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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istorical Study on the Representations of
Diffusion Phenomena in Mathematical Models for

Population Changes of Biological Species
생물 종의 개체 수 변화를 기술하는 수학적 모델의

확산현상 표현에 대한 역사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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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mathematical population ecology which is an academic field that studies how
populations of biological species change as times flows at specific locations in their
habitats, PDE models have been studied in many aspects and found to have differ-
ent properties from the classical ODE models. And different approaches to PDE
type models in mathematical biology are still being tried currently. This article in-
vestigate various forms to express diffusion effects and review the history of PDE
models involving diffusion terms in mathematical ecology. Semi-linear systems
representing the spatial movements of each individual as random simple diffusion
and quasi-linear systems describing more complex diffusions reflecting interspe-
cific interactions are studied. Also it introduce a few of important problems to be
solved in this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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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수리생물학(mathematical biology)의 한 분야인 개체 수 생태학(population ecology)

이 다루는 수학적 모델에서 일정한 영역의 서식지 안에서 상호작용하는 두 생물 종의 개

체수 변화를 나타내는 방식에 대하여 이전의 연구 [36]에서 살펴보았다. 이 논문에서는 두

생물 종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서식 영역 안에서 개체들의 무작위 이동을 고려하는 확산

(diffusion)의 개념을 도입한 수학적 모델의 역사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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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 수 생태학 (population ecology)은 1924년 Lotka의 논문과 또 그와 독립적인 연

구인 1926년 Volterra의 논문에서 시작되었다. 이 논문에서 제안되었던 식 (1.1)과 (1.2) 형

태의 모델들은 이후에 각각 Classical Lotka-Volterra Prey-Predator Model과 Classical

Lotka-Volterra Competition Model이라 일컬어지고 있다 (이 모델들에 대한 자세한 설

명은 [36] 참조). 
∂u
∂t = u(a− bv) for t ∈ (0,∞),
∂v
∂t = v(−c+ du) for t ∈ (0,∞),

u(0) = u0 ≥ 0, v(0) = v0 ≥ 0

(1.1)


∂u
∂t = u(a1 − b1u− c1v) for t ∈ (0,∞),
∂v
∂t = v(a2 − b2u− c2v) for t ∈ (0,∞),

u(0) = u0 ≥ 0, v(0) = v0 ≥ 0

(1.2)

Classical Lotka-Volterra Model들은 상호작용하는 생물 종의 개체 수 밀도 사이의 관

계식을 아주 단순화된 상미분방정식으로 나타내고 있지만, 이 모델에 기초한 계산들이 실질

적으로 가치가 있는 여러 결과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이 분야의 새로운 연구들의

기초가 되고 있다.

초기의 Classical Lotka-Volterra 모델은 시간을 변수로 생물 종의 개체 수 밀도 사이의

관계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어서, 개체들의 공간적인 분포의 변화 (spatial variation)는

고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개체들이 위치에 따라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모델의 필요성에 의하여 시간 변수와 공간 변수를 함께 고려하는 편미분방정식 형태

가 이어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안된 방정식들은 정해진 서식 공간 안에서

두 생물 종 개체들의 확산효과 (diffusion effects)와 두 종 사이의 상호작용을 수식화하여

개체 수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다. 확산효과를 도입한 초기 모델의 간단한 예로

경쟁관계 모델 (1.2)에 확산계수 d1, d2 를 추가한 다음과 같은 ‘반선형 (semilinear)’ 모델

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 반선형 미분방정식이란 미분의 차수가 가장 높은 항들이 선형

(linear)인, 즉 함수 u의 최고차미분에 곱해진 계수가 함수 u에 의존하지 않는 형태의 미

분방정식을 말한다.
∂u
∂t = d1∆u+ u(a1 − b1u− c1v) for t ∈ (0,∞), X ∈ Ω
∂v
∂t = d2∆v + v(a2 − b2u− c2v) for t ∈ (0,∞), X ∈ Ω
∂u
∂ν = ∂v

∂ν = 0 on ∂Ω× (0,∞),

u(X, 0) = u0(X) ≥ 0, v(X, 0) = v0(X) ≥ 0 for X ∈ Ω

(1.3)

위에서 Ω가 R2 의 영역인 경우, X = (x, y)를 나타내며, 함수 u(X, t)에 대하여 ∆u =

uxx + uyy 를 의미하며, v(X, t)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ν는 영역 Ω의 경계인

