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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2013년을 맞이하며 처음 출간되는 CSE Newsletter 제1호 발간을 축하하며 이를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고 시간과 정열을 쏟아 부은 편집진에게 무한한 격려와 찬사를 

보냅니다.   계산과학공학과 (CSE)는 2008년에 정부 지원 (WCU 사업)하에 설립된 융합 

성격의 대학원 학과입니다. 계산과학공학이란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에 대한 수학적 모델방정식의 해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분야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연합,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계산과학공학의 

중요성을 이미 간파하고 최근에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매년 발표하고 있는 슈퍼컴퓨터 500위의 상위 랭킹 경쟁을 위해서 각국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노력과 투자의 일환이지요.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 또는 

선진국에서만 가능한 첨단 융합전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연세대학교 계산과학공학과가 수학과 공학전공의 여덟 분의 

교수님을 중심으로 설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학원 중심의 학과라서 

학부생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전공이라 볼 수 있지만 역으로 이공계나 더 나아가서 

문과계열의 학생들도 관심을 가지고 시도해볼 수 있는 융합전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계산과학공학과 대학원에 진학한 학생들의 배경은 매우 다양합니다. 

또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해외 학교나 연구소 등에 파견연구의 형식으로 

많은 CSE 학생들에게 해외기관 방문의 기회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설립된 지 5년이 

되어가면서 그동안 많은 학생들과 교수님들의 노력 덕분에 학과의 기틀이 탄탄히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학부생으로서 CSE 전공에 관심을 갖고 CSE URP 

인턴 연구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학생들이 CSE Newsletter를 주도적으로 발간하고자 

첫 삽을 뜨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Newsletter를 통해서 CSE 전공에 대한 경험을 

관심이 있는 학부생들과 나누고 이를 통해 CSE 전공에 대한 넓은 확산이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Newsletter 발간을 위해서 귀중한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편집진에게 고마움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LETTER FROM THE HEAD OF DEPARTMENT 
학과장님 인사말

계산과학공학과 학과장      이 창 훈

 



연세대학교 대학원 과정에 계산과학공학과가 신설된 지 약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간 사회적, 학문적으로 크고 작은 변화가 많이 있었지만, 

그중에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학문 간 연계에 대한 사회적, 학문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연구는 개인이 한 학문 분야에 대해 좁고 깊게 연구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하지만 사회가 복잡 다양화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학문에 대한 

연구도 하나의 분야에 대해 깊게 연구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하기 시작하였다. 이제는 연구의 방향이 학문 간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학문을 

복합적으로 연계하는 방향으로 주안점이 옮겨가기 시작했고 다양한 배경을 바탕으로 연계성을 지닌 연구 방식이 점차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연구방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연세대의 계산과학공학과도 이러한 사회적, 학문적 요구에 발맞춰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계산과학과는 계산과학 중심의 다학제 

프로그램을 통해 공학, 의료영상, 자연과학 및 산업분야에서 제기되는 문제의 수리모델링-컴퓨터시뮬레이션-시각화과정을 이용하여 자연 및 

공학에 발생하는 현상의 예측, 분석 및 기술의 산업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계산과학공학과는 활발한 연구를 바탕으로 외부 특강,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 학과 내 자체 포스터발표회 등 다양한 활동도 함께 

진행함으로써 자칫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 학문 연구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연세대 학내 구성원에게 연구를 소개하고 연구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학내 조직으로서도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해왔다.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계산과학공학과가 수행하는 연구 및 활동을 학내 구성원들과 외부인들에게 더 많이 알리고 함께 공유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CSE News Letter를 창간하기로 하였다. 학문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공유할 수 있어야 비로소 그 의미를 가진다는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생각이 CSE News Letters를 창간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개인적으로 계산과학공학과의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이 많다.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는 지식 수용자로서의 

수동적인 학습밖에 모르고 지내왔지만,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교수님들과 대학원생들이 학회를 다니면서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간접적으로나마 연구자로서 삶, 지식 생산자로서의 태도를 볼 수 있었다. 그 모습과 삶의 자세는 학문적 내용 그 

이상으로 많은 깨달음을 주었다.

나는 내가 여기서 배우고 느꼈던 가치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번 CSE News Letter의 창간에 대해 더 큰 의미를 느낀다. 그리고 CSE News Letter 

발간을 준비하면서도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 특히 내게 지식적인 측면을 가르쳐주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함께 글을 

쓰고 준비를 해주었던 인턴연구원들, 그리고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한해은 선생님께도 깊은 고마움을 느낀다.

나는 내가 느꼈던 의미, 경험 그리고 지식이 나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산과학공학과 사람들을 넘어  다양한 전공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함께 하길 바란다. 그리고 CSE News Letter의 첫걸음이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도 계산과학공학에 대한 관심과 애정의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

LETTER FROM THE EDITOR 편집장의 글

Editor   박태윤  물리학과 4학년 / CSE URP(학부인턴연구원)



연세대의 

Computational
Science
and Engineering

 C  SE는 연세대 대학원 내에서도 특별한 소속을 가지고 있다. 연세대

     대학원 사이트에 접속해서 CSE를 찾으려면 이과대나 공과대 

하위메뉴에서 CSE를 찾기는 불가능하다. WCU의 하위 메뉴에 

접속해야지만 CSE를 찾을 수 있다. CSE는 정부지원 하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과정을 위해 신설된 과정인 World Class University Pro-

ject의 하나로 CSE는 학제 간 융합을 통해 다양한 방면에서 발생하는 

수리적 모델을 분석-예측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학제간의 융합은 2008년, 앞으로의 학문이 나아갈 하나의 방향으로 

제시된 이후 꾸준히 대세를 유지하며 이제는 모든 것이 모든 곳에서 

융합된다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융합이 중요한 

연구방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내에도 수많은 대학에 

융합대학원이 없는 곳이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이며, WCU라는 

시도가 학제간 융합의 연장선에 있다고 본다면 비로소 연세대도 융합에 

한 발짝 발을 내딛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다만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 학제간의 융합 ’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떠올리는 이미지는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대체로 인간 지식의 전체 범위를 망라하는 지식 간의 통섭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문학과 공학, 과학과 예술, 철학과 

경영학처럼 인간이 담고 있는 지식은 거대한 그릇 안에 담긴 유체와 

같아서 닿을 수 없을 것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식이라도 한번 

흔들어주면 그 끝과 끝이 닿아 놀라운 결과를 내놓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애플이 그러했고, 크리에이터스 프로젝트가 예술과 과학의 조화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경영자들이 철학을 비롯한 인문학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현대사회의 일면은 융합이라는 키워드를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보는 융합이라면 

실제로 학제간의 융합과정이라는 소개를 걸고 있는 연세대 CSE는 

어떤지 보도록 하자. 

