𝑨(𝑹𝑹)
𝑬𝑬𝑻𝑻

=
𝑨𝑨 𝑹𝑹 + 𝑲𝑲𝑷𝑷

𝑲𝑲𝑷𝑷 + 𝑲𝑲𝑷𝑷𝑨𝑨
𝑷𝑷𝑨𝑨(𝑹𝑹)

𝑨𝑨 𝑹𝑹 +𝑲𝑲𝑨𝑨 +
𝑲𝑲𝒅𝒅 + 𝑲𝑲𝑨𝑨
𝑲𝑲𝑷𝑷 + 𝑲𝑲𝑷𝑷𝑨𝑨

𝑷𝑷𝑨𝑨 𝑹𝑹 + 𝑲𝑲𝑷𝑷
𝑲𝑲𝑷𝑷 + 𝑲𝑲𝑷𝑷𝑨𝑨

𝑹𝑹 − 𝑷𝑷𝑨𝑨 𝑹𝑹
𝑲𝑲𝒅𝒅

(𝑨𝑨 𝑹𝑹 +𝑲𝑲𝒅𝒅𝑲𝑲𝑷𝑷𝑨𝑨
𝑲𝑲𝑷𝑷

+ 𝑷𝑷𝑨𝑨(𝑹𝑹))

Sequestration vs blocking vs displacement model

𝑬𝑬𝑨𝑨(𝑹𝑹)
𝑬𝑬𝑻𝑻

= 𝑨𝑨 𝑹𝑹
𝑨𝑨 𝑹𝑹 + 𝑲𝑲𝑨𝑨 +

𝑲𝑲𝒅𝒅
𝑲𝑲𝑷𝑷

𝑷𝑷𝑨𝑨 𝑹𝑹

Sequestration vs displacement 
model

𝑬𝑬𝑨𝑨(𝑹𝑹)
𝑬𝑬𝑻𝑻

= 𝑨𝑨 𝑹𝑹
𝑨𝑨 𝑹𝑹 + 𝑲𝑲𝑨𝑨 +

𝑲𝑲𝑨𝑨
𝑲𝑲𝑷𝑷𝑨𝑨

𝑷𝑷𝑨𝑨 𝑹𝑹

Sequestration vs blocking 
model

𝑬𝑬𝑨𝑨(𝑹𝑹)
𝑬𝑬𝑻𝑻

= 𝑨𝑨 𝑹𝑹
𝑨𝑨 𝑹𝑹 + 𝑷𝑷𝑨𝑨 𝑹𝑹

Sequestration model

Remove displacement Remove blocking

Remove displacementRemove blocking

𝑨𝑨𝑻𝑻 = 𝑷𝑷𝑨𝑨 + 𝑨𝑨 + 𝑬𝑬𝑨𝑨 + 𝑬𝑬𝑹𝑹

𝑬𝑬𝑻𝑻 = 𝑬𝑬𝑨𝑨 + 𝑬𝑬𝑹𝑹 + 𝑬𝑬𝑭𝑭

ㅌ이름 및 소속 : 정의민(KAIST 수리과학과)
지도교수 : 김재경
연구내용 : QSSA를 활용한 음성피드백에 의해 조절되는 oscillatory 시스템의 repression 유형 비교 분석
수상소감 : 오랫동안 다루던 모델에 대한 연구로 상을 받아서 뜻 깊었습니다. 아직 진행중인 연구인데, 열심히 하여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켜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심사평 : repression 메카니즘에 대한 ODE 모델을 제안하고, 관련 특성비교에 초점을 둔 연구로, 특히 연구방법론에 대한 설명이 우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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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iori and A Posteriori Error Estimation for an Expanded 
Staggered DG Method

이름 및 소속 : 이상희(연세대학교 수학계산학부)
연구내용 : Staggered DG method에 expanded method 를 결합하여 일반적인 다각형 메쉬 위에서의 elliptic problem을 풀고, a priori/ a posteriori error를 
계산하였다. 특히 anisotropic coefficient를 갖는 문제나 일반적인 다각형 메쉬의 가느다란 요소(slim elements)로 인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수상소감 : 연구 내용에 흥미를 갖고 하루하루 발전할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주신 박은재 교수님과 김도현 박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
히 하라고 주신 상으로 알고 응용수학 전반에 기여할 수 있는 학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사평 : 타원 편미분 방정식의 효율적인 수치적 해를 구하기 위한 두 에러근사법을 도입했으며 실제 Numerical experiments에서 최적 수렴성을 입증하
였다. 편미분방정식의 수치적인 해의 정확성과 안정성을 분석하는 중요한 결과로서 앞으로의 관련연구로 좋은 결과들을 도출해낼것으로 사료된다.

