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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자체 지원 사업의 보고서들
가. 연구동향 보고서들 (1건) / 7
1) 천리안 해양위성 2호(GOCI-II)의 육상활용을 위한 최근 연구동향

나. 연구소 자체지원이 포함된 학술논문의 표지들 (7건)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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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동향 보고서>

천리안 해양위성 2호(GOCI-II)의 육상활용을 위한
최근 연구동향

대기환경과학과 이권호 교수

1. 서론
2020년에 발사예정인 천리안 2호(GK-2B) 위성에 탑재될 해양관측 센서인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GOCI)-II 센서는 해양 관측을 위하여 설계되었으나, 적외선과 가시광선 영
역의 채널을 가짐으로 인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육상 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면 정보 산출은 GOCI-II의 주요 활용분야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한 자료처리 방법론과 예상되
는 결과물의 정량적/정정적인 정확도 분석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표 정보
산출 알고리즘은 GOCI-II관측 자료가 확보된 이후 정상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GK-2B위성의 발사 이전에는 유사한 센서인 GOCI-I자료 또는 복사모의(radiation simulation)
자료를 유사 자료(Proxy data) 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GOCI-ILevel1B(L1B) 자료가
충분히 축적된 경우에 해당 알고리즘으로 지표 반사도를 산출 후 배포될 것이다.

2. 국내외 기술동향
위성의 탑재체가 관측하는 다중 분광 파장영역은 지표와 대기에서 반사/방출되는 복사량을 측정
하여 다양한 물리량(예: 반사도, 식생지수, 토지피복 등)을 결정하게 된다. 위성 탑재체는 일종의
광학센서로서 전기 디지털 신호를 복사량으로 변환하는 변환식을 사용하며, 이 값은 다양한 우주
환경과 센서의 민감도 변화로 인하여 지속적인 보정 (즉, 절대복사 보정)이 필수적이다. 위성 탑재
체의 절대복사보정 과정은 실제 관측값과 이론적인 관측 복사량을 모수화한 값과의 비교분석을 통
해 수행하며, 이를 위하여 복사전달모델을 이용한 정량적인 모수화를 위한 정확한 입력변수(에어
로솔, 수증기, 오존 등)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지표 반사도는 기상, 환경, 기후변화, 에너지 수지
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인자이며 (Chin et al., 2009; Dickinson, 1983), 지구물리, 화학 및
생물학적 변수들을 도출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입력자료로 이용된다 (Veefkind et al., 2006;
Noguchi et al., 2014). 이와 관련하여 지구관측 위성을 이용한 국내외 기술은 Table 1과 Table
2 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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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위성탑재 센서를 이용한 지구관측 활용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
연구수행 기관

연구개발의 내용

연구개발성과의 활용현황



한국
해양연구원

OSMI (LRC) 보정/검증
및 해양 응용 연구






한국항공
우주연구원

다목적실용위성 기반
대기 보정 기술 개발







한국전자
통신연구원

원격영상정보 분석
기반 기술 개발



검․ 보정 프로토콜을 OSMI 발사 후 검․ 보정에 활
용하여 실측자료들을 case-2 및 대기 알고리듬
개발에 활용
적조관측, 황해의 엽록소 분포, 동해의 엽록소 분
포, 해양투기지역의 대증식 관측, 한반도 주변해역
의 부유사 분포, 해양환경변화와 기후변동, 해양의
일차생산력 추정과 수산자원 변동 등과 같은 분야
에 있어 광범위한 사용자들이 OSMI 자료 활용.