연세대의 CSE에서 계산과학에 기반을 두고 자연과학, 공학, 의료영상 

등 다양한 응용분야를 선택할 수 있는 학제간의 융합과정이라는 안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융합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 보이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공계열 안에서의 

융합이라는 한계를 넘어서기란 어려워 보이는 것 같다. 실제로 

계산과학에 기본을 두는 분야는 이공계에 한정적이지 않다.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금융수학의 수리적 모델에 대한 반복되는 시뮬레이션을 

계산하는 것의 중심에는 계산과학이 있다. 수리모델이 없는 디자인 툴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며, 디자인과 공학이 충돌하는 부분을 메우는 것 

역시 수치 시뮬레이션이다. 마케팅에서도 수리적 해석이 적용될 수 

있으며 국문학의 언어정보처리론이 바로 대화에서 발생하는 언어사용 

패턴을 과학적 모델로 접근하려고 하는 시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면 고대로부터 현상의 해석과 예측은 어느 사회에서든지 가장 

지혜로운 자들의 전유물이었다. 날씨를 예측하는 것 하나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역사적으로 누가 기상현상을 예측했는지 보면 

원시시대의 샤먼이 그러했고 중세의 교회가 그 역할을 맡았으며 현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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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하게 컴퓨터가 그들을 대체하고 있다. 모든 현상에 대해서 인간은 

해석과 예측을 필요로 한다. CSE가 적용될 수 있는 분야는 비단 여기 

나열된 몇 가지 분야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란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가장 지혜로운 이에게 각자 자신의 다양한 문제를 부탁하는 일은 

동서고금을 통틀어 매우 흔한 일이기 때문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학제간 융, 복합은 단지 이공계열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다. CSE가 어떤 전공과 관련이 있을까에 대해 CSE 인턴들 

사이에서 얘기가 나온 적이 있다. 결과는 도대체 CSE가 쓰이지 않는 

곳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제 내년부터 학부에는 

글로벌융합공학부가 신설된다. 통섭이라는 하나의 기치 아래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다만 융합의 코드를 가장 

먼저 연세대에 시작한 CSE가 그 중심에 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by 김형석  수학과 4학년 / CSE U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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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세대학교 계산과학공학과 교수진

2  의료영상팀 초음파영상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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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에서의 CSE 이용

천 문 학
Astronomy

Adam Burrows는 프린스턴대학의 천체물리학과 교수이다. 그의 연구 발표는 

큰 스크린 앞에서 진행된다. 스크린 속에는 별이 격렬하게 폭발하는 모습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현되고 있다. Burrows 교수는 별의 내부구조, 진화 

그리고 죽음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연구하고 있다.

천문학 중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연구하는 것을 computational 

astronomy라고 부른다. computational astronomy는 천문학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천문학은 다른 과학과 달리 실험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천문학은 망원경을 이용한 관측에만 

의존했었다. 하지만 컴퓨터의 발달을 통해 가상으로 실험하는 방법이 

개발되었고 이것의 발달로 computational astronomy가 태동하게 되었다.

가장 먼저 수치 시뮬레이션을 도입한 분야는 별의 내부구조를 연구하는 

분야였다. 별은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 가스가 모여 형성되는데 따라서 별의 

내부는 유체현상의 해석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유체의 운동을 

나타내는 방정식이 복잡해서 방정식을 푸는데 컴퓨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컴퓨터로 유체의 운동을 연구하는 것을 computational fluid 

dynamics(CFD) 라고 부른다. 별의 내부 역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그 

구조를 파악한다. 

앞에서 언급한 Adam Burrows 교수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별의 내부를 

연구하는 천문학자이다. 그는 특히 시뮬레이션을 통해 별의 죽음인 

초신성폭발 충격파를 연구하고 있다.

우리 학교에도 별의 내부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연구하는 교수님이 

있다. 천문우주학과의 김용철 교수님이다. 김용철 교수님은 별을 이루고 있는 

가스의 유체의 방정식을 컴퓨터를 통해 풀어 별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주로 

연구한다. 

별의 내부구조 이외에 최근에 천문학에서 가장 활발하게 시뮬레이션을 

이용하는 분야는  암흑물질에 관한 연구이다. 암흑물질은 질량은 있지만,     

관측이 되지 않는 물질이다. 이 암흑물질은 은하거대구조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이다.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 우주의 모습은 암흑물질이         

       어떻게 분포해야 가능한지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알아내  암흑

                          물질의 구조에  관해 연구하는 것이다. 

Adam Burrows

by 김기하 천문우주학과 4학년 / CSE U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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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설명한 예 이외에도 은하형성, 행성의 

대기 운동, 블랙홀의 합병과 시공간의 운동 등 

많은 분야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도움을 받고 

있다. 

연구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가상 실험이 

사용되는 것은 천문학만의 일은 아닐 것이다. 

이미 다양 한 분야에서 이런 가상 실험이 

도입되고 있다. 이처럼 컴퓨터를 통한 

시뮬레이션은 과학, 공학에서 중요한 분야로 

자리 잡고 있고 앞으로 그 중요성은 더 커질 

전망이다.



by 이호준 기계공학과 4학년 / CSE U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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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E에서 개발 중인 수치해석도구  & 대학생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수치해석 프로그램

1. 소개

현재 연세대학교 CSE(Computational Science and Engineering)의 

Turbulence & Environmental Flow Physics Lab에서는 

대학(원)생들과 연구자들이 열.유체공학 분야의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를 인터넷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교육용 전산 

환경해석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EDISON(EDucation-research Integration through 

Simulation On the Net)이라는 이름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을 

받아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주관하고 있다. EDISON에서 

진행되고 있는 분야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재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분야는 열.유체 분야인 EDISON_CFD로, 열.유체역학 교과 

과정에서 다루는 물리 현상이나 수업에서 다루지는 않지만, 관련 있는 

연구 내용에 대해 직접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유동 현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연구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서 

현재 국내의 7개 대학에서 직접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고, 총 14개 

대학에서 학부 및 대학원 과목에서 사용하고 있다. 

