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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덥던 여름이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청명하여진 하늘을 접하면서 시간의 흐름은 참으로 빠르다는 것을 다시 

일깨우게 되는 요즘, 나날이 발전을 더하여 나가는 KSIAM 소식지의 서두에 인사드립니다. 요즘 안팎으로 많

이 접하게 되는 4차 산업 혁명의 화두를 듣게 되면서 다시 한 번 KSIAM 의 존재와 역할이 중요함을 함께 깨닫

게 됩니다.

4차 산업 혁명을 대표하는 중요한 주제어들, 인공지능, 학습, 빅 데이터, 자율주행/비행 등을 얘기하면서 빠질 

수 없는 것은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등입니다. 그리고 그 중 많은 부분은 결국 산업응용수학자/

공학자들이 담당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의무이자 책임으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진정으로 그러한 중

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영향에서인지 KSIAM 은 지난 몇 년 간 양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

여 왔습니다. 또한 국내 내부에서는 산업수학센터의 개소 등 정부로부터의 대규모 연구 투자 등의 유치가 있

었습니다. 국외적으로도 ICIAM의 유치 노력, CJK-SIAM 간의 협력 증대 등 자랑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왔습니

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바탕을 가지고서 미래를 향한 좋은 계획을 세우고 꾸준한 진전으로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SIAM은 수학과 공학이라는 넓은 영역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은 이후 KSIAM 

발전의 터를 넓힐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단점도 될 수도 있으리라고 예상됩니다. 그

래서 KSIAM 의 발전 방향의 설정과 꾸준한 전진은 더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노력의 연장선 상

에 KSIAM 소식지의 역할도 한 숟가락을 더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KSIAM 소식지의 발전과 꾸준한 

발간을 기원하며, 더 가까운 미래에 대한민국의 산업응용수학의 위상이 한층 업그레이드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제 20년을 넘기고 있는 KSIAM은 한국의 4차 산업 혁명의 주춧돌이 되고 또 그를 수행하는 미래 세대의 연

구자들을 더 많이 교류하고 배출되는 커뮤니티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말을 마칩니다.

한국산업응용수학회 부회장 신상준

KSIAM 소식지에 인사드리며

KSIAM 부회장 신상준

(교수,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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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과거와 같이 문제 풀이식 수학이 아니라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 나가는 수학을 접할 수 있도록 수학적 사고를 대중화하

고 수학을 산업에 직접 응용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2018년 10월 2일 오후 3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실에서 임철호 원

장을 만나 지난 한국산업응용수학회와 현재 항공우주연구원에서의 이

야기를 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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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

임철호 원장 (전 KSIAM 회장)

대담: 이관중 (교수,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Q. 본인 소개와 항우연 원장님이 되시기까지 주요 경력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서울대학교와 프랑스 국립항공우주대학교에서 항공우주공학 학사와 석사 학위를 거쳤고, 프랑스 뚤루즈 제3대학교에

서 공학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986년부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시스템공학연구소(KIST/SERI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Systems Engineering Research Institute]) 소속으로 본격적으로 정보통신 분야 연구원 생활을 시작한 뒤, 

1994년 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겨 항공우주분야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중형기개발그룹과 항공사업부를 이끌었으며, 그 후 과학기술부의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

사업”으로 수직이착륙과 자율비행, 고속비행이 가능한 무인기 개발 사업인 스마트무인기기술개발사업단 단장을 맡았습

니다. 또한 위성정보연구소장, 부원장 등을 거치며 다목적실용위성 정보 활용, 나로호 개발사업 등 우주 분야에 대한 임무

를 4년간 수행하였습니다.  한국항공우주학회 및 한국산업응용수학회 회장, IAC (International Astronautical Congress) 및 

IFAR(International Forum for Aviation Research) 한국 대표 등 국내외 학술 분야와, 국토교통부 ‘항공기사고조사위원회’ 및 

과학기술부 ‘한·중과학기술협력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였습니다.

Q. 항우연에 오랫동안 근무하시면서 하신 일과 기억에 남는 일을 소개해 주십시오.

A. 30년 넘게 연구원 생활을 하면서 가장 의미 있게 기억하는 일은 2002년부터 수직이착륙과 자율비행, 고속 비행이 가능

한 스마트무인기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일입니다. 많은 기술적 어려움 속에서도 고흥 항공센터에서 초도비행에 

성공하던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중의 하나입니다.

  스마트무인기는 무인기의 양력을 발생시키는 로터를 수직·수평 방향으로 움직여 헬리콥터처럼 수직이착륙과 호버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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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면서도, 고정익 항공기처럼 높은 고도에서 고속 비행이 가능한 틸트로터 무인기입니다. 틸트로터 기술은 당시 세

계에서 미국만이 확보한 첨단 유인기  항공 기술로, 무인기로서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틸트로터 기술을 개발

하였으며, 스마트무인기는 현재 민간에 기술이 이전되어서 상용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Q. 그간의 다양한 경력이 원장직 수행에 어떤 도움이 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무엇보다도 30년 이상 출연연구소에서 근무한 것이 연구원 경영과 원장 임무 수행에 큰 경험이자 자산이라고 생각합

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항공우주 과학기술 개발로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특히 항공우주 

분야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 분야로써, 국가 주도의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동시에 국제 항공우

주산업 생태계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항공우주 기술개발을 통한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 대학의 학문 연구와 산업 경쟁력을 선도하는 종

합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으로서 앞으로 연구원이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고, 연

구몰입 환경을 조성해 연구원이 세계적인 항공우주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려고 합니다. 동시

에 개발된 기술을 국내 산업으로 확산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

다. 이런 측면에서, 항공우주 분야의 오랜 연구개발 경력은 기관장 직무 수행의 기본적인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한국항공

우주학회나 한국응용수학회 등의 회장, IAC 및 IFAR와 같은 국제 학술연구 단체의 한국대표 등 다양한 학술 활동 경력도 

세계적인 연구개발 흐름을 파악하고,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발휘해 원활하게 원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항우연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주요 연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항공우주분야 밖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연구원

에 대한 자랑도 부탁드립니다.

A.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항공우주 과학기술 영역의 새로운 탐구, 기술선도, 개발 및 보급을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

전과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를 목적으로 1989년 10월 10일 에 설립된 국가 출연 항공우주 전문연구기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항공기, 인공위성, 발사체의 종합 시스템 및 연구개발, 국가 항공우주 정책 수립 지원, 시

험평가 시설 공동 활용 및 성과확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업적으로는 항공분야에서는 소형항공기 및 무인항공기 등을 개발하여 반디호, 스마트무인기, 고고도무인기 

등이 있습니다. 우주분야에서는 인공위성은 아리랑 및 천리안위성 시리즈 등을 개발하였으며, 발사체로는 나로호 발사

를 2012년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주요 연구개발 사업으로는 항공분야에 무인이동체 및 재난안전무인기, 개인용항공기 등의 연구개

발사업이 있으며, 우주분야에는 다목적실용위성 6, 7호 및 정지궤도복합위성 2A 및 2B, 한국형발사체인 누리호, 달 탐사 

등의 연구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30년이 안된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세계 수준의 항공우주기술

을 연구개발해 왔고, 국가 경쟁력 제고와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KSIAM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

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Q. 연구원의 최고 경영자로서 구성원들에게 특별히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으신지요? 향후 1∼2년내에서 연구원 차원에

서 해결해야하는 주요 과업은 무엇인지요?