∂Ω의 바깥쪽 방향의 법선벡터를 나타낸다. 그리고 위 식에서 나타나는 상수들 di, ai, bi,

ci (i, j = 1, 2)에 대한 설명은 제2절에서 모델 (2.6)에 대한 부분과 같다. 제2절에서 (1.3),

(2.6)를 포함하는 반선형 모델들에 대하여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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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무작위적 움직임에 의한 확산을 나타내는 항들 d1∆u와 d2∆v를 더 일반적인 형

태로 나타낸 ‘준선형 (quasilinear)’ 모델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준선형 미분방정

식이란 미분의 차수가 가장 높은 항들에 곱해진 계수가 더 낮은 차수의 미분들로 이루어진

형태의 미분방정식을 말한다. 준선형 모델의 한 예로 다음의 식 (1.4)는 경쟁관계 확산모델

(1.3)에서 확산을 나타내는 항들을 일반화한 형태이다.
∂u
∂t = ∆[u(d1 + α11u+ α12v)] + u(a1 − b1u− c1v) for t ∈ (0,∞), X ∈ Ω
∂v
∂t = ∆[v(d2 + α21u+ α22v)] + v(a2 − b2u− c2v) for t ∈ (0,∞), X ∈ Ω
∂u
∂ν = ∂v

∂ν = 0 on ∂Ω× (0,∞),

u(X, 0) = u0(X) ≥ 0, v(X, 0) = v0(X) ≥ 0 for X ∈ Ω
(1.4)

위 식에 새로 등장하는 상수들 중에서 α11 과 α22 는 self-diffusion, α12 과 α21 는 cross-

diffusion 계수라고 일컬어지며, 이들을 도입함으로써 상호작용하는 종들의 확산 정도가

서로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다양한 상황을 식으로 표현하게 되었다. 제3절에서 이러한

준선형 모델들에 대하여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제4절에서는 확산을 고려한 모델들에 대하여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몇 가지

연구 주제들에 대하여 살펴본다.

2 무작위 확산을 도입한 반선형 (semilinear) 모델들

생물 종들 사이의 상호작용은 공간변수에 대한 개체 수 밀도 함수의 변화율 자체보다는

영역의 임의의 극소 부분에서 그 지점을 통과하는 개체 수 흐름의 총량 (the net popula-

tion flux)과 밀접하다. 따라서 생물 종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수식으로 적절히 표현하고자

할 때 각 개체의 이동 기제에 대한 분석이 바탕이 된다.

생물 개체의 이동 기제를 나타내기 위하여 앞서 알려진 비생물적인 양들의 이동에 대

한 여러 현상들을 생각해볼 수 있다. 온도의 분포가 고르지 않은 공간에서 열이 온도가

높은 부분에서 낮은 부분으로 흐르는 전도현상 (conduction)이 일어나고, 물질의 밀도가

고르지않게 분포된 경우 물질의 흐름이 밀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형성되는 확산현

상 (diffusion)이 일어난다. 또 공기의 흐름에 따라 열이 이동하는 대류현상 (convection)

이나 이류현상 (advection)도 있다. 생물 개체들의 이동 기제는 물질이나 열의 이동과는

다르지만, 생물 개체 수 밀도의 확산에 대한 연구의 시작 단계로 개체들이 통계적 물리에서

생각하는 입자들과 같이 무작위로 이동한다고 가정하는 연구들이 나타났다. 1906년에 발

표된 Pearson과 Blakeman [27]의 연구와 1911년에 발표된 Brownlee [3]의 연구 등에서

그러한 생각들이 시작되었고, 이후 유전자의 확산이나 전염병의 확산 모델에 개체들의 무작

위 이동을 적용한 1937년 Fisher [6], 1937년 Kolmogorov et al. [16], 1948년 Kendall

[12] 등의 연구들이 이어졌다. 생물 개체군의 무작위 확산에 대한 수학적 이론은 195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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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ellam [37]에 의하여 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확산을 도입한 초기 모델의 예로 1937

년에 Fisher [6]에 의하여 제시된 1차원 모델은 다음과 같다.
∂u

∂t
= ku

(
1− u

K

)
+ d

∂2u

∂x2
(2.5)

여기에서 k, d, K 는 양의 상수이다. 이 모델은 어떤 종의 집단에서 선호되는 유전자의

공간적 확산을 표현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이었다.