다목적 실용위성 시리즈 발사 전/후 검․ 보정을 위
한 기초 자료로 활용
탑재 센서 검․ 보정을 위하여 구축된 Test site를
실험 site로서 활용
한․ 미 과학기술 공동위원회 협력의제로 상정하는
등 국제적인 영상자료 검․ 보정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으로 활용
위성자료를 이용한 지구물리 특성 연구, 다목적실
용위성 1호와 2호 영상을 활용하여 토지이용 데이
터베이스의 지속적 구축에 활용
고해상 위성영상의 도시 분석에의 활용 가능성 분
석 및 활용방안 창출을 통한 도시원격탐사의 저변
확대에 활용

위성영상 대기보정 알고리즘 개발 대기의 복사에너
지 감쇄효과와 위성영상의 지표화소(pixel)의 주위
반사도 간섭 효과를 제거한 위성영상의 대기보정을
위한 알고리즘 개발을 서해안 연구지역 의 기상조
건과 위성영상자료를 바탕으로 개발
대기복사전달 모형인 MODTRAN을 사용하여 대기의
광 산란조건을 모형화하고 이를 위성영상 반사도의
보정에 적용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함으로써 위성
영상처리 및 분석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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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위성탑재 센서를 이용한 지구관측 활용에 대한 국외 연구동향.
연구수행 기관

미국 위성영상공사
(Satellite Imaging
Corporation, SIC)

미국 Air force
research laboratory,
Spectral sciences, Inc.

NASA

ESA

연구개발의 내용

Atmospheric and
Topographic
Correction(ATCOR)
대기보정 알고리즘

FLAASH(Fast
Line-of-sight
Atmospheric Analysis of
Spectral
Hypercubes)대기보정
알고리즘
MODIS 대기보정
알고리즘

대기보정 알고리즘

연구개발성과의 활용현황


ATCOR 모듈은 Modtran5의 Radiative transfer
code를 기반으로 계산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
여 대기의 효과를 제거하고, 분광 반사율 및 방사
율, 온도등의 지구표면의 물리적인 파라미터를 계
산하는 모델로 상업용 계산모듈로 널리 사용됨.



FLAASH는 가시광, 근적외, 그리고 중적외 영역
까지의 파장대의 대기 보정된 지표반사도를 계산
하기 위하여 개발된 모듈로 상용버전으로 널리
사용됨.



대기조성물질을 이용한 복사전달모의 결과기반
대기보정 방법론 제시 및 MODIS, ABI 등 현업용
위성에 활용



LANDSAT, ENVISAT, SENTINEL 등 현업용 위성
에 활용

3. GOCI-II 센서 특성
GOCI-II센서는 1개의 UV파장대 (380 nm), 8개의 가시광 파장대 (412, 443, 490, 510,
555, 620, 660, 680 nm), 3개의 근적외 파장대 (709, 745, 865 nm)로 총 12개의 분광 밴드가
있고 추가로 1개의 광대역 (400~900 nm) 밴드를 가진다 (Table 3). 이 중 파장이 짧은 UV와
청색채널은 상대적7으로 대기투과도가 작지만 지표반사도가 적지만, 적색 채널이나 근적외 채널은
상대적으로 높은 지표 반사도 값을 나타낸다.
GOCI-II는 지표반사도 산출을 위하여 청천화소(clear pixel)의 선정이 필요하며, 이는 일정기간
동안의 최소반사도를 찾는 방법을 통하여 가능하다. 그리고 UV 채널을 이용하여 광 흡수성 에어
로솔의 존재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산출물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기존의 해색센서
(GOCI-1, SeaWiFS 등) 에서는 이러한 성능의 개선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대기 투과도가 낮은
지역에서의 지표반사도 산출에 한계가 존재하였으나, GOCI-II에 추가된 밴드를 활용하여 정확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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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pectral specifications of GOCI-II sensor.
Central wavelength