2. 열.유체공학

열.유체공학이란 열.유체역학적 분석을 통해 목적에 부합하는 제품 또는 

구조물을 제작할 수 있는 방법론을 연구하는 분야이며, 산업적 측면에서 

가장 원천적인 기초 공학 분야이다. 열.유체공학은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기계공학, 항공우주공학, 조선해양공학 등의 전공에서 교육과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며, 산업적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컴퓨팅 환경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수치적인 방법으로 

유동 현상의 해를 구하고자 하는 전산유체역학 분야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이하 CFD)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CFD와 관련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3. CFD의 응용

현재 학계에서는 CFD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들은 직간접적으로 학계, 산업체 등에서 열.유체 기기 관련 

제품의 성능 분석, 설계 및 생산에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산업 분야는 기계공학 분야로 자동차 제조업 등에서는 

연비 향상을 목적으로 차량 외부 유동해석을 통해 형상을 수정하여 

항력을 최소화하는 최적 설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최근에는 

활용범위와 대상이 더욱 확대되어, 환경 공학, 건설 및 토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추세이다. 그림과 같이 도심에서의 대기오염 물질 

확산, 건물 내부의 환기 시스템, 바이오 테러를 대비한 오염물질 확산 

예측 등에 열.유체역공이 활발히 응용되고 있다.

4. EDISON_CFD와 CSE 

열.유체공학 교육/연구용 웹 기반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통합 환경인 

EDISON_CFD의 개발을 위해서 연세대 CSE에서는 Turbulence & Envi-

ronmental Flow Physics Lab의 이창훈, 최정일 교수님의 지도하에 

박사과정의 대학원생들이 개발에 직접 참여하고, 코드를 직접 추가하고 

있다. 또한, 2012년 4월에 있었던 EDISON_CFD 학부생 경진대회에 

CSE의 URP(Undergraduate Research Program)의 학부생들이 

참가해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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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에는 연세대학교 계산과학공학과와 서울대학교 계산과학협동과정만이 계산과학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연구기관이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계산과학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분야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많은 외국 대학들은 CSE라는 이름 대신 다양한 이름으로 

연세대의 CSE가 수행하는 연구와 유사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Cornell University의 경우, Computing and Information Science의 한 프로그램으로 

C.S.E.가 있다. 하지만 이는 명칭만 우리와 같을 뿐 실제로는 우리가 하는 연구는 Cornell University의 Center for Applied Math(C.A.M.)에서 찾아볼 수 

있다. 

C.A.M.에는 총 14개의 학과에서 90명이 넘는 교수진이 모여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연구분야는 총 10가지로 다음과 같다. 

Algorithms / Dynamical Systems / Mathematical Finance / Fluid Mechanics / Mathematical Biology / Mathematical Physics / 

Numerical Analysis / Optimization / Probability and Stochastic Processes / Communications Technology

이 중에서 특히나 dynamical systems, fluid mechanics, numerical analysis, and optimization 정도가 우리가 하는 연구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대부분의 연구는 여러 분야의 교수들과 협동을 통해서 진행되고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에서 배웠던 지식을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

 

외국대학의 CSE No.1  
Cornell University-
Center for Applied Math/
Computing and Information Science

5

by 신연종 수학과 4학년 / CSE U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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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생활을 연구실에서 보내는 교수님들, 대학원생, 인턴 연구원들! 

첨단관에는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은 그들을 위한 휴식 장소들이 많습니다. 

디버깅에 지치고, 컴퓨터는 내 의지를 벗어나서 사춘기 소녀처럼 반항을 할 때, 

이곳에서 간단한 간식과 휴식을 취하며 뇌 속에 새로운 바람을 충전할 수 있는 

곳들을 소개 합니다.

            지하 휴게실 

6층 엘리베이터 옆의 유리벽에서 바라보면 언제나 까마득히 아래에 있는 

그곳! 1층이 아니라 지하2층 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정면 엘리베이터(2

개)를 타고 지하 2층에 내리면 바로 옆에 땋! 이런 곳이 나온답니다.

24시간 개방이지만 요즘 같은 겨울에는 조금 춥다는 게 단점이네요.

            옥상정원

첨단관의 옥상은 정원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봄, 여름에는 풀도 많이 피어나고 

꽃도 피어나서 보기 좋고 일 년 내내 시원한 바람도 불어옵니다. 또 가을, 

겨울에는 실외이긴 하지만 의외로 많이 춥지도 않고 따스한 햇살이 비춰서 

오래 바람을 쐬고 싶을 때 좋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촌과 연희동의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바로 

아래 운동장의 경기도 최고의 전망으로 관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층 자판기, ATM

작년까지만 해도 첨단관의 2층에는 편의시설과 휴게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휴게실이 ‘생명 시스템 연구원’으로 개축되어서 편의시설만 남아 

있습니다. ATM이 필요하거나 음료수가 마시고 싶은데 밖에 나가기는 귀찮을 

때 2층을 찾으시면 됩니다.

24시간 개방이고 우리은행 ATM과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CSE 610호

이곳은 서진근, 이은정, 정윤모 교수님의 개인 연구실과 교수님들의 커피룸, 

그리고 간단한 회의를 위한 공간입니다.

싱크대와 정수기 그리고 전자레인지가 비치되어 있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교수님들을 위한 공간이다 보니 학생들의 경우 너무 자주 

이용하는 것은 교수님들께 폐를 끼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365일 24시간 휴식이 필요한 CSE 멤버들을 위해
첨단관 내부에 숨겨진 깨알 같은 공간!