‘무작위적 운동에 의한 확산’ 효과를 고려하여 확산계수 d1, d2 를 갖는 (1.3) 형태의 모

델들과 그 해에 대하여 광범위한 연구들이 계속 이어졌다. 이들 연구에서 다루었던 여러

생태학적 모델의 예로 Lotka-Voltarra Prey-Predator Model을 확장하여 얻은 ‘반선형

포물형 (semi-linear parabolic)’ 시스템 (1.3)과 다음의 (2.6) 등을 들 수 있다.
∂u
∂t = d1∆u+ u(a1 − b1u− c1v) for t ∈ (0,∞), X ∈ Ω
∂v
∂t = d2∆v + v(−a2 + b2u− c2v) for t ∈ (0,∞), X ∈ Ω
∂u
∂ν = ∂v

∂ν = 0 on ∂Ω× (0,∞),

u(X, 0) = u0(X) ≥ 0, v(X, 0) = v0(X) ≥ 0 for X ∈ Ω

(2.6)

여기에서 서식공간을 나타내는 Ω ⊂ Rn는 유계인 매끈한 영역이고, di, ai, bi, ci (i = 1, 2)

들은 양의 상수이다. 식 (2.6)에서 u = u(X, t)와 v = v(X, t)는 음이 아닌 함수들로서, 두

종의 개체 수 밀도를 나타낸다. d1과 d2는 두 종 각각의 확산계수(diffusion rates)를 나타

내고, a1과 a2는 종 내에서의 성장률(the intrinsic growth rates), b1과 c2는 종 내에서의

경쟁 (the intra-specific competitions), b2 와 c1 는 두 종 사이의 경쟁 (the inter-specific

competitions)을 나타내는 계수들이다.

-

6

x
x0

u

�����������?? ?

-

6

x
x0

u

��������������
?? ?

Figure 1. The rate of change ut increases as the absolute value of uxx increases in the
equation ut = uxx (the smoothing effect of diffusion); ut = uxx 일 때에는 uxx 의 절댓값
이 클수록 시간에 따른 변화율 ut 도 커진다 (확산의 smoothing effect).

서식공간인 유클리드 공간의 한 영역 Ω ⊂ Rn 내의 각 위치 X 와 시간 t에 대하여 상

호작용하는 두 생물 종의 개체 수 밀도를 각각 함수값 u(X, t)와 v(X, t)로 나타낸다. 서

식영역 안에서 각 개체들이 확산하는, 즉 퍼져나가는 행태는 그 종의 특성에 따라 다양

하다. 그 중 가장 단순한 행태는 열, 화학물질의 농도, 미생물의 밀도 등과 같이 밀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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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각 개체가 확률적으로 퍼져나가는 ‘무작위적 운동에 의한 확산

(diffusion by random motion)’방식이다. 이러한 무작위적 운동에 의한 확산을 수학적

모델에서 ∆u, ∆v 항들을 이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 여기에서 ∆u은 함수 u = u(X, t)

의 공간변수 X = (x1, x2, · · · , xn)에 대한 2계 편미분들의 합을 나타낸다. 즉, ∆u =

ux1x1
+ ux2x2

+ · · · + uxnxn
이다. 가늘고 긴 유리관 속에 미생물을 배양하는 경우에는

서식공간을 1차원 유클리드 공간의 한 영역 Ω ⊂ R로 나타낼 수 있다. 이때 ∆u는 함수

u = u(x, t)의 1차원 변수 x에 대한 2계 미분을 나타내게 된다. 즉 ∆u = uxx 이다. 위의

⟨Figure 1⟩의 두 그림에서 함수 u의 그래프가 더 볼록할수록 2계 미분 uxx 의 절댓값이

크다. 이 사실에 의하여 ∆u = uxx 꼴의 미분방정식의 해가 되는 함수 u = u(x, t)는 x-

축을 따라 밀도의 변화가 심한 영역에서는 시간에 따른 변화율 ut 가 커지는 성질을 갖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확산 (diffusion)의 smoothing effect라고 한다. 여기에서 ut = uxx

는 열 방정식 (the heat equations)의 기본형이며 확산방정식 (diffusion equation)이라고

도 불린다.