A Priori and A Posteriori Error Estimation
for an Expanded Staggered DG Method
Sanghee Lee
School of Mathematics and Computing (Computational Science and Engineering), Yonsei University, Seoul
flqhs7962@yonsei.ac.kr

INTRODUCTION
Consider the elliptic problem with homogeneous

Dirichlet boundary condition:

−div(K∇u) = f in Ω,

u = 0 on ∂Ω,
(1)

where a permeability field K is piecewise constant
and symmetric positive definite.
The usual solving strategy is to set p := −K∇u.
In groundwater hydrology, however, K may tend to
zero due to the low permeability. Then, the recip-
rocal of K is unusable.

To resolve this problem, we introduce an auxil-
iary variable θ:
Define θ := −∇u and p := Kθ.

Find (θ, p, u) ∈ [L2(Ω)]2 × [L2(Ω)]2 × H1
0 (Ω) such

that

(Kθ, w) − (p, w) = 0, ∀w ∈ [L2(Ω)]2,

(θ, q) + (∇u, q) = 0, ∀q ∈ [L2(Ω)]2,

−(p, ∇v)Th
= (f, v), ∀v ∈ H1

0 (Ω).

SDG METHOD
Staggered m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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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 spaces:

Wh = [Pk(Th)]2,

Qh = {q ∈ [Pk(Th)]2 : �q · n� = 0 on Fdl},

Vh = {v ∈ Pk(Th) : �v� = 0 on Fpr}.

DISCRETE FORMULATION
Find (θh, ph, uh) ∈ Wh × Qh × Vh such that

(Kθh, w) − (ph, w) = 0, ∀w ∈ Wh,

(θh, q) − b∗
h(uh, q) = 0, ∀q ∈ Qh,

bh(ph, v) = (f, v), ∀v ∈ Vh,

(2)

where the bilinear forms are

bh(q, v) = −(q, ∇v)Th
+ 〈q · n, �v�〉Fdl

,

b∗
h(v, q) = (v, ∇ · q)Th

− 〈v, �n · q�〉F0
pr

.

ERROR ESTIMATIONS

Theorem 1 (A priori error estimates) There exists a constant C > 0 s.t.

‖u − uh‖0 ≤ Chk+1, ‖K1/2(θ − θh)‖0 + ‖K−1/2(p − ph)‖0 ≤ Chk+1.

Error estimator

The error estimator η : η2 =
∑

τ∈Th
η2

τ where, for each τ ∈ Th

η2
τ = h2

τ ‖f − div(Kθh)‖2
0,τ + h2

τ ‖f − div(ph)‖2
0,τ + h2

τ ‖curl(Kθh − ph)‖2
0,τ + h2

τ ‖curlθh‖2
0,τ

+
∑

e∈∂τ

he‖ �Kθh − ph� ‖2
0,e +

∑
e∈∂τ

he‖ �θh · t� ‖2
0,e +

∑
e∈F0

pr∩∂τ

he‖ �ph · n� ‖2
0,e.

Theorem 2 (A posteriori error estimates) There exists a constant C > 0 independent of mesh size h s.t.

(Reliability) ‖p − ph‖0 ≤ Cη,

(Efficiency) ητ ≤ C


‖θ − θh‖wτ + ‖p − ph‖0,wτ +

∑
τ∈wτ

h2
τ ‖f − fh‖2

τ

)1/2

 .