1 지하휴게실   2 옥상정원에서 바라 본 파노라마 풍경   3  2 층 자판기 & ATM   4  CSE 6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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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합격 후 개별 공지

매 월 인건비 지급 & 학회참가비 지원

CSE Lab의 최첨단 설비로 연구수행

(Server / Computer / Software)

연구공간제공

지원서(CSE사무실&URP홈페이지), 

성적증명서

첨단과학기술연구관 609호 

서류접수기간

제출서류

2012.12.21까지        

해외연구방문 (미국,독일) 공동연구 논문제출

인턴연구원 연구실 (첨단관)

교수님 개별 연구 지도

2013 전반기

국내 / 국제 학회참가 및 발표

SIAM (Ren
o, USA)

Berlin

Florida

기업체 산학장학생

학부생 연구참여 프로그램
계산과학공학과CSE URP

연구 포스터발표회

Server 사용

CSE 인턴연구원 활동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는 유체현상을 기술하는 
방정식을 수치기법의 알고리듬을 사용하여 유체 유동 문제를 
풀고 해석 하는 것이다. 유체현상은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은 
학자들이 수학적 방법과 실험적 방법을 이용하여 유체와 열의 
특성을 연구해왔지만 실제의 열 유동 현상은 매우 복잡하고 
예측하기 힘들다. 따라서 컴퓨터의 도움으로 방정식의 
근사적인 답을 얻어 낸다. 유체의 해석에 전산적인 방법을 
이용하면 비용적인 이점 뿐만 아니라 실험으로는 불가능한 
도시같은 큰 규모에서의 유체의 움직임도 예측 할 수 있다. 

Advanced Numerical Analysis 이공계에서 다루는 수학적인 
계산들을 수치적으로 접근한다. 예를 들어 미적분은 극한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함수의 미분이나 
부정적분을 모르는 함수의 적분을 컴퓨터로 계산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근사 방법을 이용하여 그 값을 
계산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상미분방정식이나 편미분방정식을 
풀고, 오차를 분석하여 적합한 수치적 근사 방법을 찾는 연구를 
한다.

Bio-medical imaging  이미지 프로세스는 쉽게말해 손상된 
사진을 복원하거나 혹은 해상도가 낮은 사진의 해상도를 
좋게해주는 작업이다. 사진위에 어떤 함수가 있다고 하면 
손상된 부분에서는 그 함수는 매우 변화가 심할 것이다. 이런 
함수의 움직임을 잘 관측을 해서 노멀방향으로 함수를 
반복적으로 잡아당겨주면 어느순간 그 부분이 smooth하게 
될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사진의 손상된 부분을 복원할수 있고 
이런방법을 연구하는 분야가 이미지프로세스가 하는 일중 
하나이다.

CSE Intern Training Program 서류접수기간 추후공지



의료영상은 질병의 진단 및 검사 등의 임상 치료 

혹은 해부학 및 생리학 등의 연구를 목적으로 

인간의 신체의 영상을 만들어 내는 기술 혹은 

처리과정을 말한다. 의료영상은 1895년 

엑스레이의 발견을 기원으로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번씩은 촬영해 본 흉부 

엑스선 사진과 태아의 건강을 체크하는 초음파 

영상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신체에 해를 주지 않기 위해 절개하지 않고 

인체의 내부를 관찰하고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엑스선 사진처럼 투영된 영상, 단면 영상을 

제공하는 CT와 MRI, 나아가 초음파에서는 3D 

영상까지 다양한 방식이 응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인 CT의 원말이 의료 영상을 잘 표현하는데, 

원말은 Computerized Tomography이며 

tomos는 단면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이고 graphy

는 영상을 의미한다. CT는 엑스선의 소스를 

인체의 둘레를 회전시키면서 얻어지는 

측정값으로 단면의 영상을 복원하는데, 1972

년에 최초의 CT 스케너가 개발되었지만 단면 

영상 복원 방법은 체코의 수학자 요한 라돈이 

1917년에 발견한 라돈 변환에 기인한다. 

CT와 MRI의 차이는 무엇일까? CT는 엑스선을 

투과시켜 몸이 흡수한 수치의 차이로부터 

구성되므로 뼈와 같이 딱딱한 부위를 선명히 

이를 뒷받침할 수학 이론을 개척하였다. 따라서 

계산과학공학과는 EIT와 MREIT 및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및 이론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MRE, 초음파 영상 등 

여러 형태의 영상 장치로부터 얻어진 측정 

데이터로부터 인체 내부의 물성의 분포를 

영상화하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 중에 있다. 또한 

얻어진 영상으로부터 장기 등 객체를 분할하는 

알고리즘, Dental CT에서 streaking metal arte-

facts를 제거하는 알고리즘 등 의료영상 처리 

분야에서도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계산과학공학의 특성은 다양한 학문의 융합과 

연구자들의 협력으로 이루어진다는데 있다. 

의료영상은 이러한 계산과학공학의 대표적인 

예로서, 물리, 공학 및 수학의 폭넓은 이해를 

기반으로 한다. 계산과학공학과에서는 진취적이고 

창의적이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한국 연구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새로운 학생들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CSE News Letter 1.

의료영상과 계산과학공학

계산과학공학과 교수 정윤모

보여준다. 반면 MRI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사선의 노출이 없다는 장점만을 알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몸속의 수소의 분포, 즉 수분의 분포를 

측정해주는 장치로서 근육, 연골, 인대, 혈관 등 

연부조직을 잘 관찰할 수 있다. 즉 CT와 MRI는 

서로 다른 물성의 분포를 보여준다. 수학적으로는 

라돈 변환이 CT 영상의 복원에 핵심이 되듯이 

푸리에 변환이 MRI 영상의 구성에 큰 역할을 

담당한다.

의료 영상은 그 외에도 다양한데 널리 알려진 

초음파 영상은 발사된 초음파가 장기와 장기 또는 

서로 다른 조직의 경계면으로부터 반사되어 

나오는 에코를 영상화 한 것이다. 그 외에도  

방사성 의약품을 투여한 후 이들의 분포를 

영상화함으로써 생체의 생화학적 변화나 

기능상의 문제를 평가하는 SPECT와 PET, 인체 

내부의 도전율 분포를 보여주는 EIT와 MREIT, 

탄성계수를 보여주려는 목적인 MRE 등등 인간이 

인체의 내부에 대해서 알고자 하면 할수록 더욱더 

다양하고 정밀한 형태의 방법들이 고안되어 왔다. 