반선형 포물형에 대한 연구는 1952년 Turing [41], 1959년 Carslaw [4], 1975년 Mur-

ray [23], 1977년 Othmer [25], 1978년 Mimura and Nishida [22], 1978년 Conway,

Hoff, and Smoller [5], 1982년 Kishimoto [13], 1983년 Kishimoto, Mimura, and Yo-

shida [14] 등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하여 확산을 고려한 반선형 포

물형 모델들이 상미분방정식 시스템으로 표현되었던 (1.1)과 (1.2) 형태의 classical model

들과 비교하여 다른 성질을 가진다는 사실을 여러 측면에서 밝혀졌다. Turing은 [41]에서

서로 상호반응하는 두 종류의 화학물질이나 유전물질의 확산에 대한 모델들로 위의 (1.3),

(2.6)과 유사한 반선형 시스템 형태의 모델을 연구하여 균일하지 않은 패턴을 가지는 안정적

인 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중요한 특성을 밝혀냈다. 이는 이전의 상미분방정식 시스템에서

는 발견할 수 없는 성질이었다. 그리고 또 상미분방정식 시스템에서는 안정적이었던 균일한

해가 확산 (diffusion)이 포함된 반선형 미분방정식 시스템에서는 비안정적으로 바뀐다는

‘diffusion-driven instability’, 혹은 ‘Turing intstability’라고 불리는 사실도 밝혀졌다.

Diffusion이 포함된 반선형 Lotka-Volterra 시스템에 대하여 상수 평형상태들의 안정성은

항상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서식영역 Ω의 크기와 경계조건 등에 의존하는데, Ω가 유계이

면 상수가 아닌 안정적인 평형상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23], [22] 등의 논문에서

밝혀졌다. 따라서 유계인 영역에서 정의된 반선형 Lotka-Volterra 시스템으로부터는 공

간적 변이가 있는 평형상태를 얻을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5]와 [25]에서 얻어진 결과는

일반적으로 이류 항 (advection terms), 확산계수 (diffusion), 비선형 반응함수 (nonlinear

reactions), 임의의 초기 조건, zero Neumann boundary conditions을 가지는 weakly

coupled multi-species systems에 대하여, 확산계수가 어떤 값 이상이면 그 해는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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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적으로 균일한 함수로 지수적으로 수렴한다는 사실이다. 즉, 확산계수의 smoothing

effect가 반응함수의 source and sink effect보다 강하면 공간적인 패턴이 점근적으로 나

타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비교하여 세 가지 생물 종에 대한 Lotka-Volterra 시스템은

안정적이면서 공간적으로 균일하지 않은 진동하는 평형상태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 [13]

와 [14]에서 보여졌다. 이후 2008년 [35]에서 Lotka-Voltarra Competition 모델을 확장

하여 얻은 반선형 포물형 (semi-linear parabolic) 시스템 (1.3) 에 대하여 시간에 따르는

대역적인 해 (time global solutions)의 점근적인 성질을 규명하였다.

3 상호작용이 반영된 복합적 확산을 도입한 준선형 (quasi -linear) 모델들

반선형 포물형 (semi-linear parabolic) 시스템의 확산 항들 d1∆u 와 d2∆v는 서식 공

간에서 두 생물 종이 비유기체의 움직임처럼 무작위적으로 이동한다는 가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이 합당한 생태학적 상황들도 있지만, 어떠한 위치나 개체 구성

방식에 대한 선호, 기피의 경향이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 Skellam은 1951년 [37], 1972

년 [38], 1973년 [39]의 연구에서 생물학적 확산이 단순히 무작위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동물 집단의 움직임은 단순히 퍼져나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곤

충, 어류, 새들이 무리를 이루어 움직이는 것이나, 들소 등이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것은

확산과는 반대되는 현상으로 개체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행동양식에 기인하는 효과이다.

동물의 움직임이 비유기체의 운동과 다른 점으로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확산 (spreading)’

과 ‘응집 (concentration)’의 미묘한 균형이다. 개체들의 확산이 생물 종의 내부적 관계, 또

는 다른 생물 종과의 외부적 관계와 결합되면, 생태계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다 (1952

년 Segel and Jackson [30], 1974년 Levin [20]). 이는 형태형성학 (morphogenesis)의

동역학 이론 (the dynamic theory)에서 유명한 튜링효과 (Turing effect, 1952년 Turing

[41])를 생태학에 적용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생물 종의 개체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시간에 따르는 개체들의 흐름을 형성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반선형 (semi-linear)

시스템에서 다루었던 확률적 단순 확산이 아닌 상호작용이 반영된 복합적인 확산을 도입

한 것은 1978년 발표된 Shigesada, Kawasaki, Teramoto의 논문 [31]이다. 그 논문에서

다음의 식 (3.1) 을 포함하는 종류의 준선형 (quasi-linear) 시스템을 제시하고 그에 대하

여 수치해석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그들이 얻어낸 결과는 (3.1)과 같은 종류의 준선형