Bandwidth

SNR @ specified input

spectral radiance

380 nm

20 nm

998 @ 93.0 W m-2μm-1sr-1

412 nm

20 nm

1050 @ 100 W m-2μm-1sr-1

443 nm

20 nm

1145 @ 92.5 W m-2μm-1sr-1

490 nm

20 nm

1228 @ 72.2 W m-2μm-1sr-1

510 nm

20 nm

1180 @ 64.9 W m-2μm-1sr-1

555 nm

20 nm

1124 @ 55.3 W m-2μm-1sr-1

620 nm

20 nm

1102 @ 53.3 W m-2μm-1sr-1

660 nm

20 nm

1060 @ 32.0 W m-2μm-1sr-1

680 nm

10 nm

914 @ 27.1 W m-2μm-1sr-1

709 nm

10 nm

914 @ 27.7 W m-2μm-1sr-1

745 nm

20 nm

903 @ 17.7 W m-2μm-1sr-1

865 nm

40 nm

788 @ 12.0 W m-2μm-1sr-1

wideband

N/A

N/A

4. GOCI-II 관측자료를 이용한 대기보정 및 지표반사도 산출
GOCI-II 지표반사도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최소반사도 기법을 사용하며 자료처리과정은
Figure 1과 같다. 최소반사도 기법은 지표변화가 일정한 조건이라는 가정 하에, 동일 지역에서 일
정기간 동안 관측된 반사도 값의 최소값을 선택함으로써, 대기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표의 특성
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법이다. 최소반사도 기법은 지표반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도시나 건조지역
에서도 활용이 가능하지만, 자료처리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GOCI-II 의 주
요 관측 영역인 동아시아는 대기 오염물질(에어로솔이나 가스 등)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이므로,
대기 투과도에 대한 영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GOCI-II 지표반사도 알고리즘은 최소
반사도 산출과정에서 화소별 대기투과도가 보정된 각 시간별 최소값을 지표반사도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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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CI-II 지표반사도 산출 알고리즘의 효율적인 자료처리를 위하여, 지표반사도 알고리즘은 대
기 보정된 반사도(Atmospherically Corrected Reflectance: ACR)를 생산하는 전처리 과정과 과
거의 ACR 자료로부터 최소 반사도를 결정하는 후처리 과정에서 생성되는 지표반사도(Surface
Reflectance Product: SRP)의 두 가지 처리과정을 거치도록 설계하였다. 일정 기간 동안의 전
채널 별 자료를 반사도 자료로부터 일괄적으로 지표 반사도를 산출하기에는 자료처리에 필요한 시
스템 자원 부하량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따라서, 매 시간별 생산된 ACR 자료로부터 단순히 최
소 반사도를 결정하면 시스템 자원과 자료처리 시간단축이 가능하다. Figure 1 에서는 ACR 처리
과정에서는 L1B 자료로부터 Rayleigh 산란과 미량기체 흡수에 의한 반사도 보정이 이루어진다.
에어로솔은 광학특성과 분포영역이 매우 다양하므로 직접적인 반사도 보정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L2 에어로솔 정보를 입력자료로 활용하여 청천대기 조건에서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대기
보정 과정을 거친 ACR 자료는 각 시간대별로 생산이 되며 일정기간 (예비)산출물로서 저장되는
것이 필요하다. SRP 처리과정에서는 15일 이전까지의 ACR 자료를 입력자료로 하여 화소별 최소
반사도 값을 결정하여 지표반사도 산출물로서 저장된다.