이와 아울러 점점 더 정밀한 의료영상 복원 방법이 

필요로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엄밀한 수학적 

모델링과 수치해석적 접근, 새로운 계산 

알고리즘의 요구를 수반한다.  

계산과학공학과의 서진근 교수는 공동 

연구자들과 함께 MRI 장치 내에서 회전하지 않고 

생체 내의 도전율 및 전류밀도 영상을 동시에 

얻어내는 알고리즘을 세계 최초로 고안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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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에 뜻이 있는 학부생이라면, 한 번쯤 학부인턴을 

지원하고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유체역학에 관심이 

있어, 기계공학과 교수님들께서 지도하시는 연구실을 찾던 중 이창훈 

교수님께 연락을 드려 우연한 기회로 CSE의 URP Internship Program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기계공학과의 대학원과 CSE에서 운영하는 

Internship Program사이에서 선택할 기회를 주셨지만,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시는 정보들을 듣고서는 망설임 없이 CSE의 URP Internship 

Program지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들은 바로는 연구실에서 학부인턴을 하면, 교수님께서 

내주시는 단순과제들과 대학원 선배들을 도와 프로젝트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원하는 시간이 아닌 연구실에서 필요할 때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 시간을 관리하는데 다소 힘든 점이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CSE의 URP Internship Program은 방학 동안 

체계적인 교육 일정으로 학부생들에게 대학원에서 배울 내용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강의해준다는 점이 다른 연구실과 달리 가장 큰 이점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방학 동안 진행되었던 강의들은 기본적인 수치해석과 

유체역학에 바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추후 교수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meeting 시간에 개인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마주치는 다양한 Methods와 P.D.E를 C++와 Fortran으로 직접 

Coding하여 결과값을 도출해야 한다는 말을 하실 땐 정말 눈앞이 

캄캄하였으나, 선배님들과 교수님들께서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많이 

도와주시는 덕분에 보람찬 방학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 

내에서 원하는 시간에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학교에 조성되었다는 점이 전공 공부를 접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는 학부생들에게 

URP Internship Program이 미치는 장점들은 무엇이 있을 것 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간접적으로나마 대학원 생활에 대해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첫 

번째 장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학부생들은 URP를 통해 큰 거부감 

없이 대학원 생활에 익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란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 

환경에 적응했을 때, 개인의 능력이 마음껏 발휘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이를 가장 큰 이점으로 꼽습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CSE에는 인턴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학기 중에도 학부생들을 위한 강의를 개설하기 

때문에, 계산과학공학과에 진학할 생각이 있는 학생들에게 간접적으로 

계산과학공학과 전공을 경험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나마 경험을 하고 대학원에 진학한다면 기초적인 계산공학적 

지식을 수반한 채로 입학할 수 있어 앞으로 겪을 수 있는 어려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와 다르게, CSE는 대학원에 개설되어 있는 위한 과이다 

보니, 학부생들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CSE에서 

방학 중에 학부생을 위한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하고, 학부생들끼리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다른 인턴 학부생들과 

돈독해질 수 있는 계기가 많습니다. 학기 중에는 서로가 바쁘다 보니,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인턴 모임을 만들어 그간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한 근황도 나누어 보고 URP Internship Program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홍보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들도 나눠봅니다. 그리고 계산과학공학과가 학제간 융합의 첨단에 

있다 보니 학부가 공과대학, 이과대학인 학부생들이 많아 서로 전공공부에 

대한 지식도 나눠가며 서로 도우며 공부할 수 있어 증진된 학습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인턴을 위한 프로그램이지만 인턴들끼리만 따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대학원 선배들과의 만남도 많아서 학업에 관해 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SE의 최고 장점 중 하나로서, Poster 발표회를 꼽을 수 

있습니다. 포스터 발표회는 인턴과 대학원생들이 학기와 방학 동안 무엇을 

공부했는지 직접 포스터를 제작하여 외부에 공개하고 자신의 연구 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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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외적으로 알리는 행사로써, 매 학기 초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터 발표회에서는 CFD, Numerical Analysis, Medical Imaging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주제로 발표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각자가 

방학을 보람차고 의미 있게 보냈다는 성과물에 대한 결과가 될 수 있으며, 

후에 연구논문에 사용해도 좋을 정도의 양질의 내용이 가득하여 

학부생들이 견문을 넓히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포스터 발표회가 

진행되고 나서는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평가를 통해 어떤 포스터가 가장 

인상적인지를 뽑기도 하므로, 학업과 연구에 대해 더 심도있는 동기부여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의 URP Internship Program이 완벽하고 모든 학부생들에게 

적합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겪어본 CSE의 URP 

Internship Program은 많은 타 학과의 대학원에서는 얻을 수 없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며, CSE의 URP Internship Program에 참여한 

학생들은 다양한 선배 와 학부생들 간의 교류로 지식확장에 있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가지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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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 부탁한다. 

- 2012년 봄에 입학하여, 현재 석사 과정 2학기인 신재민이다. 

계산과학공학과(이하 CSE)는 Medical Imaging, Computational Fluid 

Dynamic, Numerical Analysis 세 가지 분야로 나뉘어 있는데, 그중에 

나는 Numerical Analysis를 전공하고 있다. 

CSE에 진학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 학부 때부터 대학원에 대한 생각은 가지고 있었다. 학부 전공은 

응용수학과였는데, 그와 관련된 학과로 진학하려고 했다. 그러는 중에 

수치해석 수업을 관심 있게 들었고, 그 수업의 담당 교수님을 통해 알게 

되어 진학하게 되었다. 

입학하고 1년 동안 무엇을 배웠나? 수강한 과목 위주로 말해 달라. 

