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공학과 미분방정식 2017년 2학기 첫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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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금요일에. 

* 수업 첫날에 한 거는 4가지로 

 

1. 첫 날은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와서 서로 얼굴 한 번 보고 가는 거 이것이 가

장 중요한 일이다. 

금요일 늦은 시간에 다 들 참석하고 열심히 듣는 모습을 보고 일단 칭찬(강사는 학교와 

회사에서 이렇게 착실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 

 

2. 무슨 수업인지 알고, 강사 이름 알고 홈피와 멜 주소 알아가는 거 

 

환경공학과 미분방정식 

환경공학과에서 개설한 미분방정식 수업(으로 환경공학과 학생에게 필요한) 

환경공학(Evironmental engineering) 과(and) 미분방정식(Differential Equations) : 환경공학에서 연

관된, 필요한 미분방정식을 배우는 수업 

 

곽노태 광노태 강노태 박노태 방노태 

 

www.earthlove.co.kr 지구를 사랑하는 환경, 이젠 쇠락해가는 홈피 

소문자 엘(l)은 대문자 아이(I) 또는 숫자 일(1) 등과 혼동될 수 있어서 … 

 

kimkwag@naver.com 

 왜 김이 곽 앞에 들어가 있는지? 

 

3. 수학/미방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이야기로 빠져들기 시작) 

전엔 수업 이외에 1) 스타크 이야기, 2) 걸 그룹 이야기, 3) 인생 이야기로 많은 시간을 할애 했으

나 이젠 인생 이야기만 조금 할 뿐이다. 

인생에서 정답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해주지 않을 수 없다. 알고 있는 것과 실행은 다르지

만 정답으로 확신하면 실행력도 커진다. 

 

학생에게 이야기하는 인생의 정답은 젊었을 때의 나에게 하는 이야기이고 지금의 나에게도 필요

한 이야기이다. 

 

이 중(인생 이야기) 한가지는 유틸리티 이야기이다. 

 

http://www.earth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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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틸리티를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a) 네이버영어사전 

명사(pl. -ies) 

1.[C] (특히 美) (수도・전기・가스 같은) 공익사업 

the administration of public utilities  

공익사업의 관리 

2.[U] (격식) 유용성 

3.[C] (컴퓨터) 유틸리티(컴퓨터 이용에 도움이 되는 각종 소프트웨어) 

형용사 

[명사 앞에만 씀] 다용도[다목적]의 

an all-round utility player 만능선수 

 

b)네이버 컴퓨터인터넷 IT 용어 대사전  

유틸리티[ utility ] 

광범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것을 말한다. 컴퓨터에서는 다수의 작업이나 목적에 

대하여 적용되는 편리한 프로그램이나 루틴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이용 프로그램 또는 실용 

프로그램이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별로 복잡하지 않으며, 넓은 범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에 따르는 소프트웨어를 유틸리티 

프로그램(utilityprogram)이라 한다. 

 

c) 한 논문 서론에서 발췌 : 유틸리티는 공장 운전에 필요한 전기, 수증기, 공업 용수 및 각종 가

스들로서… 

 

H/W  O/S  Application, utilities 가 중요. 

Applications 는 범용성이 없지만 유틸리티는 범용성이다. 영어, 컴퓨터 능력 등은 유틸리티이다. 

누구나 어디서나 필요하다. 그러나 영어만 컴퓨터만 잘하는 것은 안된다(필요 없다). 여러분이 일

을 하는(어플리케이션)에 맞는 연결되는 영어, 컴퓨터 능력이 필요하다. 

 

수학, 미분방정식도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과학, 공학에 필요한 도구(tools)이다. 즉 유틸리티이다. 

수학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일하는 분야를 잘 알고 수학을 도구로 쓰는 사람이 필요하

다. 

 

수학, 미분방정식 :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3% 미만이다. 우리는 수학을 잘못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이다. 공대에서 수학을 포기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 수학을 피해가려면 많은 기

회와 가능성을 포기해야 한다. 

(드라마 이야기도 했고 월계수 양복점인가 하는데 ‘사나이는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면 된다’ 뭐 이

런 말인데 수학을 두고 하는 말 같기도 한다.) 

(강사가 중, 고 시절 수학 점수 낮았던 이야기도 하고 그러나 미워하지 않고 좋아해서 끝까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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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갈 수 있었다. 여기에는 기사 시험과 기술사 시험 때문이기도 했다. 

산소부족곡선(O2 sag curve)는 기사시험에서서 외워야 하고 기술사 시험에선 미분방정식에서 유도하는 문

제가 나왔었다. 