A. 올해는 대한민국 항공우주 역사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중요한 임무가 우리 구성원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은 우선 올 10월 말 1단형의 시험발사체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1단형 시험발사체 비행시험은 순수 국

내 기술로 독자 개발한 75톤급 기본형 엔진의 성능을 비행 시험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으로, 2021년 시험발사

예정인 75톤급 4개로 구성된 1단과 75톤급 1개인 2단, 그리고 7톤급 3단으로 구성된 3단형 한국형발사체 개발로 한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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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성 분야에서는 올해 말과 내년에 우리나라 기상관측, 환경 및 해양관측 임무를 담당할 천리안위성 2A호와 2B가 발사

될 예정입니다. 산업체에 기술 이전을 통해 개발한 차세대중형위성도 내년 발사를 앞두고 있으며, 2020년에는 달 궤도선

을 발사할 계획이고, 미국이 주도하는 달 궤도우주정거장 사업에도 참여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안전과 재난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발전을 선도할 무인항공기와 앞으로 3차원 교통체계를 만들어 나갈 개

인용 항공기 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공우주 강국 진입을 위해 국내의 역량을 결집하고 선도적인 장기 목표를 감당

할 수 있는 조직과 개개인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2019년도 30주년 창립기념일에 맞추어 부단히 다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

다.

  

Q. 산업응용수학회 회장을 지내셨는데, 재임 기간 중에 중점을 두셨던 사안과 학회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2004년도에 학회 창립할 때 가까이 계시던 KAIST 수리과학과 곽도영교수님과 한상근교수님이 저를 권유하여 같이 창

립이사회에 참여 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얼결에 2011년도에 학회 회장이 되어서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 학회 회원님

들과 이사회 이사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특히 현회장이신 정은옥교수님과 신임회장이신 김종암교수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재임기간 중에 실제로 응용수학 분야가 산업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여러 토론과 협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학술논문의 질적인 발전과 SIAM 등 해외 학술단체와의 국제 협력에 노력하였습니다만 큰 업적은 내지 못하였던 것 같습

니다. 그 후로 능력이 많으신 회장님과 이사님들의 노력으로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실제로 산업에 응용

될 수 있는 다양한 응용수학이론과 시뮬레이션이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타 등의 기술을 밑바탕으로 더욱 발전하고, 해외 유

수 산업응용수학회와 밀접하고 내실이 있는 국제협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Q.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앞으로 올 시대에 수학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원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

습니다.

A.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빅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의 중요성은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되고 있고, 이 수 많은 데이터들을 인

공지능기술로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발하여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거나, 그동안 풀기 어려웠던 산업이나 사회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학은 근본적으로 변화를 예측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이므로, 빅 데이

터의 확장과 인공지능이 발달할수록 수학의 역할은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수학은 미래 세계를 준비하는 중요한 자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도 아리랑위성으로 얻은 수많은 세계 각국의 영상데이타가 있습니다. 이들을 인공지능기법을 이용하여 

수요자가 요구하는 몇 년간의 데이타를 정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앞으로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과거와 같이 문제 풀이식 수학이 아니라 문제 해결 방법을 찾

아 나가는 수학을 접할 수 있도록 수학적 사고를 대중화하고 수학을 산업에 직접 응용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수학계는 물론 과학기술 분야 전반에서 활약하고 계신 한국산업응용수학회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하면서, 

우리나라 수학과 과학기술 발전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한국산업응용수학회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18년은 수리생물학(mathematical 

biology) 또는 생물 수학(biomathematics) 

분야의 뜻 깊은 한 해라고 할 수 있다. 최

근 생명과학 분야에서 급속하게 

증가하는 수학의 중요성과 성공

적인 응용사례들을 기념하고 수

학자들과 생명과학 분야 연구자

들 사이의 융합연구를 더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에서 유럽수

학회(European Mathematical Society)와 유럽수리및이론생

물학회(European Society for Mathematical and Theoretical 

Biology) 공동으로 2018년을 수리생물학의 해(The Year of 

Mathematical Biology)로 정하였다.  한편, 2018년 미국에서

는 수리생물학 분야에 대해서 미국과학재단-사이먼스(NSF-

Simons) 연구센터 4개를 조지아공대(Southeast Center for 

Mathematical Biology), 하버드대(Center for Mathematical 

and Statistical Analysis of Biology), 노스웨스턴대(Center for 

Quantitative Biology), 캘리포니아대 어바인캠퍼스(Center 

for Multiscale Cell Fate Research)에 설립하기로 결정하였고, 

향후 5년간 각 센터마다 매년 200만달러(약 22억원)를 지원

할 예정이어서 수학과 생명과학 분야의 융합 연구의 확대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수리 생물학 또는 생물수학 분야에서는 수학적인 방법들을 

이용하여 다양한 생물학적인 현상들을 모델링하고 정성적, 

정량적 분석과 계산 및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것이 주요 연

구 목표가 된다. 연구 대상으로 하는 생물적인 현상에 따라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들은 다양하지만, 큰 관점에서 보

면 결정론적 모델링(deterministic modeling)과 확률론적 모

델링(stochastic modeling)으로 나눌 수 있다. 결정론적 모델

링은 주로 큰 규모의 생물학 시스템을 다룰 때 쓰이는데, 시

간에 따른 생물학적 개체들의 동태가 연구의 주요 초점인 경

우는 상미분방정식 모델을 이용하며, 시간뿐만 아니라 확산

(diffusion) 등으로 인한 공간적인 요소 등을 모델에 반영해야 

할 경우 편미분방정식 모델을 이용한다. 한편, 확률론적 모

델링은 주어진 생물학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무

작위적인(random) 현상들이 시스템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경

우에 주로 이용하며, 확률 과정(stochastic process) 또는 확률 

미분방정식(stochastic differential equation) 등을 이용하여 

모델링한다.

  이러한 수학과 생명과학 분야의 만남은 오래전부터 많은 

분야에서 다양하게  시도되어져 왔으며, 최근 들어 두 학

문 사이의 융합연구가 더 활성화되고 있다. 피식자-포식자

(prey-predator) 관계에 대한 고전적인 Lotka-Volterra 방정

식으로 대표되는 수학적인 모델들과 방법들이 이용되어져 

왔던 생태학(ecology)과 인구생물학(population biology),  

최근 암세포 및 종양세포에 대한 수리 모델링과 계산이 활

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세포생물학(cell biology), 패턴 형성

(pattern formation) 등에 대한 모델링과 수리적 분석 및 계

산시뮬레이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발생생물학

생물수학 분과

이창형 (교수, UNIST 수리과학과)

학술 분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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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al biology), 확률적인 접근과 계산 방법이 중

요하게 이용되는 분자생물학(molecular biology),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는 개체들로 구성된 생물학적 시스템에 대한 적

절한 수리 모델링과 계산이 필요한 시스템생물학(systems 

biology) 등의 분야에서 수학의 역할은 더 중요해 지고 있으

며, 신경세포(뉴런) 활동전위(action potential)의 발화와 전

달에 대한 호지킨-헉슬리(Hodgkin-Huxley) 모델이 개발된 

이후 신경과학(neuroscience)에서도 수학적 방법들을 이용

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전염병학(epidemiology) 분

야에서는 다양한 전염병들의 확산 추이를 예측하고 효과적

인 통제 방법을 알아내기 위한 수리 모델 개발과 수학적인 

분석 및 계산 방법들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생물정보학

(bioinformatics) 분야에서는 복잡한 유전체 서열과 유전체 

정보 분석을 위한 다양한 수리통계적인 방법들이 응용되고 

있다.

 수리생물학 분야의 대표적인 저널들로는 생명과학 분

야에 적용되는 응용수학적인 성격이 강한 Journal  of 

Mathematical Biology(유럽수리이론생물학회 공식저널)

와 Bulletin of Mathematical Biology(수리생물학회 공식저

널)가 있고, 이론생물학과 수리생물학 전반에 걸친 수준 

높은 연구결과들이 실리는 Journal of Theoretical Biology

가 있다. 이 밖에 생물학 분야에 수학의 이용을 강조하

는 Mathematical Biosciences, Mathematical Medicine and 

Biology, Mathematical Biosciences and Engineering 등의 저

널들도 있다. 이러한 수리생물학 관련 전문 저널들 뿐만 아

니라, 생명과학 각 분야별 전문저널들과 종합지들에서도 수

리생물학자들의 논문 출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

다.  