- 기본적으로 분야와 상관없이 기초계산과학공학, 이공계편미분방정식, 

수치해석, 수치편미분방정식을 듣는다. 이 과목들은 CSE 기초과목일 

뿐만 아니라 자격시험 과목으로 정해져 있어서 반드시 수강해야 하고, 

학점도 잘 받아야 한다. 그 외에는 내 분야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 

유한요소법, 실해석학, 편미분방정식을 들었다. 그 중 실해석학, 

편미분방정식은 수학과에서 개설한 과목들이다. 

학과목 수강 이외에 다른 연구는 하지 않았나? 

- 1학기 때는 수업만 들었다. 그런데 2학기부터 한국형 수치 예보 모델 

개발 사업단에서 진행하는 연구에 교수님과 함께 참여하고 있다. 또 그 

이외에 틈틈이 내 분야와 관련된 책이나 연구논문을 보고 있다. 

CSE에서는 3학기면 석사학위를 마칠 수 있다고 들었다. 이것이 

사실인가? 학위를 마치기엔 너무 짧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 무조건 학위를 마치는 것은 아니다. 3학기를 마친 후 학위를 받을만한 

능력이 인정되면 학위를 받는 것이다. 짧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오히려 

능력이 되는 학생에게 학위를 빨리 주어서, 진로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 같아 더 좋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입학해서 지금까지 

본 석사 졸업생들은 다 3학기 만에 졸업했다. 

아직 학위를 마치지 않았지만, 졸업 후 진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 석사를 마치기 전에 석, 박사 통합으로 전환하려고 한다. 

왜 그러한 진로를 생각하게 되었는가? 

- 처음부터 석사만 생각하고 입학한 건 아니지만, 1년간 공부해 보니 이 

분야가 나와 잘 맞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배우고 싶은 것도 많아졌고, 

관심 있는 분야도 많아졌다. 

CSE 학생에게 직접 물었다! 
CSE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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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가장 힘들거나, 어려웠던 일이 있었다면? 

- 특별히 없다. 

입학 후 1년 정도면 CSE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CSE의 

장단점을 말해 달라. 

- 장점은 CSE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말하는 좋은 연구 환경이다. 연구 

공간은 내가 본 다른 대학원 연구실과 비교했을 때 가장 좋은 것 같다. 

웬만한 회사보다 더 낫다고 생각한다. 조교도 시키지 않는다. 공부에만 

집중하라는 교수님들의 생각이신 것 같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학비와 생활비 지원이 아닐까 싶다. 생활비가 얼마인지 궁금한 것 같은데 

그건 노코멘트하겠다. 단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할 게 없다. 진짜 없다. 

믿어 달라. 

많은 학생들이 CSE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신재민 학생은 

그런 학생들에게 이 학과를 추천하는가? 

- 물론이다. 추천한다.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 앞에서 말한 것들이 이유가 될 것 같다. CSE에 있는 세 분야 중 어느 한 

분야에라도 관심이 있다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보다 더 좋은 이유가 있을까? 

그렇다면 CSE에 지원하기 위해 학부에서 선행학습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나? 

- 영어다. CSE에서는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듣는 것과 

읽는 것이 원활해야 하고 쓰기와 말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리고 학과 특성상 수학과 기초과목인 미분적분학과 선형대수가 

수업에서 많이 쓰인다. 그 외에 Numerical Analysis는 수치해석과 

실해석, 편미분방정식을 미리 공부하면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그리고 

Medical Imaging은 편미분방정식, Computational Fluid Dynamic는 

유체역학에 대해 알고 있으면 좋다고 들었다. 그리고 다룰 줄 아는 

프로그램(C++, FORTRAN, MATLAB 등등)이 하나 정도 있다는 건 

장점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모른다고 해서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건 교수님들 생각도 같을 것이다. 프로그램은 배우면 그만 

아닌가. 

학업적인 것 외에 필요한 다른 것들도 말해 달라. 특히 개인 노트북이 

있어야 하는 지가 궁금하다.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가 필요한지...

- 개인 노트북은 없어도 된다. 각자 자리에 데스크탑이 있고, 만약 

수업에서 필요하다면 학과 사무실에서 빌릴 수 있다. 그리고 마음가짐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내가 본 분위기는 졸업 후 취업을 

생각하기보다는 공부를 계속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 물론 나 또한 

그렇다. 자세는 그냥 열심히 하는 자세면 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이 학과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한 마디 부탁한다. 

- 학부가 없이 대학원생들로만 이루어진 학과라서 그런지, 연구 분야에 

관한 관심은 있지만, 대학원 진학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다가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아도 CSE에 대해 

경험할 수 있는 인턴제도가 있다. 관심만 있다면 언제든지 환영이다. 

인턴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대학원 진학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부담 

없이 경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연구공간도 제공하고 

인건비도 받을 수 있다. 

성실하게 답해주어 감사하다.

- ̂  ̂

CSE News Letter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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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th December , 2012 4:00PM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Center Room 327
(첨단과학기술연구관 327호 세미나실)

Dr. Jeon, Kiwan
 

연세대학교 계산과학공학과
DEPARTMENT OF COMPUTATIONAL SCIENCE & 
ENGINEERING,  YONSEI UNIVERSITY, 
SEOUL 120-749, KOREA

MREIT is a multilateral and interdisciplinary 
research topic. Especially, scientific computing is 
one of important part. To facilitate our study, we 
develop a software package, called CoReHA 
(Conductivity Reconstructor using Harmonic 
Algorithms) in order to deal with all kind of 
scientific computing in MREIT. In the stage of 
in-vivo MREIT experiment, we meet a new 
challenge of the scientific computing issue. In 
this presentation, we discuss about what we did, 
doing and will/have to do for MREIT as the 
aspect of the scientific computing. 