 

같은 맥락으로 환경공학에 나오는 토목, 건축, 기계, 배관, 전기, 자동화제어 등은 환경공학이다. 

환경공학에서 나오는 필요한 영어, IT 는 영어나 정보기술이 아니라 바로 환경공학이다. 이것은 내

가 할 것이 아니라 토목, 건축, 기계 전공자가 할 일이라면 안된다. 이거 빼고 저거 빼고 피해가

면 남는 것은 하나도 없다. 환경공학에서 나오는 수학, 미분방정식은 환경공학이다. 물론 토목, 기

계, 영어, 수학 등 전공자, 전문가가 있지만 그 정도의 전문적인 지식, 기술이 필요하다면 환경공

학과 이를 연결해주는 인터페이스가 중요하고 이는 여러분이 해야 한다. (어느 정도의) 토목, 기계, 

영어, 수학 지식, 개념을 가지고 

 

<잠깐 쉬고 지구사랑 홈피에 들어 와서> 

알림판과 묻고 답하기 게시판을 열심히 보고 이용하자. 

알림판을 보면 무엇을 해왔는지 알 수 있어 정보 제공이 된다.  

전에 쓰던 것을 맞게끔 수정하고 추가하는 중이며 지금은 ‘알림’판과 ‘묻고답하기’ 게시판과 강의

일정만 맞게 되어 있다. 

 

3. 강의 일정 

 

미래를 조금 알 수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된다. 수업에 임하는 자세로 오늘 무엇을 하는지 

알고 오면 수업 성과가 난다. 

 

 

4. 교재 이야기 

주교재로 하나를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딱 맞는 것을 선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수업 시간에 잘 듣

고 연습문제 풀이 무조건 열심히 하고 지구사람 홈피에 강의요약이 올라가니 이를 또 찬찬히 한

자 한 자 읽어보고 따라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미분방정식 관련 교재는 하나 꼭 있어야 합니다. 책은 사 놓고 꽂아만 두어도 그 값어치

를 다 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이 미분방정식을 하겠다는 결심이 바로 교재입니다. 일반적인 공업

수학 책이나 (상)미분방정식 책 하나를 사면 됩니다. 아래 있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해석학적 풀이 

(1) 미분방정식과 그 응용(안인경, 최정환, 경문사) : 앞 부분(전체 중 반) 

 전에 썼던 교재. 쉽지만(그래도 만만치 않음) 절판(?)으로 구하기 어려울 듯 

 

(2) Dennis g. zill - a first course in differential equations, 10th ed 

 요즘 강사가 열심히 보고 있는 책 



 

(3) Kreyszig 공업수학(상): 상미분방정식 선형대수 벡터미적분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사용된 교재. 아들 대학교 때 교재로 같이 풀었음 

 

(4) Fundamentals of Differential Equations and boundary Value Problems(NAGLE, SAFF, SNIDER) 

 전에 참고용으로 사용한 교재 

 

(5) 미분적분학과 해석기하학(Thomas & Finney) : 미분방정식 부분 

  

(6) Advanced Engineering Mathematics 10th Edition 

 

수치해석 풀이 

(1) Chapra 응용수치해석 3ed. 

(2) 매트랩의 기초(박민기 등 역, 인터비젼) : 미분, 적분, 미분방정식, 라플라스 변환, Matlab 사용한 

해석학적 (미분방정식) 풀이 

(3) 공학설계를 위한 MATLAB 수치해석 입문(박정수 역, 아진) : (방정식, 행력 등) + 미분, 적분, 

미분방정식 

 

 

5. 평가 방법은  

평가 방법 : 100점 만점으로 

 

1) 출석 20점 : 15주 수업에서 시험 2주 빼고 13번인데 약 10번 출석 부르면 하루 출석에 2점 가

져간다. 따라서 하루 결석하면 시험문제 하나 더 맞히면 된다(사실 불가능, 결석 학생은 시험 점

수가 급격히 낮아진다). 

 

2) 과제물 30점 : 약 10번 나가니까 한 번에 3점씩 저금하게 된다. 과제는 자신이 자신의 머리로 

풀어야 한다. 베끼면 정말 안 된다. 학점이 아니라 인생길이 잘못되기 시작한다. 착하게 살자 라

는 뜻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된다. 

