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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er와 Air B&B가
파격적인 기술력이나 특허를 가졌나? 

Zara의 옷이 정말 특별한가?

Amazon의 물류와 배송을 혁신하고 9천억원에
매각된 Kiva 시스템즈는 넘사벽의 하드웨어

기술력을 가졌나?



 

기술보다는 이미래경쟁력

기술이최고라고?

높은수준의

복합적인문제해결력이주효한분야는

지속적인경쟁우위유지가능



4차 산업혁명시대 기술정책의 방향

문제 해결 인프라 구축



수학적 방식의 세상 문제 해결

문제해결 인프라



OECD 산업수학보고서, 2008년
 산업혁신은 과학연구의 결과와 기술에 기초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속도는 계속 증가
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결과의 기반은 수학이 주도를 하고 있음

 보고서 결론에서 다학제간 연구센터(연구소)의 중요성 강조

 산업에서 요구되는 중요한 과학기술의 문제를 수학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다
학제적인 연구가 활성화 되어, 수학이 산업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점임을 강조

 이러한 활동을 위해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것을 지적하고 있음

OECD 산업수학육성방안에 대한 보고서, 2009
 미국･중국･일본을 비롯하여 유럽의 주요국가에서는 산업수학을 위한 다학제간 연구센터
(연구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소의 많은 경우 국가의 재정지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충분히 성장한 연
구센터의 경우에는 국가/산업체가 50:50 정도의 비율로 운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산업수학의 세 영역

• 공공의 문제 해결

 기후변화, 지진, 전염성 질병 감염경로 예측 등

 유네스코는 2013년을 ‘Year of MPE’로 지정

• 과학기술의 난제 해결

 신소재 개발에서 TDA 활용 등

• 산업 현장의 문제 해결

 기업의 문제 발굴 및 수학적 해결



사물인터넷 • 사물간통신을위한
공개키암호필요

• 암호이론, 복잡계
모델링을통한공
개키암호개발

빅데이터기반
지식정보산업

• ICT 분야의발달에
따라전분야로확산

• 분야별맞춤분석
• 의사결정트리를통한최
적의결정

스마트금융 • 금융데이터수집,  

분석시스템미비

• 금융정보가공을
위한알고리즘개발

• 맞춤형금융상품제작

저탄소사회 • 단위시스템효율향상
및자원의최적화필요

• 수치모델링및결합
모델개발을통한 최
적추정모델개발

자원순환형사회 • 자원부족문제의근
원적해결필요

• 복잡계모델링을통
한자원순환형도시
의최적디자인

자연공생형사회 • 생물종다양성변화
모니터링·예측곤란

• 수리모델개발로
생물종다양성
평가·예측

재난·안전위험
• 재난/재해모델및
시뮬레이션필요

• 재해예측모델개발및
빅데이터활용안전사고
조기탐지

질병·자살위험
• 다차원적인조건을
고려한모델전무

• 감염병확산·추적 모
델및맞춤형의료진단
처방모델개발

사이버·범죄위험
• 다양한종류의범죄에
대한모델링부족

• 불법사용패턴분석
• 영상알고리즘을
통한행동분석

Super
Connected
Society

Industrial Mathematics

Sustainable
Society

Safe
Society



빅데이터시대열리다

B I G  D A T A

“The amount of data transmitted over wireless phones 

in 2009~2010 exceeds the amount of data 

the mankind had accumulated for the preceding 2,000 years”
-2011 McKinsey Report

- 2015 IBM Report



from BIG Data to SMALL Data

패턴 인식을 통해 불필요한 경우를 배제하여
소수의 데이터에 집중

거대 문제를 작은 규모 문제로 바꾸면서도 정보 손실을 최소화 하는 수학적
알고리즘이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로 부상

수학 알고리즘이 방대한 빅데이터
문제의 해결책인 이유



미술품 감정의 예

1991년. 천경자 화백은 미인도가 위작이라고 선언

국립현대미술관 측은 진품이라고 주장

검찰은 진품으로 결론

진품? 

아니면

가짜?

2016년. 이우환 화백이 진품이라고 믿는

작품 13개를 경찰은 모두 위작이라고 발표



미술 위작품 감정

 2008년. 미국의 방송제작업체 NOVA는 반 고흐의
작품 6개를 제시하고 숨어있는 위작품 하나를
찾아내는 챌린지 진행. 참가팀들이 도전하는 과정은
다큐로 제작되서 PBS에서 방송

 프린스턴 대학 수학자 잉그리드 도브시 교수 팀은
웨이블릿(wavelet)이라는 수학이론을 무기로
챌린지에 참가하여 성공적으로 위작을 가려냄



도대체 어떻게? 

• 원작자는 자기 생각의 표현에 집중

• 위작자는 원작과 동일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 따라서 모사과정에서 선과 곡선을 그려낼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주저함’이 숨어있을 것

• 이 주저함을 수학적으로 정량화해서 찾아냄

• 모방작에 숨어있는 ‘주저함’의 정도를 추적한다는

놀라운 관점의 전환!



FBI가 지문으로 범인 찾는 법

현장에서 수거한 지문을 보관하고
있는 수억 개의 지문과 대조해서

같은 것을 찾아라!

어느 세월에 하나하나 비교하지?