Scientific Computations 
in MREIT

NIMS (Division of Computational Sciences in 
Mathematics , National Institute for 
Mathematical Sciences) 

csedept@yonsei.ac.kr

ymjung@yonsei.ac.kr

cse.yonsei.ac.kr

www.facebook.com/yonsei.cse

82)2-2123-6121
Contact

Organizer

Haeeun Han

Yoon Mo Jung

CSE 
SEMINAR

2012 

19 December , 2012 11:00AM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Center Room 516
(첨단과학기술연구관 516호 세미나실)

연세대학교 계산과학공학과
DEPARTMENT OF COMPUTATIONAL SCIENCE & 
ENGINEERING,  YONSEI UNIVERSITY, 
SEOUL 120-749, KOREA

Since 2000, the study of metamaterials have 
become a very hot research topic across many 
disciplines. In this talk, I'll first present an overview of 
the short history of metamaterials, followed by some 
popular governing equations for metamaterial 
simulations. Then I'll present some time-domain 
finite element  schemes we developed recently for 
solving metamaterial Maxwell's equations. Finally, 
interesting numerical results will be presented to 
demonstrate the re-focusing property and invisibility 
cloak produced by metamaterials.

Mathematical modeling 
and analysis of wave 
propagation in 
Metamaterials

University of Nevada, Las Vegas, USA

csedept@yonsei.ac.kr

eunjunglee@yonsei.ac.kr

cse.yonsei.ac.kr

www.facebook.com/yonsei.cse

82)2-2123-6121
Contact

Organizer

Haeeun Han

Eunjung Lee

2012 

Prof. Jichun Li

CSE 
SPECIAL
LECTURE

csedept@yonsei.ac.kr

ezhyun@yonsei.ac.kr

cse.yonsei.ac.kr

82)2-2123-6121

Haeeun Han

Jeehyun Lee

7th November , 2012 11:00AM

CSE SEMINAR
2012 FALL

Prof. Eunha Shim

연세대학교 계산과학공학과
DEPARTMENT OF COMPUTATIONAL SCIENCE & 
ENGINEERING,  YONSEI UNIVERSITY, 
SEOUL, SOUTH KOREA

Mathematical biology is an ever more 
important field in the understanding of 
biological processes.  One of its growing 
subfields is mathematical modeling of 
infectious diseases and the evolution of 
pathogens, which is associated with 
predicting health policy effectiveness and 
best practices. Health policies must be 
developed to maximize the benefit to the 
public and to balance health, social, and 
economic considerations.  Achieving this aim 
requires combining molecular, individual, 
population, and national scales with 
evolutionary perspectives to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trade-offs between disease 
control and the risk of pathogen 
replacement. On a molecular scale, my work 
focuses on the impact of disease 
interventions on the evolution of pathogens. 
On an individual scale, I determine how 
medical decisions are influenced by 
individual perceptions and motivations. On a 
population scale, I assess ways to promote 
population adherence to the group-optimal 
control strategies using a game-theoretic 
approach.  On a national scale, I determine 
and compare the impact of different control 
strategies.  Integrating mathematics, 
epidemiology, economics, and evolutionary 
biology, this interdisciplinary research 
generates predictions that could not be 
made by these disciplines alone, and has 
important impacts on these fields as well as 
for policy makers world-wide.

Mathematical modeling of infectious 
diseases and intervention strategies: current 
assessment and future directions

Department of Epidemiology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University of Pittsburgh

csedept@yonsei.ac.kr

ejpark@yonsei.ac.kr

cse.yonsei.ac.kr

www.facebook.com/yonsei.cse

82)2-2123-6121

Haeeun Han

Eun-Jae Park

29th November , 2012 4:00PM

2012 FALL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Center Room 516
(첨단과학기술연구관 516호 세미나실)

Prof. Olof Widlund

연세대학교 계산과학공학과
DEPARTMENT OF COMPUTATIONAL SCIENCE & 
ENGINEERING,  YONSEI UNIVERSITY, 
SEOUL 120-749, KOREA

One of the successes of domain 
decomposition theory has been in the 
construction of coarse global components of 
the preconditioner, which allow for an 
iteration count that is independent of the 
number of subdomains as well as growing 
quite slowly with the number of degrees of 
freedom  in individual subdomains. It has 
also been possible to establish bounds 
which are independent of jumps in the 
material parameters across the interface 
formed by the boundaries of the 
subdomains.
We face new issues when there is a pair of 
material parameters as in elasticity and in 
problems posed in H(div) and H(curl). We 
will survey some new results and 
algorithmic ideas for these three cases.

Domain Decomposition 
Algorithms for 
Problems with Two Sets 
of Material Parameters

Silver Professor of 
Mathematics and Computer Science 
New York University, USA

CSE 
SPECIAL
L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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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E세미나 & 워크샵 개최

CSE분야의 국내.외 저명 

학자들을 초청하여 활발한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CSE OPEN LAB 
 

& 
POSTER EXHIBITIONS

5th

14

매 학기 초에 개최되는 CSE포스터 발표회

CSE대학원생 및 URP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의 연구성과를 포스터에 담아 

발표한다. 

CSE소속 연구원들 뿐만아니라 외부 

학부생들과 대학원생 그리고 교수님이 

한자리에 모여 포스터발표를 관람하며, 

맛있는 다과와 경품추첨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본 행사는 매 학기 초 첨단과학기술연구관 

6층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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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계산과학공학과는 

지난 2012년 

10월 23일 미국 

국립표준기술원과 

MOU를 

체결하였다.

WCU 사업단인 계산과학공학과와 지난해 WCU 실적평가에서 최우수 

성과로 선정된 계산과학공학과 서진근 교수의 ‘무회전 MREIT(도전율 

영상법)’연구 평가가 언론에 소개되었다.
연세대 계산과학공학과의 서진근 교수가 경희대 우응제 교수와 공저로 

Nonlinear Inverse Problems in Imaging을 출판하였다.

학과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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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E News Letter 1.

QUIZ

1) 이과와 공과의 합칭이다. 계산과학공학과에 매년 OOO 편미분 

방정식이 개설되며, 올해는 김세익 교수님이 수업을 담당하신다.

2)  CSE News Letter는 연세대 OOOOOO과에서 발행하였다. 

3)  대운동장 북측에 위치한 이 건물은 우리 대학교의 과학기술연구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건립되었으며, 계산과학공학과가 이 곳에서 활발하게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가로 4) 기체와 액체 등 유체의 운동을 다루는 학문 분야이며, 

계산과학공학과에 전산OOOO(CFD) 연구실이 있다.