NUMERICAL RESULTS
1. Smooth solution with strong anisotropy on K:

Ω = (0, 1)2, K = ( 1 0
0 ε ), ε = 10−6, u(x, y) = e−x

√
ε s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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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ingular solution:

Ω = (−1, 1)2, u(r, θ) = rα(Ri sin(αθ) + Si cos(αθ), K =

- Rectangular m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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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ygonal m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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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S
• In the error analysis, we proved

- A priori error estimate ensures the optimal convergence rate,

- A reliable and efficient error estimator η is proposed.

• In the numerical experiments,
- The solution with strong anisotropy achieved the optimal convergence,
- Adaptive mesh refinement with η successfully captured singularity,
- The method worked well on the polygonal mesh which is in between

fitted and unfitted mesh.

0

0

Coefficients

R
1
=0.44721360

S
1
=1

R
2
=-0.74535599

S
2
=2.33333333

R
3
=-0.94411759

S
3
=0.55555556

R
4
=-2.40170264

S
4
=-0.48148148

12

3 4

F
pr

F
dl

(joint with Dohyun Kim and Eun-Jae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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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edance Spectroscopy-Based Parameter Identification of 
Lithium-Ion Batteries For Degradation Analysis

연세대학교 김성연

이름 및 소속 : 김성연(연세대학교 수학계산학부 석사 졸업/현 SK 이노베이션)
지도교수 : 최정일
연구내용 : 본 연구에서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전기화학 임피던스 분광법 (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 EIS)을 기반한 등가회로모델을 세우
고 파라미터 식별법으로 배터리의 열화 패턴을 분석하고자 한다. EIS를 이용한 배터리의 열화 상태를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 12개의 등가회로모델을 세
우고 각 모델의 파라미터를 Levenberg-Marquardt 알고리즘을 통해 최적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Akaike Information Criterion을 이용해 12개의 등가회로모
델 중 본 연구에 사용된 EIS 데이터를 피팅하기 가장 적절한 회로 모델을 제시하였다. 최종적으로, 이에 해당되는 회로 모델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Gaussian 
process regressor로 배터리의 잔여 유효 수명(remaining useful life; RUL)과 건강 상태(state of health; SOH)를 추정했다. 위에서 제시한 파라미터 식별법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제안된 방법이 리튬이온 배터리 열화 패턴의 물리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하고 SOH와 RUL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음을 보였다.
수상소감 : 배터리를 주제로 좋은 연구를 할 수 있게 곁에서 든든한 버티목이 되어주신 최정일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가 연구를 마무리하기까지 꼼
꼼한 피드백과 많은 도움을 주신 김성윤 선배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평 : 현재 연구가 활발히 되고있는 분야로, 우수한 발표와 질적으로 우수성이 뛰어난 내용의 연구로, 앞으로의 발전이 기대가 됩니다. 

𝑪𝑪 = 𝑸𝑸
𝟏𝟏
𝒏𝒏 × 𝑹𝑹𝒄𝒄𝒄𝒄

𝟏𝟏−𝒏𝒏
𝒏𝒏

Methods
• For accurate battery aging analysis, it is crucial to set 

proper circuit model for EIS fitting.
• Then we can discuss and predict internal state of the 

batteries.
• Our methodology of the study is summarized in the 

following graphic : 

Results
• We propose 12 ECMs to fit Cavendish open-source data. We optimize EIS curves for all cells, and utilize the 

parameters for capacity prediction of the batteries.

References
1. Zhang, Yunwei, et al. "Identifying degradation patterns of lithium ion batteries from impedance spectroscopy using machine learning." Nature communications 11.1 (2020): 1-6.

2. Hirschorn, Bryan, et al. "Determination of effective capacitance and film thickness from constant-phase-element parameters." Electrochimica acta 55.21 (2010): 6218-6227.

⚫ Gaussian process regression(GPR)
• Gaussian process regression is a nonparametric, 

Bayesian approach to regression. 

Conclusion
• There is a clear degradation tendency for ECM parameters as the lithium-ion battery ages.

• Through ECM parameters, we are not only able to interpret inner state of batteries simply, but also utilize them 

as the input of GPR to predict capacity accurately, which represents state of health of the battery.

Capacity prediction of LIBs.

• Using optimized parameters, we 
predict 05,06,07,08 cells cycled at 
25℃, shown in figure A.

• Compared to figure B(results from 
previous research), we recognize 
that setting the ECM parameters as 
input for GPR predicts accurate 
capacity estimation.