 전술한 수학의 생명과학 관련 분야에의 응용은 20세기 초중

반부터 진행되어 왔는데, 최근 미국을 비롯한 유럽국가 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등의 아시아 국가에서도 많은 

연구자들이 관련 분야에 연구를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활

발한 연구의 구심점으로서, 1973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수리

생물학회(Society for Mathematical Biology, SMB)가 설립되

었고, 1991년에는 유럽수리이론생물학회(European Society 

for Mathematical and Theoretical Biology, ESMTB)가 설립되

어 졌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1989년에 일본수리생물학협회

(Japanese Association for Mathematical Biology)가 창설되

어졌고 2003년부터 일본수리생물학회(Japanese Society for 

Mathematical Biology, JSMB)로 개명하여 일본내 수학 분야

와 생명과학 분야 연구자들의 융합연구를 도모하고, SMB 등 

해외 관련 학회들과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수리생물학 발전

에 일조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한국수리생물학회(KSMB)와 

한국산업응용수학회(KSIAM)를 중심으로 수리 생물학 분야

에 활발한 연구 교류가 진행되고 있다. 2005년에 창설된 한

국수리생물학회는 매년 6월에  수학, 생물학, 의학, 통계 분

야의 연구자들이 참석하는 연례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

며, 격년으로 중국, 일본, 인도의 수리생물학 연구자들과 함

께 국제수리생물학회를 공동개최하여 국제적인 교류를 도

모하고 있다. 또한, 한국산업응용수학회에서는 생물수학 분

과를 중심으로 매년 1~2개 이상의 수리생물학 관련 특별 세

션이 개설되고 있는데, 특히 최근 젊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참여자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현재 국내 수학분야에서 수리 생물학 관련 연구를 하는 박

사급 연구자들은 30~40명 정도이며, 전염병 확산 모델링과 

계산, 암세포와 종양세포 전이 모델, 심장을 비롯한 인체 생

리학과 관련된 모델링, 생체내 다양한 현상들의 네트워크 

모델링, 생물학 시스템과 관련된 반응-확산 현상 등에 대한 

PDE 모델링, 다양한 생태 수리 모델링, 유전체 분석을 위한 

생물정보학 등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국내 대학에서 수리생물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유망한 젊은 연구자들이 계속 배출되고 있어서 향후 국내 수

리생물학계의 발전과 저변 확대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이러한 국내 젊은 연구자들의 증가와 더불어, 최

근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빅데이터와 딥

러닝 등을 이용한 의학, 생태학, 인구생물학, 전염병 확산 분

야, 생물정보학 등의 분야에서 융합연구가 더 활발히 진행될 

것이리라 예상된다. 특히, 데이터 수집 및 처리 과정에 대한 

방법들의 발전과 함께 생명과학 분야에서의 더 정교한 모델

들이 요구되어 질 것이며, 이에 따라 수리 과학의 역할이 더 

중요하게 될 것이고 수리생물학자들의 연구 내용도 더 풍성

해 질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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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응용수학회 2018년 저널 논문상을 지멘스

(주)의 장재성 박사와 공동으로 수상하였습니다. 2년 전 

KSIAM 저널에 <Mathematics in Industry>라는 special 

section이 만들어졌고, 그 때 제가 첫 번째 산업수학 논문

을 쓰게 되면서 많은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어떤 구성과 

내용으로 채워야 의미가 있는 산업수학 논문이 될 수 있

을지 고민을 참 많이 하였고, 저의 수학자로서 산업체 경

험을 최대한 살려서 당시 박사과정 중에 있던 장재성 연

구원과 함께 논문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논문이 이렇게 

수상의 영광으로 돌아오게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기쁘

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02년 FIFA 한일 월드컵이 한창일 때입니다. 가족도, 

수학과 대학원 선후배도 아닌 공학자 동료들과 함께 한 

중소기업 연구실에서 축구경기를 시청했었습니다. 당시

에 저는 대학원 연구실에서 해석학 이론을 이해하면서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는 것은 뒤로하고, PC

에 연결된 CCD 카메라와 모터를 제어하며 실제 획득한 

영상을 처리하는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

니다. 학부와 석사 그리고 박사과정까지 ‘수학’을 전공한 

산업체 전문연구요원은 거의 찾아볼 수 없던 때였는데, 

그 때에 저는 수학전공자인 산업체 전문연구요원으로서 

실제적인 영상처리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메디슨

(주)(現삼성메디슨(주))에서 초음파 의료영상에 관한 연

구를 수행하면서 산업 현장에서 수학자로서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영상의 원리

를 깊이 이해하고 실제적인 필요에 따라 연구할 수 있도

록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진단용 초음파 영상은 1~15MHz 범위의 고주파의 음파

를 사용하여 인체  내부를 영상화함으로 진단에 필요한 

해부학적 정보와 기능적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 시장규

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약 62.3억 달

러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1,2]. 초음

파 영상 관련 기업들은 한정된 시장 내에서 점유율을 더

욱 높이기 위해 경쟁적인 영상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

다. 예를 들면, 수십~수백μm 정도의 특징들을 구분할 수 

있는 높은 해상도의 실시간 3차원 초음파 영상 기술과 같

은 것입니다. 현재의 3차원 초음파 영상 기술은 심장학

(cardiology)에서 심근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관찰한다던

지 산부인과(obstetrics and gynecology)에서 태아와 태

아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양수를 구분하는 데에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해상도가 충분히 좋지 못하기 때문에 세밀

한 병변을 진단하기 위한 방사선학(radiology)에서는 잘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3차원 초음파 영상의 해상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로

의료 초음파 영상에서의 산업수학

안치영 (선임연구원, 국가수리과학연구소)

2018 KSIAM 저널 논문상 수상자 칼럼

수상자 칼럼

       KSIAM NEWSLETTER       07



는, 3차원 초음파 영상을 사전에 획득한 CT나 MRI와 같은 

영상들과 융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융합된 3차원 영상

은 초음파 영상만으로는 구분이 잘 되지 않던 해부학적 

정보를 얻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초음파 영

상의 화질 개선, 3차원 컬러 도플러 영상, 컴퓨터 자동 검

출(computer-aided detection, CADe), 컴퓨터 자동 진단

(computer-aided diagnosis, CADx)은 각 기업들이 초음파 

영상의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연구하고 있는 기술들이며, 

탄성 영상(elastography), 혈류의 와류 유동 영상(vortex 

flow imaging)과 같은 고급 기능 영상은 초음파 영상 산

업을 한 단계 더 높여 줄 도전적인 기술들입니다. 이러한 

초음파 영상 기술을 발전시키고 혁신시키는 일에 수학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은 이미 초음파 영상 및 의료진단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초음파 영상의 대표적인 회색도(gray-

level) 영상과 컬러 도플러 영상이 형성되는 과정만 보더

라도 초음파 빔을 집속하기 위한 음속을 고려한 시간지

연 계산, 신호처리 또는 필터설계를 위한 푸리에변환, 평

균 주파수 추정을 위한 자기 상관도 계수 계산, 선형 스캔 

변환을 위한 보간법 등의 여러 과정에서 수학이 사용되

었습니다. (그림 1)

   초음파 영상의 형성뿐만 아니라 초음파 영상에서 기능

적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도 수학이 사용됩니다. 일반

적으로 회색도 영상에서 의료진단에 필요한 기능적 정보

를 얻기 위해 수동 측정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는 노

동집약적이고 시간소모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동화된 영

역분할 및 움직임 추적 알고리즘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자동 측정 방법은 편미분방정식, 수치해석, 통계에 관한 

수학이 필요하며, 음장(acoustic field)과 초음파 영상에서

의 고유한 특성인 스페클(speckle)을 이해하기 위해 다양

한 수학적 모델링 및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3-6].

   또한 수학은 위에서 언급한 탄성 영상 및 와류 유동 영

상의 경우에도 필수적입니다. 탄성 영상은 간이나 유방

과 같은 연조직의 강성(stiffness)을 나타내는 영상모드이

며[7], 초음파 영상에서 측정된 변위로부터 탄성계수를 

역으로 풀어서 계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탄성방정식을 

이용합니다.