Historical Example



아카데미 상을 두 번 받은 수학자

영화 ‘캐리비아의 해적’에서 태풍이 불어
물이 배로 넘치는 장면은 론 페드퀴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유체역학 방정식을
수치적으로 풀어 그려낸 것

Ron Fedkiw (1968년~)

영화 산업의 예



아카데미 상을 두 번 받은 수학자

영화 ‘캐리비아의 해적’에서 태풍이 불어
물이 배로 넘치는 장면은 론 페드퀴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유체역학 방정식을
수치적으로 풀어 그려낸 것

Ron Fedkiw (1968년~)

영화 산업의 예



Kidney model
Diffusion/convection equations

Ct(x,t) = D Cxx(x,t) – (v(x,t) C(x,t))x

+ h (C (x,t) – Cext(x,t)) 

+ act(x,t)

for soluble particles of concentration C, being transported with speed v through the tubules, 

diffusing according to concentration gradients and cross-wall exchange proportional to wall p

ermeabilities h. 

의료의 예

빅데이터 활용 무인진단 및 prediction

의료영상 & Inverse Problems

• 특정인의 생체 데이터를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수집해서 이전

환자들에게서 수집한 생체데이터와 비교한 후 상호유사성 판단

• 이 유사성을 알아내기 위해 고도의 수학적 기법 사용

• 진단 결과 유사성이 상당히 높을 경우에만 병원을 방문해서 정

밀검사를 받도록 하므로 불필요한 병원 방문 감소

실리콘밸리의 가장 hot한 창업 분야이지만

국내에서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



안젤리나 졸리의 선택

유방암 예방을 위해 유방절제수술을 받은
안젤리나 졸리의
뉴욕타임즈 기고문의 끝말

지식이 힘입니다
(Knowledge is power)



• 현대수학 이론의 도입으로 데이터의 본질적인 고유 성질을 수학적 불변량으로 표현
(Computational Topology)

• 통계적 또는 전산적 방식의 빅데이터 접근dmfh 찾아낼 수 없는 shape of 
data 정보를 이용하는 수학의 차별적인 빅데이터 접근법이며, 방대한 양의 고차원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통제하고 다룰 수 있음

Mathematical Data-Analytics



수학자가 만든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 AYASDI - 1150억 원 이상의 투자 유치-

모양이나 형태를 연구하는

위상수학을 이용한

데이터분석기법 TDA(Topological 
Data Analysis)를 창안

유방암 가능성 판단의 정확도 크
게 증가

당뇨병 Type 2 유무 및 6가지
방식의 상이한 처방 중에 무엇이
적정한지까지 자동으로 처방!!

기존에 숫자 위주의 데이터분석법
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의료와
금융 분야의 난제들을 해결



“Machines will replace 

80 percent of doctors”



인류가 부닥친 거대 문제, 기후변화

Ultimately, we want to 

apply these 

techniques to 

important real-world 

problems like climate 

modelling or complex 

disease analysis

-2016 Feb 16 Interview of the 

Guardian with Demis Hassabis-



교통

 베를린시는 대중교통 문제 해결방안 공모 실시

 공모에서 선정된 연구팀(Martin Grötschel 교수)은 Integer programming 방식의
최적화 이론을 적용해서 교통 현황을 반영한 버스 노선의 대대적 변경 및 가변
배차시간표 도입

 1,800대의 버스를 1300대로 줄이고도 시민 대기시간은 획기적으로 줄이는데 성공

 독일은 통일 직후 수도를 본에서 베를린으로 이전

 동 베를린과 서 베를린이 통합된 수도 베를린의
대중교통 문제 심각

 만차된 버스를 보내고 하염없이 다음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의 긴 행렬

 교통 혼잡으로 출퇴근 시간 크게 증가

 통상적 접근: 버스를 증차하자. 버스노선을 늘리자. 



Nate Silver

•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주별 결과를 49/50개를 정확히
예상

• 2008년 미 상원 선거 결과를 35개 모두 정확히 예상
• 2009년 Time지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100인”

으로 선정
• 2012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주별 결과를 100% 정확히 예측

정치학



2012년 노벨경제학상 수상
하버드 수학과 졸업
프린스턴 수학박사
UCLA 수학과 교수

경제학



ICT
 Front runner dilemma

 유럽과 미국등 선진국의 고민: 통신 인프라가 조기 구축되어 오래 전부터
각 가정에까지 구리(copper)선이 연결되어 있음

 초고속 인터넷 시대에 광섬유로 전환하는데 천문학적인 비용 필요

 Q: 구리를 사용한 데이터 통신 속도를 크게 높일 방법이 없을까?

 통상적 접근: 네트워크 속도를 높이자.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해서
국가경쟁력을 높이자

 Bell Labs 수학자들의 대답:
 새로운 matrix inversion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구리선으로 300Mbps까지

데이터 통신이 가능

 현재의 통신 인프라를 향후 10년 동안 사용 가능. 

 이 기간 동안 점진적인 인프라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수
조원 이상의 절감 효과 발생



신소재 개발의 난관

약 17만개의 크리스탈 구조가 알려져 있고 이 중에 4만개가 소
재 개발에 주로 쓰인다

용도에 따라 특정한 물성이 요구되면
 4만 개의 크리스탈을 적절하게 조합해서 만들어지는 소재들

의 빅데이터에서 원하는 물성과 가장 가까운 것을 찾아야…
 무지막지한 규모의 최적화 문제
 현실적으로 불가능
 경험에 의거해서 탐색 대상을 줄인다
 엉뚱한 조합에서 최적의 물성이 나오고…

 위상수학! TDA!

재료





• 아이한테 망치를 주면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
- 훌륭한 지식은 해결책을 찾는 전문가의 능력을 방해할 수 있다

같은 데이터도 여러 방식으로 보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