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orkshop 개최 계획(안)

1. 제목: 예측모델의 불확실성 완화 및 개선을 위한 수치알고리즘 분석

2. 일시 및 장소
∎ 2018년 6월 29일 (금) 오전 10:00 ~ 18:00
∎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연구교류센터(CAMP) 중형회의실

3. 추진방향 및 목표
∎ 기상, 해양, 극지방 빙하의 예측모델의 국내연구 동향 및 기술력 분석
∎ 국내 예측모델 개발자(공학자)와 수치분석학자(수학자)가 한 자리에 모여 예
측모델의 수치알고리즘 문제점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의논하고 이를 통
한 예측모델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개선하여 국내 예측기술의 연구력 향상 
및 국내 관련 연구진들의 연구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

4. 발표내용
∎ 전산유체역학과 이와 관련한 수치기법 기술 동향 소개 및 분석 토의
 Panel:
 (1) 안형택교수 (울산대 조선해양공학부) - 공학분야 CFD해석 기법소개 및 이슈와 

발전방향 
 (2) 김필수교수 (경북대 수학과) - High order semi-Lagrangian method and its 

applications
 (3) 김창호교수 (건국대 전산학과) - Hybrid WENO Schemes for the 

Compressible Ideal Magnetohydrodynamics Equation
 (4) 이병준 교수 (가톨릭대 수학과) - Level set method를 기반으로 한 

Incompressible Navier-Stokes Equation의 수치적 근사법에 관한 고찰

∎ 예측모델의 기술동향 및 이슈
Panel:
 (1) 함수련, 문자연 (APEC기후센터) - APCC 계절기후예측 시스템 소개
 (2) 진경박사 (극지연구소) - Status and plan of ice sheet modeling in KOPRI
 (3) 김영호박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자료동화기법을 적용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의 해양/기후 예측
 (4) 남현박사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 한국형 수치예보 모델 KIM(Korean 



Integrated Model)의 개발에 있어서 역학코어에 적용 된 수치 기법 소개

∎ 영상처리와 최적화 통한 예측모델의 성능 향상 방안 토의
 Panel:
 (1) 윤상민교수 (국민대 컴퓨터공학부) - 영상기반 3차원 복원 기술
 (2) 박영규 단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라그랑지안 입자모형을 이용한 양부유물의 

이동예측
 (3) 강명민박사 (서울대학교 수학과) - Introduction to optimization algorithm
 (4) 장연식박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연안역 Surf Zone 모델링의 한계 및 개선방

향
 
∎ 유체관련 방정식의 수치해 습득 기법 및 예측모델에 적용 방안 토의
 Panel:
 (1) 민조홍교수 (이화여대 수학과) - Shape optimization through function 

optimization
 (2) 김기환박사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 지구시스템 수치 모델링에서 구면 

격자변환 방법들과 개선점
 (3) 김상일교수 (외국어대 대기환경연구센터) - State estimation comparison for 

a high-dimensional nonlinear system by particle-based filtering 
methods

5. 일정표

시간 주제 진행자 소속

Session 1. 전산유체역학과 이와 관련한 수치기법 기술 동향 소개 및 분석 토의

10:00-10:30
High order semi-Lagrangian method and its 

applications
김필수 경북대

10:30-11:00
Hybrid WENO Schemes for the Compressible 

Ideal Magnetohydrodynamics Equation
김창호 건국대

11:00-11:30
공학분야 CFD해석 기법소개 및 이슈와 

발전방향
안형택 울산대

11:30-12:00
Level set method를 기반으로 한 

Incompressible Navier-Stokes Equation의 
수치적 근사법에 관한 고찰

이병준 가톨릭대

12:00-13:00 점심



시간 주제 진행자 소속

Session 2. 예측모델의 기술동향 및 이슈

13:00-13:30 APCC 계절기후예측 시스템
함수련, 
문자연 

APEC
기후센터

13:30-14:00
Status and plan of ice sheet modeling in 

KOPRI
진경 KOPRI 

14:00-14:30
자료동화기법을 적용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해양/기후 예측
김영호 KIOST

14:30-15:00
한국형 수치예보 모델 KIM(Korean Integrated 
Model)의 개발에 있어서 역학코어에 적용 된 

수치 기법 소개
남현 KIAPS

시간 주제 진행자 소속

Session 3. 영상처리와 최적화 통한 예측모델의 성능 향상 방안 토의

15:00-15:30 영상기반 3차원 복원 기술 윤상민 국민대

15:30-16:00
라그랑지안 입자모형을 이용한 양부유물의 

이동예측
박영규

KIOST

16:00-16:30 Introduction to optimization algorithm 강명민 서울대

16:30-17:00 연안역 Surf Zone 모델링의 한계 및 개선방향 장연식 KIOST

시간 주제 진행자 소속

Session 4. 유체관련 방정식의 수치해 습득 기법 및 예측모델에 적용 방안 토의

17:00-17:30
지구시스템 수치 모델링에서 구면 격자변환 

방법들과 개선점
김기환 KIAPS

17:30-18:00
Shape optimization through function 

optimization
민조홍 이화여대

18:00-18:30
State estimation comparison for a 

high-dimensional nonlinear system by 
particle-based filtering methods

김상일 외국어대

18:30-19:00 정리 (예측모델의 과학적 질문 및 연구방향) 

19:00-20:30 만찬

6. 식사 (점심과 저녁이 제공됨)
 - 점심: 구내식당, 12:00 ~ 13:00
 - 저녁: 만찬장(차후공지), 19:00~2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