여기서,      는 변위벡터,        는        의 전치행렬,     는 

연조직의 밀도,     는 shear modulus이고,     는 Lam     상

수를 의미합니다.

   와류 유동 영상은 심실 내 혈류의 와동을 정량화하고 

진단에 필요한 임상 지표를 제공하기 위한 영상모드입니

다[8,9]. 와류는 유동의 속도장에 curl 연산()을 취하여 얻

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속도장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며, 속도장은 다음과 같은 Navier-Stokes 방정식을 

풀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는 심박주기 내 시간에 따라 변하는 심실 내

부의 영역,    는 혈류속도,    는 혈류 밀도 그리고     는 혈

류의 점성을 의미합니다.

   결국 연조직의 변위와 혈류의 유동은 탄성 및 유체방정

식을 사용하는 물리 기반의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 이해

해야만, 초음파 영상으로부터 얻은 측정 데이터를 이해

하고, 부분적인 측정데이터로부터 전체적인 현상을 구성

하고,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정보를 정량화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실제로 진단에 활용되어야하기 때문에 

정확한 모델링과 정확한 계산을 요구 하는 어려운 문제

이며, 수학자들이 해결하고 기여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

다.

< 그림 1. 초음파 영상 원리 >

수상자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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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에도 국내 초음파 영상 산업을 이끌고 있는 삼

성메디슨(주)과 알피니언메디칼시스템(주)의 장비들

에 탑재된 여러 기능들은 어떤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는

지 이번 2018년 KSIAM 저널 논문상을 수상한 2016년 제

20권 제3호에 게재된 논문 “Industrial Mathematics in 

Ultrasound Imaging”에서 도표로 제시하여 설명하였으며 

어떤 수학이 관련되어 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습

니다[10]. 

   지금은 수학을 바라보는 산업계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

었습니다. 특히 2016년 3월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 이

후 여러 산업에서 수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

으며, 수학계 역시 산업수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산업

체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실제로 산업

체의 문제해결에 수학이 기여한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으며, 초음파 영상 산업에서도 영상기술의 발전과 혁

신을 위해 수학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초음파 영상에

서의 수학의 중요성과 가치가 여러 과학자와 공학자들과 

공유되고 더 많은 수학자들이 초음파 기술 혁신에 중요

한 역할을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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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을 다니며 처음으로 학회에서 연구 발표를 한 곳

이 KSIAM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설렘과 떨림으로 발표 

준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첫 발표에서 많은 교수님들

과 연구자분들께서 질문하시고, 격려해주신 것을 바탕으

로 연구하여 신진연구자 우수논문상이라는 소중하고 의

미 있는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큰 상과 발표

의 기회를 주신 KSIAM 학회 및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항상 열정과 사랑으로 이끌어주시는 

지도교수님이신 김준석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연구가 완성되어 논문으로 발표되기까지 함께 연구한 공

동연구자 분들, 항상 곁에서 응원하고 격려해주셨던 가

족, 동료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주 연구 분야는 3차원 곡면 위에서 편미분방정식

의 수치적인 연구입니다. 3차원 곡면 위에서 편미분방정

식을 푸는 것에 대한 응용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림1 

참조). 

  

생물 분야에서는 동물의 피부 패턴 형성에 대한 연구, 지

구과학 분야에서는 해류 및 기류에 관한 연구, 이미지 분

석 분야에서는 이미지 추출 및 복원에 관한 연구, 의학 분

야에서는 심장내의 전기 생리학적 연구 등을 들 수 있습

니다. 이렇듯 어떠한 표면 위에서의 편미분방정식 풀이

는 다양한 응용 가능성을 가진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

됩니다. 저는 이 중에 동물의 피부 패턴 형성에 대한 연구

와 지구라는 표면 위에서의 해류 및 기류에 관한 연구를 

앞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림2 참조).

  KSIAM 신진연구자 우수 논문상을 수상하게 된 본 연

구 [7] 는 다양한 3차원 표면 위에서 보존 알렌-칸(Allen-

Cahn) 방정식의 수치적인 연구입니다.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알렌-칸 방정식은 Samuel Allen과 John 

Cahn이 처음 소개한 방정식으로, 간단한 역사를 살펴보

면, John Cahn과 그의 대학원생 제자인 Samuel Allen이 

유한차분법을 이용한 3차원 곡면 위에서
보존 알렌-칸 방정식의 수치적인 풀이

최용호

(박사후 연구원, 고려대학교 BK21플러스 수리과학사업단)

2018 KSIAM 신진연구자 우수논문상 수상자 칼럼

그림1 곡면 위에서 편미분방정식 풀이의 응용

그림2 대류현상 연구 [1] 및 동물의 피부 패턴 연구 [2]

수상자 칼럼

10       KSIAM NEWSLETTER



1975년에 철합금(Iron alloys)에서의 상변화를 연구하다가 

만든 방정식으로 1979년에 논문 [3] 을 통해 소개가 되었

습니다. 물리적인 현상에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알렌-칸 

방정식은 물과 얼음 사이의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

다. 즉, 질량이 보존하지 않는 방정식이며 서로 다른 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특징을 갖는 알렌-칸 방정식의 질량을 보존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보존 알렌-칸 방

정식의 대표적인 연구로는 Jacob Rubinstein과 Peter 

Sternberg가 1992년에 시간에만 영향을 받는 Lagrange 

multiplier를 적용하여 식을 구성 [4] 하였고, 그 이후 Elie 

Bretin과 Morgan Brassel이 2011년에 시간과 공간에 모두 

영향을 받는 Lagrange multiplier를 적용하여 식을 소개 

[5] 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Bretin과 Brassel이 제안한 

식을 이용하였습니다.

  수치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계산 영역은 narrow band 

domain과 closest points method를 사용하여 구성하였습

니다. 

Narrow band domain은 그림3의 왼쪽 그림과 같이 토끼 

모양의 3차원 표면이 있다고 할 때, 그 단면(그림3의 오

른쪽 그림)을 보시면 라는 표면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

고, 이 표면에서 수직한 방향으로 ,  만큼의 영역을 계산 

영역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이 때, 경계 조건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게 되며, 이를 

closest point method [6] 를 통해 업데이트 해줍니다. 이 

방법은 그림4에서처럼 경계의 한 점으로부터 표면 와 수

직하게 만나는 점을 closest points로 정의를 하고, 이 점

에서의 계산한 값을 다시 경계로 업데이트 해주는 방식

으로 즉, quasi-Neumann 경계 조건이라고 생각하셔도 됩

니다.

  

 보존 알렌-칸 방정식을 이렇게 구성한 계산 영역에서 연

산자 분할 계산 방법 (operator splitting method)을 사용

하여 수치적으로 계산합니다. 연산자 분할 계산 방법을 

사용할 경우 정확해를 계산 할 수 있는 항에 대해서 빠르

고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기에 효율적입니다.

  수치적인 결과를 소개하기에 앞서 구현한 수치 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면 위에서 두 개의 구면캡 

(spherical caps)의 시간에 따른 캡의 반지름 변화를 정확

해로 계산한 것과 수치적으로 계산한 것을 비교하였습니

다 (그림5 참조).