시스템이 공간적인 변화를 갖는 안정적 평형 상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었고, 이 결과는

준선형 (quasi-linear) 시스템이 반선형 (semi-linear) 시스템과는 다른 성질을 갖는다는 사

실을 의미한다. 준선형 시스템 (3.1)은 무작위적 움직임에 의한 확산을 나타내는 diffusion

term d1∆u와 d2∆v를 더 일반적인 형태로 나타낸 포식자-먹이 관계의 반응함수를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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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이다.
∂u
∂t = ∆[u(d1 + α11u+ α12v)] + u(a1 − b1u− c1v) for t ∈ (0,∞),
∂v
∂t = ∆[v(d2 + α21u+ α22v)] + v(−a2 + b2u− c2v) for t ∈ (0,∞),
∂u
∂ν = ∂v

∂ν = 0 on ∂Ω× (0,∞),

u(X, 0) = u0(X) ≥ 0, v(X, 0) = v0(X) ≥ 0 in Ω

(3.1)

여기에서 서식공간을 나타내는 Ω ⊂ Rn 는 유계인 매끈한 영역이고, αij (i, j = 1, 2)는

음이 아닌 상수들이고, di, ai, bi, ci (i = 1, 2)들은 양의 상수이다. 통상적으로 α11 과

α22 는 self-diffusion pressures라고 부르며, α12와 α21은 cross-diffusion pressures라

고 부른다. αij (i, j = 1, 2)을 도입함으로써 시스템 (3.1) 은 서로 경쟁하는 반응관계에

있는 두 생물종의 확산에 서로의 공간적 분포가 압력으로 영향을 주는 다양한 상황을 반

영할 수 있게 되었다. α11 = α12 = α21 = α22 = 0이면 시스템 (3.1)은 Lotka-Voltera

competition-diffusion system (2.6) 이 된다. Cross-diffusion과 self-diffusion이 포함

된 준선형 Lotka-Volterra 시스템에 대하여 증명된 사실들을 바탕으로 하여, 일반적으로

Self-diffusion은 공간적 변이를 없애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Cross-diffusion은 시스템의

해에 대하여 불안정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믿어지고 있다. 그와 관련된 결과로서,

[8] 에서 cross-diffusion과 self-diffusion을 갖는 생태학적 개체수 변화 모델을 구성하

여, cross-diffusion이 두 생물종이 서식 공간 내에서 지역을 나누어 분리되는 평형상태를

가질 수 있음을 보였다. cross-diffusions에 대한 더 자세한 이론적 배경은 Okubo and

Levin [24]을 참조할 수 있다.

준선형 시스템 (3.1)과는 다른 형태의 반응함수를 가지는 모델에 대한 연구로 [15], [19],

[26], [29], [35], [40], [42] 등이 있다. 예를 들어 [35] 에서 Holling type의 반응함수를

가지는 다음의 준선형 시스템 (3.2)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논문에서 시스템 (3.2)

의 해에 대한 W 1
2 bound를 얻고, 그를 바탕으로 해의 시간에 따른 대역적 존재성을 증명

하였다.
ut = (d1u+ α12uv)xx + u(a1 − b1u− c1v

1+qu ) in [0, 1]× (0,∞),

vt = (d2v + α21uv)xx + v(a2 +
b2u
1+qu − c2v) in [0, 1]× (0,∞),

ux(x, t) = vx(x, t) = 0 at x = 0, 1,

u(x, 0) = u0(x) ≥ 0, v(x, 0) = v0(x) ≥ 0 in [0, 1],

(3.2)

여기에 새로 등장하는 계수 q는 양의 상수를 나타낸다. 이러한 형태의 반응함수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7], [10], [17], [21], [28] 등을 참조할 수 있다. Cross-diffusion을 포함하는

타원형 시스템에 대한 해의 존재성과 안정성 여부에 관련한 연구들의 예로 [1], [18], [19],

[29] 등의 논문 등이 있다.