세로 4) 대상의 물체를 유한개의 '요소'로 분할하여 각기의 영역에 

관하여 계산을 해나가는 계산수법이다. 이번 오는 학기는 

계산과학공학과에 박은재 교수님이 고급 OOOOO 수업을 담당하신다.

5)  연세대 서문에 위치한 족발집이름이다. 이곳에서는 '족'발과 '보'쌈을 

연구한다고 한다.

6) Euclidean space R^n의 부분집합 A가 compact 하다 iff A is 

closed and bounded. 이 정리의 이름은 □□□-□□ Theorem이다. 

(힌트: gkdlsp-qhfpf)

7)  연세대 법과대학 고시 기숙사의 이름. (法OOO)

세로 8)  넌센스 - 신사가 자신을 소개할 때 하는 말은?

가로 8)  계산과학공학과 학부생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수학과 

4학년 학생으로, CSE News Letter에 외국대학의 CSE: Cornell Univer-

sity편 기사를 쓴 학우의 이름은?

9)  OO대학교

10) 연세대 중앙도서관 뒷편에 위치한 도서관으로 신중도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이 건물의 공식명칭은 연세-삼성 OOOOO이다.

11)  연세대학교 現 총장의 성명.

세로 12)  넌센스 - 가수 비의 매니저가 하는 일은?

가로 12)  수학에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군을 뜻하며, 영어로는 

non-abelian group이라고 한다. (힌트: 가환되지 않는 군이다.)

13)  상징어 - 남자, 20대, 21개월, 23개월, 24개월, 월급 약 10만원 

미만. (더이상의 언급은 생략)

14) News Letter의 이슬잎 인턴과의 인터뷰에서 석사 1년차 

신재민씨가 CSE에 지원하기 위해 학부에서 선행학습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것은? (Hint: 본문에 극도로 충실하면 된다. 그리고 

정답은 문장이다.)

정답을 적어 CSE사무실로 보내주시는 분께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드려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프라인 및 이메일 제출 가능)

- 연세대학교 첨단과학기술연구관 609호

- csedept@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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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Computational Science and Engineering(CSE)  

계산과학공학과는 공학, 의료영상, 자연과학 및 산업분야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수리모델링-컴퓨터 

시뮬레이션-시각화과정을 통하여 예측-분석, 사용자에게 효율적인 프로그램 개발, 산업화에 이르기까지 

다단계 연구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계산과학 중심의 다학제 대학원 과정 (scientific computing based 

multidisciplinary graduate training progra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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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미적분학, 선형대수, 실해석 이수자

공학수학 이수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과목 (선형대수, 미분방정식, 미적분학 등) 이수자

고등미적분학 이수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과목 (선형대수, 미분방정식, 미적분학 등) 이수자

국외교육훈련 지원    

해외유사프로그램  

     

Harvard, School of Engineering and Applied Sciences (SEAS) / 

Princeton , Applied and Computational Mathematics (PACM) /

MIT, Applied Mathematics Programs / 

Stanford , Institute for Computational and Mathematical Engineering (ICME) /

Brown, Division of Applied Mathematics / Cornell, Center for Applied Mathematics (CAM) /

UCLA, Computational & Applied Mathematics (a group within the math dept)  외 다수

 http://cse.yonsei.ac.kr/ 

http://www.facebook.com/yonsei.cse 참조

CSE 해외 단기 Research Program 운영

장학금 및 생활비 지원 

석 박사과정 대학원 학생 모집일정, 지원자격, 지원서류는 대학원 홈페이지 http://graduate.yonsei.ac.kr/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학과홈페이지 http://cse.yonsei.ac.kr/

Ph.D / MS in CSE - Mathematics

Ph.D / MS in CSE - Mechanical/Electrical Engineering

2013학년도 후기 

계산과학공학과

인턴연구원  모집 



 

대부분의 생활을 연구실에서 보내는 교수님들, 대학원생, 인턴 연구원들! 

첨단관에는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은 그들을 위한 휴식 장소들이 많습니다. 

디버깅에 지치고, 컴퓨터는 내 의지를 벗어나서 사춘기 소녀처럼 반항을 할 때, 

이곳에서 간단한 간식과 휴식을 취하며 뇌 속에 새로운 바람을 충전할 수 있는 

곳들을 소개 합니다.

            지하 휴게실 

6층 엘리베이터 옆의 유리벽에서 바라보면 언제나 까마득히 아래에 있는 

그곳! 1층이 아니라 지하2층 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정면 엘리베이터(2

개)를 타고 지하 2층에 내리면 바로 옆에 땋! 이런 곳이 나온답니다.

24시간 개방이지만 요즘 같은 겨울에는 조금 춥다는 게 단점이네요.

            옥상정원

첨단관의 옥상은 정원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봄, 여름에는 풀도 많이 피어나고 

꽃도 피어나서 보기 좋고 일 년 내내 시원한 바람도 불어옵니다. 또 가을, 

겨울에는 실외이긴 하지만 의외로 많이 춥지도 않고 따스한 햇살이 비춰서 

오래 바람을 쐬고 싶을 때 좋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촌과 연희동의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바로 

아래 운동장의 경기도 최고의 전망으로 관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층 자판기, ATM

작년까지만 해도 첨단관의 2층에는 편의시설과 휴게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휴게실이 ‘생명 시스템 연구원’으로 개축되어서 편의시설만 남아 

있습니다. ATM이 필요하거나 음료수가 마시고 싶은데 밖에 나가기는 귀찮을 

때 2층을 찾으시면 됩니다.

24시간 개방이고 우리은행 ATM과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CSE 610호

이곳은 서진근, 이은정, 정윤모 교수님의 개인 연구실과 교수님들의 커피룸, 

그리고 간단한 회의를 위한 공간입니다.

싱크대와 정수기 그리고 전자레인지가 비치되어 있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교수님들을 위한 공간이다 보니 학생들의 경우 너무 자주 

이용하는 것은 교수님들께 폐를 끼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csedept@yonsei.ac.kr

http://cse.yonsei.ac.kr/
82)2-2123-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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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과학기술연구관 609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