Figure 1 GOCI-II 대기보정 및 지표반사도 산출을 위한 자료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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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향후 전망
본 연구개발을 통하여 산출된 지구관측 위성자료 활용 기술은 다목적 실용위성과 같은 광학센서
탑재 위성 자료의 분광학적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기본 기술로 사용되며, 이로부터 얻게 되는 위
성자료 분석기술에 관한 위상 강화와 안정적으로 생산되는 위성 산출물의 활용분야를 늘일 수 있
는 기술적 기반에 따른 차세대 성장 동력 확보측면에서 중요하다. 지구환경 관측을 위한 위성자료
분석기술의 고도화 측면에서 지구관측 위성자료를 활용한 기술은 저궤도 위성분야와 정지궤도 위
성분야의 융·복합적 활용도 증대를 통한 신사업 분야를 개척할 수 있다. 위성자료 절대보정을 통
한 물리적 요소 산출 기술은 광역 모니터링에 의한 다각적인 현황 및 예측 분석을 가능케 함으로
서, 전통적인 대응 방법들의 한계를 벗어나 의사결정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그
리고 위성 산출물을 활용하여 기후변화 현황, 삼림/농작물 분포/생육 상황, 도시영역/해안선 변화
등과 관련된 여러 이슈, 이해관계자들의 인식과 태도, 앞으로 예상되는 전망 등 해당되는 사회현
안 해결과 관련된 다양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6. 참고문헌
Chin, M., R. A. Kahn, and S. E. Schwartz (2009), CCSP 2009: atmospheric aerosol pr
operties and climate impacts, Report by the US Climate Change Science Program
and the Subcommittee on Global Change Research, National Aeronautics and Spa
ce Administration, Washington, DC.
Dickinson, R. E. (1983), Land surface processes and climate—Surface albedos and ener
gy balance, Advances in Geophysics, 25, 305-353.
Noguchi, K., A. Richter, V. Rozanov, A. Rozanov, J. Burrows, H. Irie, and K. Kita (2
014), Effect of surface BRDF of various land cover types on geostationary observ
ations of tropospheric O2, Atmospheric Measurement Techniques, 7(10), 3497-3508.
Veefkind, J. P., J. F. de Haan, E. J. Brinksma, M. Kroon, and P. F. Levelt (2006), T
otal ozone from the Ozone Monitoring Instrument (OMI) using the DOAS techniq
ue, IEEE transactions on geoscience and remote sensing, 44(5), 1239-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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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자체지원이 포함된 학술논문의 표지 – 1>
수학과 김용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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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자체지원이 포함된 학술논문의 표지 – 2>
수학과 김용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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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자체지원이 포함된 학술논문의 표지 – 3>
수학과 김용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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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자체지원이 포함된 학술논문의 표지 – 4>
정보통계학과 정동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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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자체지원이 포함된 학술논문의 표지 – 5>
정보통계학과 정동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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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자체지원이 포함된 학술논문의 표지 – 6>
생물학과 이규송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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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자체지원이 포함된 학술논문의 표지 – 7>
대기환경과학과 이권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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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소 주관 및 지원 세미나들
가. 대규모 심포지엄 목록 / 23
1) 12월 19일: 자연과학연구소 2018년 종합심포지엄

나. 학과 초청 세미나 목록 / 44
1)
2)
3)
4)

2018년
2018년
2018년
2018년

05월
05월
10월
11월

08일
16일
11일
15일

-

화학신소재학과
수학과
정보통계학과
대기환경과학과

다. 졸업생 초청 세미나 목록 / 48
1) 2018년 05월 26일 - 대기환경과학과
2) 2018년 11월 29일 - 화학신소재학과

라. 대학원생 논문발표 목록 / 51
1)
2)
3)
4)
5)
6)

2018년
2018년
2018년
2018년
2018년
2018년

05월
06월
06월
12월
12월
12월

30일
05일
11일
06일
13일
14일

-

화학신소재학과
생물학과
대기환경과학과
화학신소재학과
대기환경과학과
생물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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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과학연구소 지원 대규모 심포지엄 - 1 >

2018 자연과학연구소 종합심포지엄
● 학술행사명 : 2018 자연과학연구소 종합심포지엄
● 일

시 : 2018년 12월 19일 (수) 16:00 ~

● 장

소 : 강릉원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1호관 202호

● 주

관 : 강릉원주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

● 후

원 : 강릉원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 세부일정
12월 19일(수)
15:50~16:00

:

개회사 및 인사말

(자연과학대학장 윤재선 교수)
(자연과학연구소장 이창호 교수)

<학술발표 순서>
(좌장 : 이창호 교수)
16:00~16:40

:

Metallacyclic complexes of group 10 metals containing organic
isocyanate dimer unit
(발표자 : 김용주 교수)