Cross-diffusion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포물형 시스템에 대하여, 국소적으로 해가 존재

한다는 사실이 [2] 에서 밝혀졌다. 시스템 (1.4), (3.1), (3.2) 등은 [2] 의 Introduction에

제시된 예 (7), (8)의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결과는 만일 우리가 이러한 모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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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maximal existence time T 에 의존하지 않는 uniform bound를 얻을 수 있다면,

주어진 시스템에 대한 해의 대역적 존재성이 따라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부가적

으로, 초기 함수 u와 v가 W 2
2 공간에 속한다면, 얻어진 boundness 결과 만으로 한 단

계 높은 regularity를 얻는 W 1
2 -boundness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32] 에서

준선형 Competition 시스템 (1.4)에 대하여 시간에 따른 대역적인 해의 존재성과 그 해

의 Uniform pointwise boundedness가 증명되었고, 또한 확산계수 d1, d2 가 큰 경우에

해의 수렴성을 보였다. Prey-Predator type의 cross-diffusion 시스템 (3.1)에 대한 해의

대역적 존재성과 수렴성이 [?], [34]에서 연구 되었다.

많은 종류의 곤충이나 동물의 종에서 개체들끼리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예리한 후각

에 의존한다. 이러한 과정에 관계되는 화학물질들인 페로몬의 농도가 서식영역의 지점에 따

라 다르게 분포할때, 개체들의 이동이 페로몬 농도가 높은 부분 또는 낮은 부분으로 향하는

지향성을 나타내는 현상을 ‘chemotaxis’라고 하며, 이는 단순히 무작위적으로 퍼지는 확산

(diffusion)과는 다른 성질을 가진다. 1971년 Keller와 Segel [11]이 제안한 다음의 모델

(3.3)은 단세포 아메바의 점균류 dictyostelium discoideum에서 나타나는 ‘cyclic-AMP’

라는 화학물질에 대한 지향성을 반영한 것이다.{
nt = D∇n+ div(n ξ(a)∇a) + f(n)

at = Da∇a+ hn− ka
(3.3)

이 모델에 대하여 어떤 조건 하에서 ‘finite-time blow-up’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대역적인

해가 존재할 조건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광범위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9].

4 확산을 고려한 모델들에 대하여 해결되어야 할 연구 주제들

준선형 시스템에 관련된 연구는 현재 많은 수학자들이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새롭게

확장되고 있는 분야이다. 해결해야 할 중요한 몇 가지 문제들로, d1, d2 가 작을 때 non-

constant steady-states가 나타나는가, periodic solution이 존재하는가, 긴 유한 시간 안

에 공간적인 패턴이 형성 되는가의 여부 등이 본 연구의 과제의 하나이다. 그리고 일반화

된 여러 가지 반응함수들과 diffusion의 여러 모양들이 결합된 생태학적 모델로 확장하

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개체의 확산 범위에 비해 서식 영역이 충분히 큰 경우, 유계인

서식 영역 Ω 대신 R2 전체를 정의구역으로 하는 cross-diffusion 시스템을 고려하여, 그

때 해의 존재성과 정성적 성질을 밝히는 과제도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Cross-diffusion Competition 시스템과 Prey-Predator 시스템을 1차원의 정의구역에서

다루었던 [32] 등의 내용을 2차원 정의구역에 대하여 증명하는 것도 해결되어야 하며, 이후

일반적인 n-차원의 문제도 고려하여야 한다.

반선형 모델들에 대한 연구 과제 중에도 아직 해결되어야 할 여러 문제들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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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선형 포물형 (semi-linear parabolic) 시스템 (1.3) 또는 (2.6)의 diffusion term d1∆u

와 d2∆v는 서식 공간에서 두 생물종이 비유기체의 움직임처럼 random하게 이동한다

는 가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델들과 같이 확산계수 d1, d2 를 갖는 수학적

모델들에 대하여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로, 먼저, d1, d2 가 아주 작아서 population

density의 spatial inhomogeneities가 어느 만큼의 시간 안에는 소멸되지 않는다면, 이

diffusive system이 아주 천천히 변하는 파동 모양의 해를 가질 수도 있음을 증명하고,

그 예를 구체적으로 찾는 문제가 있다. 또한 서식공간의 크기가 확산에 관련된 거리에 비

해 충분히 큰 경우에는, 무한한 공간 정의구역에 대한 diffusive system을 고려하여, 이

경우에도 파동처럼 변하는 해를 가질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도 해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Competition이나 Prey-Predator type의 반응 함수뿐만 아니라, 일반화된 여러 가지 반

응함수들과 diffusion의 여러 모양들이 결합된 생태학적 모델들을 이용하여, 실제 실험

결과와 데이터들을 해석하고 예측하는 것도 이 분야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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