 

3) 시험 50점 

 중간시험 20점 : 필기 20점으로 

 기말시험 30점 : 필기 30점, 수치해석 실습이 한 번 있으나 이를 필기시험으로 

 

* 중간시험을 못 보면 그만이다. 역전 이야기, 기차 역 앞이 아니라 … 

 

출석 잘하고 과제물 잘하면 시험 잘 보고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2017-08-29, 곽노태 

 

 



미분방정식(Differential Equation) 

 

1. 개요 

도함수(미분식)이 들어가 식 

 

미분방정식을 풀다. 해를 구하다.  미분방정식에서 원 식을 구한다. 

 

(예) 상미분방정식 

변수가 2개로 하난 종속변수 다른 하난 종속변수 

y = f(x)  y’ = f’(x), y’ = 2x  y = x^2 

 

일반식 

f(y, y’, y’’, … x) = 0, y + y’’ = 0, y = -y’’, y = e^(-x) 

 

1계(1st order), 2계(2nd Order)  

 

(예) 편미분방정식 

변수가 3개 이상으로 하난 종속변수 다른 2개 이상은 독립변수 

z = f(x, y) 𝑜𝑟 𝑦 = 𝑓(𝑥, 𝑡) 

일계 편미분식 f (y,
∂y

∂x
,
∂y

∂t
, x, t) = 0 

이계 편미분식 f (y,
∂2𝑦

𝜕𝑥2
,
∂2𝑦

𝜕𝑡2
,

∂2𝑦

𝜕𝑥𝜕𝑡
,
∂y

∂x
,
∂y

∂t
, x, t) = 0 

 

편미분방정식은 완전미분식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다(상미분식에서 편미분식을 살펴본다). 

z = xy + sin(x) 
∂z

∂x
= y + cos(𝑥) ,

∂z

∂y
= 𝑥 

∂z

∂x
+  

∂z

∂y
= 𝑥 + 𝑦 + 𝑐𝑜𝑠(𝑥) → z =

x2

2
+

y2

2
+ sin(x) + C 

 

 

2. 미방(풀이)이 필요한 것은? 

(1) 자연현상을 이해하고 공학적으로 응용하기 위해 수학, 특히 미방이 필요하다. 

    수학은 우주, 세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유일한 언어(개념, 사고, 도구)이다. 

 

(2) 미방은 일반적인 많은 공식(우주, 세상을 설명하는)에 앞선 식(개념, 사고)로 나타난다. 

 

(3) 우주, 세상을 모방하는 Modelling, Simulation 에서 미방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다. 

 

(4) 구체적으로 양자역학(전자분포 확률 등), 유체역학(유체 흐름 방정식 등), 열역학(열방정식 등), 

전자기장, 우물공식, 물질 이동(확산, 분해 등 포함)에서 기본적인 개념, 도구로 사용된다. 



(5) 우린 미분방정식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하더라도 꾸준히 본 수업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

면 미분, 적분, 함수(삼각, 로그 등), 벡터, 행렬 등에 대한 이해를 크게 늘릴 수 있으며 수와 수식 

계산을 반복하여 수학에 대한 반감, 불안감 등을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3. 미방에 앞선(또는 연결된) 수학 소재로는 

(1) 함수 

함수란?  

이차함수(3차, …), 삼각함수, 지수함수, 대수함수, 쌍곡선함수 ,,, 

 양함수, 음함수, 역함수 

(2) 미분, 적분 

 미분(Differentiation), 도함수(Derivatives) 

 적분(Integration), 부정적분, 정적분 

 

담주에 미,적분을 조금 살펴본다. 기억이 가물하거나 혹 미적분을 미워하여 얼굴조차 마주치기 싫

어했다면 이번 기회에 얼굴을 익혀 보기로 하자. (일주일 남았으므로 학교나 집에서 한 두번 고등

학교나 대학교 수학책을 슬쩍 보는 것을 권장함) 

 

 

4. 전에 쓴 ‘수학과 드라마’를 다시 옮겨본다. 

수학은 TV 드라마 보기 

 

미분방정식 드라마는 수학 드라마 시즌25이다. 초등학교 때부터 한 학기에 수학 드라마 하나씩 봐왔다.  이

제 여러분은 미분식 드라마를 보고 있다. 잘 보지 않던 드라마인 학생이 대부분이다. 재미없고 잘 모르고, 

어떤 학생은 싫어하는 드라마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수학은 공대생에게는 잘하지는 못해도 포기하면 안되는 그런 것이다. 