 구면 위에 크기가 다른 구면캡이 세 개 있을 경우 그림6

과 같이 가장 작은 캡부터 사라지며 상대적으로 크기가 

더 큰 캡으로 합쳐지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3 Narrow band domain

그림4 Closest points method

그림5 구면캡의 시간에 따른 반지름 변화

수상자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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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에도 다양한 3차원 표면 위에서 보존 알렌-칸 방정

식을 수치적으로 계산한 결과는 다음 그림7과 같습니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현재는 물고기 및 성장하는 얼룩말

의 피부 패턴 형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동시

에 지구라는 3차면 표면 위에서의 대류현상을 연구하기 

위해서 구면 위에서의 유체 방정식 풀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여 KSIAM 학회

에서 다양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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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다양한 3차원 표면 위에서 
보존 알렌-칸 방정식의 수치적인 계산 결과

그림6 크기가 다른 세 개의 구면캡

수상자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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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슈퍼컴퓨팅본부
계산과학플랫폼센터

이종숙 (센터장, 계산과학플랫폼센터)

연구 센터 소개

[계산과학공학 플랫폼 사업 활동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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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배경

 세계적으로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기술 수명주기 단축으로 산업계에서 최신 학문의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우수한 이공

계 인력 배출 요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대응하여 기존의 이론 혹은 고가의 실험에 한

정된 방법이 아닌 컴퓨팅 혹은 데이터 활용 기법들을 활용한 연구·교육이 국가 경쟁력으로 부상하였다. 한국과학기술정

보연구원(이하 KISTI) 국가슈퍼컴퓨팅본부의 계산과학플랫폼센터는(센터장 이종숙) 이공계 교육ㆍ연구용 계산과학공학 

시뮬레이션 플랫폼 개발 및 커뮤니티 서비스 제공을 통해 학생의 최신기술 적응력 제고, 재교육 비용 절감, 나아가 계산

과학 SW의 국산화 기반 마련에 힘쓰고 있다. 현재 25명의 연구원들로 구성된 KISTI 계산과학플랫폼센터는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의 지원 하에 2011년 7월부터 지금까지 첨단 사이언스·교육 허브 개발 사업(이하 EDISON 사업)과 그 역사를 함

께 해 오면서 다양한 계산과학공학 전문 연구 분야들과의 협동연구를 통해 계산과학플랫폼 핵심 엔진, 포털, 응용 가시

화 서비스 기술들을 개발하고 각종 커뮤니티 육성에 힘쓰고 있다.

 

  수행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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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18)로 8년차를 맞이한 EDISON (EDucation-research Integration through Simulation On the Net) 사업의 핵심 지향

점은 기초과학과 컴퓨팅기술을 융합한 이공계 교육·연구용 계산과학공학 플랫폼 개발 및 계산과학공학 SW의 국산화 

기반 마련을 통한 발전기반 제시하고, 이공계 대학(원)생의 최신 과학기술 적응력 제고를 통한 계산과학공학 우수인재 

양성에 기여하는 것이다. 국가 주도의 계산과학공학 육성의 중요성이 강조된 가운데 2012년 4월에 당시 교육과학기술

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KISTI는 중앙센터로 지정 받아 현재 4차 산업혁명 인재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전문분야들을 늘려가며 현재는 대학 컨소시엄 중심의 7개 전문센터들(전산열유체, 나노물리, 계산화학, 구조동역

학, 전산설계, 전산의학, 도시환경)과의 협동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향후 EDISON 사업의 양적·질적 확대와 신기술 접목

을 통해 고도화된 플랫폼 SW와 서비스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주요 연구개발

계산과학공학 분야 연구자 및 대학(원)생들은 

EDISON 개방형 개발 플랫폼(Open Science 

Platform, OSP) 기반의 웹 포털(= 서비스 플

랫폼)에 접속해 계산과학공학의 기본 및 응용

원리를 실시간 및 시각적으로 연구·학습할 수 

있는 첨단 융합 환경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웹에서 계산과학공학 SW의 등록에서부터 해

당 분야 연구·학습·가상실험실습을 언제 어디

서나 별다른 SW의 설치 없이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러한 플랫폼은 크게 계산 

중심과 데이터 중심으로 구분된다.

   계산 중심 개발 플랫폼

최근 완성된 EDISON 플랫폼 3.0은 첨

단 IT 기술을 활용하여 교육·연구 목적

의 다양한 사이언스 교육허브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패키지로

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전후처리기 

등의 SW 개발자, 콘텐츠 제공자와 사

용자간의 생태계 구축이 가능하다. 여

기에는 해석 SW 정보들을 관리하는 

사이언스 앱스토어(Science Appstore) 

기술, 계산과학 워크벤치(Scientif ic 

Workbench) 및 워크플로우(Scientific 

Workflow) 실행 기술, 대규모 이기종 계

산자원(슈퍼컴퓨터, 클라우드 등)을 활

용한 시뮬레이션 구동/관리(Simulation 

Management) 기술 및 웹 기반 포털 서비스 등의 다양한 기술들로 개발된 컴포넌트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컴포넌트들

은 다년 간 개발자들의 SW 등록 활동과 사용자들의 수업 및 경진대회 활용을 통한 검증 및 버전 관리되고 있다.  

[EDISON 사업 발전방향]

[EDISON 계산 중심 플랫폼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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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중심 개발 플랫폼

한편, 최근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EDISON 

데이터 플랫폼은 기존 계산 중심의 패러다임

을 넘어 최근 빅트렌드가 되고 있는 데이터 중

심의 연구를 위한 컴포넌트들을 포함한다. 즉, 

EDISON 사이언스 앱스토어로부터 혹은 외부 연

구 성과물로부터 저장소에 탑재된 데이터들을 

목적에 맞게 전처리하는 과정에서부터 데이터

의 각종 정보들을 관리하고 가시화, 머신러닝 등

의 방법론이 적용된 분석 환경, 마지막으로 연구 

커뮤니티에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각종 요소기술들을 포함(아래 그림의 ①, ②, ③ 

부분 참조)한다. 현재 계산화학 계산 데이터들에

서부터 촉발된 소재 연구에 본 데이터 플랫폼을 적용하여 데이터의 전처리에서부터 임의 분자구조의 생성에너지를 높

은 정확도로 머신러닝 추론하고 그 결과들을 공유하는 과정을 검증하여 Proof-of-Concept를 수행하였다.

  OSP 기반 서비스 플랫폼

다년 간 사업을 통해 교육용에서 시작하였지만 최신 연구 트렌드가 반영되고 우수한 알고리즘이 구현되면서 연구용

으로 활용할 수 있는 SW들을 교육용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발굴해왔다. 우수한 계산과학공학 SW들과 플랫폼 요소 기

술들을 결합하여 특화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통해 커뮤니티 응용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3개의 전문 연구용 특

화 서비스 플랫폼들(소재 데이터 분석 및 예측 Materials, 날개 유동해석 KFLOW, 가스터빈 블레이드 진동 및 공력해석 

eTURB)을 각 분야 응용연구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개발하였다. 본 연구환경들은 웹기반이라는 특수성에 부합되는 작업 

위주로 기능들이 구현되어 특별한 SW 설치 없이 언제 어디서나 특정 가벼운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 사용자들(예를 

들어, 파라미터 스터디 연구자 혹은 실험 연구자 등)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EDISON 플랫폼 기반 교육용 서비스 플랫폼 웹기반 연구용 서비스 플랫폼

www.edison.re.kr

소재설계 계산 데이터 
특화 SW 연구환경 개발 

날개 공기역학
특화 SW 연구환경 개발

가스터빈 블레이드
특화 SW 연구환경 개발

[EDISON 데이터 중심 플랫폼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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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SON 서비스 플랫폼에 탑재된 계산과학공학 SW 예시]

  주요 성과

계산과학플랫폼센터에서는 2011년부터 현재(2018.09)까지 웹기반 EDISON 플랫폼 SW 개발 및 오픈소스 배포, 교육용 이

공계 시뮬레이션 SW 549종, 콘텐츠 760종을 서비스 플랫폼에 탑재하고, 국내·외 58개 대학, 1,711개 교과목에서 58,538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분야 SW 이름 핵심 설명

전산열유체 3차원 정상/비정상 압축성 Euler 범용
해석 SW (3D_Comp)

3차원 범용 Compressible Navier-Stokes
방정식 기반 해석 

나노물리 Tight-Binding 기반 밴드 구조 계산 SW Nanowire에서 최신 Tight-binding 밴드 구조
예측법 적용 Shrodinger 방정식 기반 해석  

계산화학 3차원 단백질 구조 예측 SW (Galaxy) 이미 밝혀진 아미노산 구조를 주형
(template)으로 고정밀 단백질 구조 예측

구조동역학 Co-rotational shell dynamic analysis
(CR3d_dyn)

대변위 소변형 빔 구조물에 대한 최신
동적 유한요소 해석 

전산설계 공학적 설계 SW (EdisonDesigner) OpenCASCADE 커널 기반 범용 설계 툴

전산의학 전기생리 시뮬레이션 (PKsimIV) 약물 투여량 및 약학적 입력 파라미터 스터디를 
통해 약물 혈중농도의 시간변화 시뮬레이션

도시환경 환경 Data 회귀분석 (Regression Analysis) 환경 빅데이터의 회귀분석을 위한 툴

  수상 이력

’ 1 3 년  I D C  H P C  I n n o v a t i o n 
Excellence Award

’14년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 우수성과 50

’16년 인터넷에코어워드 
사회공헌 혁신대상

’17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향후 활동들

계산과학플랫폼센터에서는 현재 EDISON 플랫폼을 계산과 데이터 기반 연구의 융합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플랫폼

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며, 플랫폼에 기반 한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들(특히, EDISON SW 활용 경진대회)을 통해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이공계 분야의 교육․연구에 더 실용적이고 독창적인 결과 창출 및 인재 양성에 기여할 예정이다.