⚫ Levenberg-Marquardt (LM) algorithm

• Levenberg-Marquardt (LM) algorithm is used to solve 

non-linear least squares optimization problems.

⚫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AIC)

•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estimates the quality of 

the statistical model for given data.

• It considers both the goodness-of-fit and the number 

of parameters in the model.

C
ap

ac
ity

Cycle

Capacity of 25C05 cell

Battery degradation and 
ECM parameter trends

Best ECM for fitting data

EIS data of LIB

• Open-source data from Cavendish laboratory , University of Cambridge

• Battery model : Eunicell LR2032 Li-ion coin cells (LCO/graphite)

• Frequency : [0.02 Hz~20 kHz]

• Temperature:  25℃, 35℃, 45℃

• Based on AIC, we choose the best ECM to fit EIS data.

• Through the optimization, we can find out 
that the trends of optimized ECM parameters 
show the degradation of the LIBs.

⚫ 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 (EIS)
• 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 (EIS) is the 

electrochemical technique to measure impedance at 
a wide range of frequency domain.

• EIS is widely used at analyzing internal state of LIBs.

 
  

  
   

     

               
             
                

                       
                  

                  
               

                            
                   

                 
         

   

⚫ Equivalent circuit model (ECM)

• When we analyze the EIS data, equivalent circuit 

model (ECM) is typically utilized to gain physical 

information of LIBs, as each component reflects the 

specific physical state of the batteries. 

Multi-Physics Modeling & Computation Lab.
School of Mathematics and Computing 
mpmc.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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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edance spectroscopy-based parameter 
identification of lithium-ion batteries
for degradation analysis
School of Mathematics and Computing (Computational Science and Engineering)
Sungyeon Kim, Seongyoon Kim and Jung-Il Choi

Objective
• To analyze accurate degradation pattern of 

lithium-ion batteries(LIBs), we aim to identify 
equivalent circuit model(ECM) parameters from 
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EIS) 
data of the batt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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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E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CVPR2021)
o  June 19-25, 2021

o  Virtual conference

o  http://cvpr2021.thecvf.com/

SIAM Annual Meeting (AN21)
o  July 19-23, 2021

o  Virtual conference

o  https://www.siam.org/conferences/cm/

conference/an21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chine 
Learning (ICML2021)
o  July 18-24, 2021

o  Virtual conference

o  https://icml.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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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0년 11월 12일(목) ~ 15일(일)
▶ 장소 : 서귀포 KAL호텔

▶ Plenary Speakers
 o  Cho, Hyung Hee (Yonsei University)
 o  Ki, Moran (National Cancer Center Graduate                        
     School of Cancer Science and Policy) 
 o  Park, Eun-Jae (Yonsei University)

▶ 2020년 KSIAM-금곡 학술상
 o  연세대학교 박은재 교수

▶ 2020년 KSIAM 젊은 연구자상
 o  고려대학교 최용호 교수

▶ KSIAM 포스터 우수상
 o  고영석(건국대학교) 
     Optimal intermittent social distancing control strategy           
     considering behavior changes: flattening COVID-19 
     epidemic curve in Korea
 o  김성연(연세대학교) 
     Impedance Spectroscopy-Based Parameter 
     Identification of Lithium-Ion Batteries For Degradation 
     Analysis
 o  이상희(연세대학교) 
     A Priori and A Posteriori Error Estimation for an 
     Expanded Staggered DG Method
 o  정의민(KAIST) 
     Comparisons of models to analyze each type of 
     repression in a negative feedback system

2020  K S I AM  Annua l  Mee t i n g

수학산책

<거짓말>

           김성재1

몸 안의 타인에게 나를 맡겼던 순간

들숨날숨마다 가슴엔 멍이더라

한순간 지고 웃으면 모두 제자리인걸

1.　미시시피 주립대학

<초승달>

                       동시조/김성재

배 아파도 까까는 마다 않던 내 동생

서산에 걸린 달을 벌써 한입 먹었네

토끼가 방아를 찌면 이빨 엄청 아프겠네

KSIAM-금곡 학술상 수상 KSIAM 젊은 연구자상 수상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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