이 미방드라마도 여러분은 꼭 봐야 한다. 재미없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전에 보지 않던 드라마라도. 그래

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강조했다. 기초가 없다 해도 너무 기초를 공부하지 말고 현재 나아가는 수업에 충

실하고 잘 모르는 것은 그냥 외우고 지나가고 짬을 내어 조금 아래로 내려고 아주 조금만 알아보고 다시 나

와 지금 수업 진도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미방 드라마를 계속 꾸준히 보는 것이 중요한다. 이러 저런 핑계로 넘어가지 말고, 또 드라마를 볼 때는 집

중해서 봐야한다. 전화 걸러 나가고 먹을 거 찾으러 돌아다니고 컴퓨터에서 인터넷 해가며 보고 이럼 내용

을 잘 모르게 된다. 현재 무슨 내용이지 잘 몰라 재미가 없지만 계속 꾸준히 보다 보면 대충 알게 되고 재

미도 늘어난다. 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지? 전 드라마를 보지 않았기에 모른다. 그래도 그냥 보게 되면 

아 저래서 그런 거 아닌가?하고 나름대로 논리를 만들어내고 여러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그 논리를 수정하고 

보완하고 나름대로 좀더 세련되게 가다듬게 된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다. 

 

미방도 같다.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수업에 참석하여 집중해서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영화를 

봐도 잘 아는 사람이 있고 보고 나도 무슨 이야기인지 주인공이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다. 그



것은 중요하지 않다. 전부터 드라마를 잘 보아왔던 학생은 잘 이해할 것이고 이제부터 봐야지 하는 학생은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계속 잘 모르더라도 재미없더라도 혹 싫어할 지라고 마음을 편안히 하고 

너무 모르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을 나름대로 듣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안되면 그냥 

외우고(그 남자는 그 여자를 왜 그런지 모르지만 미워한다. 이렇게) 계속 다음 드라마 다음 드라마를 본다. 

빠짐없이. 

 

그러다 보면 전 이야기 회상이라든지 특집으로 전의 이야기 요약이라든지 하여 또 반복되는 이야기가 나오

므로 이때 전의 이야기(즉 수학 기초)을 맛 볼 수 있게 된다. 그 때 열심히 듣고 문제 풀어보고 나름대로 이

해하고 외우면 된다. 

 

계속 강조하는 것은 힘들더라도 현재 나아가는 진도에 맞춰 잘 모르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굴하지 않고 포기

하지 않고 뻘쯤 하더라고 참고 견디고 집중해서 드라마를 보는 것이다. 가끔 옆사람에게 물어보고 왜 그 사

람을 자동차를 팔았데? 그 여자는 누구야? 이혼한 전 마누라인가? 

 

너무 기초가 없다고 하여 전 드라마 내용을 모른다고 비디오 쌓아 놓고 10편을 보자고 하면 안된다. 더 힘

들고 어렵고 현재 드라마도 보기 어렵게 만든다. 그냥 잠깐 조금만 보고 넘어가야 한다. 결국 사람은 자신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과 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 나가는 것도 힘든데 전의 기초까지 해야 한다면 

그야말로 초인적인 노력과 힘이 필요한다. 그럴 수 있는 학생은 없다고 본다. 지금 상태를 버티는 것 조차 

힘들다. 

 

이것은 영어 책 읽기와 같다. 진도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냥 읽어 나간다. 필요하면 한 두개 모르는 

단어를 찾아보지만 매번 모르는 단어를 다 찾아보면 절대로 책을 읽을 수 없다. 

잘 모르지만 전체 내용이 희미하지만 그런대로 나름대로 내용을 스토리를 논리를 이해하고 만들어가면서 나

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인생도 마찬가지 이다. 

전엔 건축물에 비유했다. 옛날에는 피라미드처럼 기초를 아주 튼튼히 하고 천천히 올라간다고. 지금은 삼각

형이 아니라 뽀족한 네모로 올라간다. 빌라는 아래층에 주차장 만든다고 기둥만 몇 개 놓고 올라간다. 요즘

은 톱다운 공법도 많이 사용된다. 

너무 많은 정도와 지식 그리고 시간에 따른 급변화 때문에 한가하게 기초만 쌓을 수는 없다. 정보가 지식이 

필요하면 현재 나아가는 일, 프로젝트는 계속 나아가고 정말 필요한 정보 지식을 현재 자신의 능력과 크기

에 맞게 가져와야 한다. 필요한 정조와 지식의 기초부터 알아야 한다면 힘들다. 

 

결론은 시간과 노력을 더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잘 모르므로 현재 드라마를 보고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

래서 틈을 내어 전 드라마를 봐야한다. 이것을 꾸준히 해야 한다. 장거리 마라톤으로 꾸준함이 필요하다. 단

거리 경주처럼 기초에 몰두하면 경기를 포기하게 된다. 천천히 뛰어가는 지금도 힘들다. 여러분은 뛰어가면

서 기초를 아주 조금씩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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