2018 봄 학회 포스터 우수상
건국대학교 이준호

Synergetic effect of bortezomib on oncolytic virus: signaling pathways 

이름 : 이준호 (건국대학교 수학과 박사과정)
지도교수 : 김양진
연구내용 : 뇌종양 성장을 막기 위한 bortezomib-항암바이러스 치료에서 apoptosis 및 ER stress를 통한 항암치료시너지 효과에 관한 연구
수상소감 : 김양진 교수님과 더불어 도움을 주시는 주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좋은 연구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평 : 임상 활용의 가능성을 위한 수준높은 첫걸음을 만든것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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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ergetic effect of bortezomib on oncolytic virus:  
signaling pathways 

1. Materials 

In we consider. et al, Clinic
al can 

x: Uninfected caner cells 
y: Infected cancer cells 
n: Dead cancer cells 
v: Density of virus particles 
B: Concentration of bortezomib 

dx
dt
= ∇⋅ (D∇x)+λx(1− x

x0
)−βxv−β1xIapop,

dy
dt
= ∇⋅ (D∇y)+βxv−δy−β2yINecrop,

dn
dt
= ∇⋅ (D∇n)+δy+β2yINecrop −μn,

dv
dt
= ∇⋅ (Dv∇v)+ bδy(1+α1B)−γv,

dB
dt

= ∇⋅ (DB∇B)+ IB − (μ1x +μ2y)
B

kB +B
−μBB

2. Multi-scale hybrid approach 

dS
dt

= λB
B

1+α[oHSV ]
+

σ1σ
2
9

σ 9
2 +σ 4F

2 − S,

dF
dt

=σ 7 +
σ 2σ10

2

σ10
2 +σ 5S

2 −ω1F,

dA
dt

=σ 8 +
σ 3σ11

2

σ11
2 +σ 6F

2 −ω2A,

dR
dt

=σ12 +σ13[oHSV ]F −ω3R

(A) Conceptual model of regulation of suppressor-NFκB -Bcl-2-Bax          
system in GBM anti-apoptosis, apoptosis, necroptosis from. (B) Cartoon 
model: Levels of IκB, proteasome-NFκB -Bcl-2 complex , BAX, and RIP1 
were represented by ‘S’, ‘F’, ‘A’, and ‘R’, respectively. 

-Core control system 

Apoptosis is a process of programmed cell death that occurs in               
multicellular organism. Biochemical events lead to characteristic cell        
changes and death. And necroptosis is programmed form of necrosis, or  
inflammatory cell death. Conventionally, necrosis is associated with         
unprogrammed cell death resulting from cellular damage or infiltration of  
pathogens, in contrast to orderly, programmed cell death apoptosis. 

3. Simulation Results 

5. References 

Junho Lee  
Konkuk University  
juneho2222@gmail.com 

[1] Yangjin Kima, Ji Young Yoo, Tae Jin Lee, Joseph Liue, Jianhua Yu, Michael A Caligiuri, Balveen
 Kaurc, and Avner Friedmana, Complex Role of NK cells in regulation of OV-Bortezomib therapy, 
PNAS, in revision (2017) 
[2] Yangjin Kim, Hyejin Jeon, and Hans Othmer, The role of the tumor microenvironment in gliobla
stoma: A mathematical model, IEEE Trans Biomed Eng (IF 2.347), 64(3):519-527, March 2017. 
[3] Yoo J, et al. (2014) Bortezomib-induced unfolded protein response increases oncolytic hsv-1 re
plication resulting in synergistic antitumor effects. Clin Cancer Res 20(14):3787–3798.  
[4] Yoo J, et al. (2016) Bortezomib treatment sensitizes oncolytic hsv-1 treated tumors to nk cell im
munotherapy. Clin Cancer Res pii: clincanres.:1003.2016. 

Tumor growth is a complex evolutionary process driven by dynamic        
feedback between a heterogeneous cell population and selection press
ures from the tumormicroenvironment (TME) [2]. Glioblastoma is also    
characterized by tumor cells that hijack immune system cells in a deadly
symbiotic relationship [1]. In this paper we consider bortezomib-induced 
ER stress, appotosis and synergetic cell killing in oncolytic viral therapy. 
Using a multi-scale PDE model, we first develop an ODE model for the  
IkB-proteasome- NFkB -Bcl-2- BAX intracellular signaling network in      
response to various levels of bortezomib in the absence and presence  
of oHSV. This will determine the cell fate of glioma cell, i.e., anti-apoptos
is, apoptosis, and necroptosis from the IkB-proteasome- NFkB -Bcl-2-   
BAX core control system. In a series of experiments by Yoo et al (2014, 
2016, Clinical cancer research [3,4]), experimentalists found that the     
combination therapy (bortezomib+oHSV) can significantly reduce the     
tumor size. Therefore, we study the detailed dynamics of the core          
control system and overal dynamics of the combination therapy so that 
we can better control the aggressive tumor, glioblastoma. We consider   
the densities of uninfected tumor cells, infected tumor cells, necrotic       
tumor cells, and oncolytic viruses (oHSV), and concentration of              
diffusible bortezomib and intracellular molecules (NFkB, IkB, BAX, and 
RIP2). We first compare our simulation results with experimental data   
and test several hypotheses on anti-cancer strategies.  

S: IkB level 
F: Activity of NFkB and –Bcl-2 
A: BAX level 
R: Rip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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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BS (B) Bortezomib 

(C) oHSV (D) Bortezomib+oHSV 

Characterization of anti-apoptosis, apoptosis, and necroptosis from a    
NFκB-BAX-RIP core control system. (A) is PBS (B=0, β=0, β1=0, β2=0, 
and without δy term in equation). (B) is Bortezomib only (β=0 and   δ=0),
 (C) is oHSV (Oncolytic herpes simplex virus-1) only (B=0, β1=0 and     
β2=0) and (D) is Bortezomib+oHSV cases. 
 
PBS : Anti-Apoptosis 
Bortezomib : Apoptosis 
oHSV : Virus Killing  
Bortezomib+oHSV : Necroptosis  

Simulation results of total cell population (= x+y+n) in the presence of NK
cell-IFNα,β dynamics from the ODE model for PBS, Bortezomib only,      
oHSV only, and Bortezomib + oHSV cases. This is in good agreement     
with experimental results by Yoo et al (Cancer research, 2014 [3]) below. 
The synergy effect of bortezomib and OV therapy is evident in the        
simulation and experiments. We can now develop anti-cancer strategies 
based on the intracellular signaling network and chemodru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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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ed with experimental  
results 

Pathways of apoptosis in the absence of oHSV and necroptosis pathway
in the presence of oHSV. 

4. Discussion 

For a multi-scale model, we are developing a simple ODE model for the     
IκB-proteasome- NFκB -Bcl-2-Bax-RIP intracellular signaling in response   
to bortezomib (B). We refer to the interactions represented by edges in     
Figure B as the core IκB -NFκB –BAX-RIP control system. See Figure in   
Supplementary File for the proposed role of proteasome and others in  the 
regulation of NFκB -BAS signaling in response to high and low bortezomib 
levels. By convention, the kinetic interpretation of arrows and                     
hammerheads in the network represents induction (arrow) and inhibition    
(hammerhead).  

Cellular apoptosis is a typical anti-cancer target of a significant number  
of chemotherapeutic drugs, such as doxorubicin, cisplatin and        
bortezomib. However, patients often develop a resistance to these        
apoptosis pathways, leading to low clinical outcomes. While apoptotic    
cell death induces an immunologically silent death, necrotic cells cause  
the release of cytokines, resulting in a robust inflammatory response and
long term immune response. Interestingly, necroptotic cell death is in the
downstream pathway of virus replication and does not affect oHSV        
replication in vitro but the associated inflammation can also induce a     
mechanism for pathogen clearance. The combination treatment in vitro  
and in vivo can induce secretion of several cytokines, such as IL1a whic
h may lead to a significant and long-term anti-tumor immune response.  
Bortezomib may also sensitize tumor cells to NK cell- and TRAIL-        
mediated killing using death receptors, such as DR5. NK cells as an        
innate lymphocyte may  kill uninfected and virally infected tumor cells in  
the absence of a specific antigen. So, NK cell combination treatment     
may be important [1]. We plan to explore the possible drug treatment     
options based on intracellular signaling network, in particular mutually    
exclusive apoptosis pathway and necroptosis pathways. A PDE model   
will allow us to investigate the more detailed spatial dynamics of the       
given OV-mediated killing through viral infection and spread as well as    
infiltrating macrophages within the T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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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al results [3] for PBS, Bortezomib only, oHSV only, and        
Bortezomib+oHSV cases. 

A regulatory network involving OV therapy (gray circle) and drug (black 
square) in bortezomib-OV therapy. Arrows mean induction and              
activation. Hammerheads mean inhibition. 

Interaction between NK cells and tumor cells 

With Ji Young Yoo,3, Balveen Kaur,3, Yang Jin Kim,1,2 

1 Department of Mathematics, Konkuk University, Seoul 05029, Korea 
2 Department of Mathematics, Ohio State University, Columbus, OH 43210, USA 
3 Department of Neurosurgery, University of Texas Health Science Center at Houston, TX 77030,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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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nstruction of perturbations on a planar surface by using  
plasmonic resonances

이름 : 최두성 (한국과학기술원 수리과학과 석박통합과정)
지도교수 : 임미경
연구내용 : 층 전위이론을 사용하여 탐지하고자 하는 물체의 모양을 복원하는 역문제입니다. 첫 파트에서는 물체에 코너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고, 두번째 파트에서는 
작용소의 스펙트럼을 통해 미세한 표면 형태를 복원하는 내용입니다.
수상소감 : 좋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와 가르침을 주시는 지도교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수학으로써 세상에 보탬이 되는 연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사평 : 발표가 우수하고 문제에 대한 이해가 뛰어남. 단지 수치적인 결과로 볼때, 이론의 발전이 좀더 필요해보임 

Reconstruction of shape of a planar domain
Doo Sung Choi
Department of Mathematical Sciences, KAIST

Layer potential theory
We use some basic of layer potential theory. We denote by Γ(x,y) the fundamental solution of the
Laplacian in R2, i.e.,

Γ(x,y) =
1

2π
ln |x− y|.

Let D be a domain R2 with C1,η boundary for some η > 0, and let ν(x) be the outward normal for
x ∈ ∂D.

The single-layer potential SD associated with D is defined by

SD[ϕ](x) =
∫

∂D
Γ(x,y)ϕ(y)dσ(y), x ∈ R2,

and the Neumann-Poincaré (NP) operator K∗
D by

K∗
D[ϕ](x) =

∫

∂D

∂Γ

∂ν(x)
(x,y)ϕ(y)dσ(y), x ∈ ∂D.

Part 1. Reconstruction by measurements

Introduction

Figure 1: The original Ω and the reflected domain Ωr

By Ωr we denote the reflection of Ω across the unit circle, i.e.,

Ωr :=
{1
ζ
| ζ ∈ C \ Ω

}
∪ {0}.

Let S be the Riemann mapping with a series expansion

S[Ωr](w) =
1

C

(
b1w + b2w

2 + · · ·
)

in D.

The geometric factor
We define a new sequence of geometric factors {σk}∞k=1 for Ω as

σk[Ω] := k(k + 1)bk+1 −
k−1∑
j=1

(j + 1)bj+1σk−j , k ≥ 1 .

Denote α(t) = (x(t), y(t)), t ∈ [0, 1], the piecewise analytic parametrization of ∂Ωr by S[Ωr]. Define
a generalized external angle Θ : [0, 1] → R as

Θ(t) :=
1

π
kg(t)|α′(t)| +

M∑
l=1

βlδ(t− tl) , t ∈ [0, 1] ,

where kg denotes the (geodesic) curvature of α in R2. Then we have

σk[Ω] = Θ̂(k) , k ∈ N ,

where Θ̂ is the Fourier coefficients of Θ[∂Ωr], that is Θ̂(k) =
∫ 1
0 Θ[∂Ωr](t)e−2πiktdt.

Numerical Results
The following figure shows a reconstructed graph of the generalized external angle function Θ.

Figure 2: Truncation of Θ

The red peaks are the corner points of the domain.

Part 2. Reconstruction by spectrum

Introduction
Transforming system of a planar surface:

Figure 3: Transformation of the domain

Since D1,δ is a δ-perturbation of D1,0, there is h ∈ C(∂D1,0) such that ∂D1,δ is given by

∂D1,δ = {x + δh(x)ν(x) : x ∈ ∂D1,0} = {eiθ + δh(θ)eiθ : θ ∈ [0, 2π)}.

The transformed potential ũ(ξ) := u(x) for ξ = Φ(z) with z = x1 + ix2 satisfies




∇ · (ε̃∇ũ) = 0 in R2 \ (∂D1 ∪ ∂D2),

ũ|+ = ũ|− on ∂D1 ∪ ∂D2,

ε+
∂ũ

∂ν1

∣∣∣
+
= ε−

∂ũ

∂ν1

∣∣∣
−

on ∂D1,

εc
∂ũ

∂ν2

∣∣∣
+
= ε+

∂ũ

∂ν2

∣∣∣
−

on ∂D2,

where ε̃ = ε−χ(D1) + ε+χ(D2 \D1) + εcχ(R2 \D2) and ∂
∂νi

denotes the outward normal derivative
with respect to ∂Di for i = 1, 2.

For convenience, denote

λ−+ =
ε− + ε+

2(ε− − ε+)
and λ+c =

ε+ + εc
2(ε+ − εc)

.

Since the solution ũ on the transformed domain can be represented by

ũ = ũi + SD1
[φ1] + SD2

[φ2],

where the density φ2 on ∂D2 satisfies the equation

(λ+cI −A)[φ2] =
∂ũD1

∂ν2
on ∂D2,

and

A := K∗
D2

+
∂

∂ν2
SD1

(λ−+I −K∗
D1

)−1∂SD2
[·]

∂ν1
is a self-adjoint operator.

The eigenvalue perturbation
Applying the standard perturbation theory yields the asymptotic expansion of the eigenvalue λk of A:

λk = λk0 + δλk1 +O(δ2).

The corresponding eigenfunction φk admits the following expansion:

φk = αkφ
k
0 + βkφ

−k
0 + δφk1 +O(δ2).

By the spectral decomposition of A, we get

φ2 =
∞∑

k=−∞

<
∂ũD1
∂ν2

, φk >

λ+c − λk
φk.

We obtain the following formulas from the eigenvalue perturbation:

ĥ(0) = −
λ−+(λ

k
1 + λ−k

1 )

|k|

(
d +

√
d2 − 1

)2|k|
,

|ĥ(2k)| = −
2λ2−+(λ

|k|
1 − λ

−|k|
1 )

|k|

(
d +

√
d2 − 1

)2|k|
.

Numerical Results
Figure shows the reconstruction of h. By transforming ∂D1,δ to ∂H0 using Φ−1, we get the recon-
structed h0. We set δ = 0.001, d = 2 and R = 2δ.

Figure 4: Reconstruction of h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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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neering Sciences, 474(2217), 2018.

[2] D. Choi, J. Helsing, and M. Lim. Corner effects on the perturbation of an electric potential. SIAM
Journal on Applied Mathematics, 78(3):1577–1601, 2018.



▶ 만족스러운 점

강연 및 포스터 발표 장소의 쾌적성 / 강의실별 적절한 동

선 / 다양한 세션 구성 및 수준 높은 연구발표 내용 / 대학

원생들의 활발한 포스터 발표 / 흥미로운 기조강연 및 해외 

연구자 강연 / 설문지와 같은 학회와의 소통창구 / 활발한 

연구교류 및 네트워킹 / 다양한 시상 및 풍성한 만찬

▶ 아쉬운 점

국내 다양한 대학 (수도권 대학 포함)에서의 학술대회 참여 

부족 / 짧은 포스터 세션 시간 / 여유로운 세션 시간 구성 / 

협소한 총회 장소, 분산된 발표장 / 초록집 (인쇄본) 배포하

지 않은 점 /  맛없는 초코쿠키 / Wifi 부재 / 편중된 특별세

션 구성 (생물수학) / 특별세션 구성의 자율성

▶ 가장 흥미로웠던 발표

초청강연 (성형진 교수, 하승열 교수, 김재경 교수, 최용호 

박사) / 영상처리 관련 발표, 생물수학 관련 발표 (Ebola, 수

면리듬, Mutation 등)

▶ 만족스러운 점

인터뷰, 각 수상자 칼럼, 연구센터 소개 / 새로운 분야 연구 

동향 파악 / 행사 및 소식란의 유용한 정보 

▶ 아쉬운 점

지난번 학회내용을 소개하여 시기적으로 늦은 느낌 / 사진

화질 개선 / 신진 교원/연구원들에 대한 소식 부재 / 회원 

간의 소통을 할 수 있는 칼럼 구성

▶ 다루었으면 하는 인터뷰/칼럼

특별한 분야소개, 산업체 종사자들의 인터뷰, 학회관련 미

담에 관련 칼럼 / 최신 연구 동향에 대한 소개 / 특정교수 

연구실 소개 / 지속적인 산업수학센터 (부산대/서울대) 소

식 제공 / 구인관련 섹션 구성 / 교육부, 미래부, 연구재단이 

최한 산업응용수학 관련 학회/포럼에 대한 참석 후기 모음

2018 봄학술대회 만족도 조사 KSIAM Newsletter vol.2 no.1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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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및 소식

▶ 일시 : 2018년 5월 25일(금) ~ 26일(토)

▶ 장소 : KAIST 창의학습관

▶ Plenary Speakers

 o  Sung, Hyung Jin (KAIST)
 o  Hiroshi Kokubu (Kyoto University)
 o  Ha, Seung Yeal (Seoul National University)

▶ Special Sessions

 o  Applications of Computational Structures
 o  CJK-SIAM Joint Special Session: Mathematical Material Science

 o  CJK-SIAM Joint Special Session: Cryptology
 o  Mathematical Biology I: Data analysis
 o  MathWorks Special Session
 o  Engineering Optimization Using CFD
 o  Applied Algebra and Geometry

 o  Mathematical Biology II: Population dynamics
 o  Stochastic Modeling and Analysis
 o  Mathematical Modeling and Algorithms in Finance

▶ 2018년 KSIAM 저널논문상

 o  NIMS 장재성, 안치영 박사 

▶ 2018년 KSIAM 신진연구자 우수논문상

 o  고려대학교 최용호 박사

▶ KSIAM 포스터 우수상

 o  KAIST 최두성 (A mathematical and numerical 
framework for near-field optics)
 o 건국대학교 이준호 (Synergetic effect of bortezomib 
on oncolytic virus: signaling pathways)

2018 KSIAM Spring Conference

초청 강연 만찬

KSIAM 저널 논문상 수상 KSIAM 신진 연구자 우수 논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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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및 소식

선출과정: 선거인 명부 확정 및 공고 (8월 6일)
   입후보 등록 마감 (8월 30일), 투표 (9월5일-21일)
   개표 (9월 28일), 당선 공지 (10월 1일)

2019 Joint Mathematics Meetings (JMM19)

o January 16 – 19, 2019
o Baltimore Convention Center, Baltimore, Maryland, USA
o http://jointmathematicsmeetings.org/meetings/
national/jmm2019/2217_intro

SIAM Conference on Computational Science and 
Engineering (CSE19)

o February 25 – March 1, 2019
o Spokane Convention Center, Spokane, Washington, USA
o https://www.siam.org/conferences/CM/Main/cse19

9th International Congress on Industrial and Applied 

Mathematics (ICIAM2019)
o July 15 – 19, 2019
o Universitat de Valencia, Valencia, Spain
o https://iciam2019.org/

 o  김동환 교수 (University of Michigan, 박사, '14)
      KAIST 수리과학과
      Contiunous Optimization, Convex Optimization,
      Applications of Optimization Methods

 o  강명민 교수 (서울대학교, 박사, '14)
     충남대학교 수리과학과
      Image Analysis, Optimization

 o  전준기 교수 (서울대학교, 박사, '16)
     경희대학교 응용수학과
      Financial Mathematics, Computational Finance,
      Control Theory

▶ KSIAM 신입 정회원

 o  전수민 (KAIST 자연과학연구소)
 o  곽민석 (한국외국어대학교 수학과)
 o  최일규 (한국외국어대학교 수학과)
 o  조광현 (KAIST BK 연수연구원)
 o  서샛별 (경남대학교 수학교육과)
 o  심은하 (숭실대학교 수학과)
 o  박진해 (충남대학교 수학과)
 o  양효선 (이화여자대학교 수학과)
 o  이병준 (카톨릭대학교 수학과)
 o  이승희 (국가수리과학연구소)
 o  최용호 (고려대학교 BK21플러스 수리과학사업단)
 o  장재성 (국가수리과학연구소)
 o  박종육 (원광대학교 응용수학부)
 o  허영미 (연세대학교 수학과)
 o  신재민 (한밭대학교 기초과학부)
 o  권오정 (인천대학교 수학과)

▶ KSIAM 신입 학생회원

 o  TIANTIAN XU (연세대학교 계산과학공학과)
 o  오성광 (건국대학교 수학과)
 o  김한울 (연세대학교 계산과학공학과)
 o  김성윤 (연세대학교 계산과학공학과)
 o  고영석 (건국대학교 수학과)
 o  김성은 (KAIST 수리과학과)
 o  이채영 (고려대학교 수학과)
 o  양균상 (고려대학교 수학과)
 o  김현동 (고려대학교 수학과)
 o  박근웅 (연세대학교 계산과학공학과)
 o  김상권 (고려대학교 수학과)

국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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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교원/연구원 소식

KSIAM 신입 회원 소식

KSIAM 2019-2020년도 회장 소개

김종암 

Chongam Kim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1998.03 – 현재,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전임강사/조교수/부교수/교수

1988.02 서울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공학사
1990.02 서울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공학석사
1997.06 Princeton Univ. 공학박사 (전산유체역학)

연구분야

전산유체역학 및 공기역학
유한체적법 및 고차정확도 수치기법 개발
액체/고체 로켓 다물리 계산, 전마하수 다상유동
공력최적설계 및 유동제어, 유동-구조 연성해석
HPC 및 유동해석 코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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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ume 22, Number 1, March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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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OYEON CHOI, BORA JEONG, YESOM PARK, JIWON SEO,   CHOHONG MIN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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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BILITY OF DELAY-DISTRIBUTED HIV INFECTION MODELS WITH MULTIPLE VIRAL PRODUCER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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