16:40~17:20

:

LncRNA in cancer glucose metabolism
(발표자 : 민경원 교수 )

17:20~18:00

:

대기경계층 그리고 다중규모 대기모델
(발표자 : 강성락 교수)

18:00~

:

끝인사 및 간담회

(자연과학연구소장 이창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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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연구소 종합심포지엄 발표 내용 – 1>

Metallacyclic complexes of group 10 metals containing
organic isocyanate dimer unit
발표자 : 김용주 교수 (강릉원주대학교 화학신소재학과)
Synesis of five-membered palladacycles complexes containing an organic isocyanate
unit and cyclic tetramers as an assembly of four five-membered palladacycles as well
as cyclic trimer of R-NCO, depending on the akyl or aryl isocyanates.

[그림 1]. R-NCO (Organic isocyanate)

[그림 2]. R-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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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Synthesis of five-membered palladacycle

[그림 4]. Cyclic tetra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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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Pd- tetramer and cyclic trimer ratio as a function of R-NCO concentration

[그림 6]. Ligand 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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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Cross cyclotrimerization

Synesis of five-membered palladacycles complexes containing an organic isocyanate
unit and cyclic tetramers as an assembly of four five-membered palladacycles as well
as cyclic trimer of R-NCO, depending on the akyl or aryl isocyanates.
Similar reactions of Pt-olefin complexes with akyl or aryl isocyanate only afforded
five-membered platinacycle or cyclic trimer of R-NCO.
Ligand exchange reaction with a chelated phosphine toward Pt(II) complex having
chiral isocyanate unit with chiral retention.
Reactions of Ni(0) complex with akyl or aryl isocyanate in the presence of tertiary
phosphine caused only cyclotrimerization of R-NCO.
Adduct formation of NHC(N-hetero cylclic carbene) with R-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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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연구소 종합심포지엄 발표 내용 – 2>

LncRNA in cancer glucose metabolism
발표자 : 민경원 교수 (강릉원주대학교 생물학과)
Non-Coding RNAs:Dark Matter of the Genome.

[그림 1]. Non-Coding RNA

Junk DNA accounts for more than 90% of the genome. Any significance of the junk
DNAs? (lincRNAs,transposons, pseudogenes, and simple repeats)

[그림 2]. Junk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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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coding DNA is very different between species, animal complexity and life
probably began with non-coding RNA

[그림 2]. life probably began with non-coding RNA

[그림 3]. Annotation of human regulatory ncRNAs – work in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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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of lncRNA
- LncRNA are mRNA-like transcripts that do NOT encode a protein product
- Our genome contains >13,000 lncRNA
- We know almost nothing about 99% of them
- They are under evolutionary conservation, but weaker
- They are found in all multicellular species
- A few very convincing examples have been studied in detail – we do not
know how much we can infer from these.

[그 림 4]. Modes of lncRNAs : decoy, scaffold, guide, enhancer

[그림 5]. Investigate cancer-associated lncR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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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d tumor must adapt to stress within tumor microenvironment
- Hypoxia
→ HIF1 stabilization and induces multiple oncogenic proteins.
- Low glucose level
→ Change metabolic landscape, Increase the use unconventional
sources.
- Competition with adjacent cells.
→ Clonal selection.
Can we control tumor cells adapting to low glucose stress?

[그 림 6]. NEAT1 is unregulated under glucose starvation

NC: human normal tissue
BC: human breast cancer tissue

(Unpublished data)

[그림 7]. NEAT1 is amplified in human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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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In vivo function of NEAT1 in breast cancer

Next question: How does NEAT1 promote tumorigenesis?

[그 림 9]. How does NEAT1 promote tumorigen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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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Investigate NEAT1-interacting prot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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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11]. NEAT1 deficiency suppresses metabolite levels

Next question : How does NEAT1 regulate glycolysis? Alternatively, NEAT1 may
regulate localization or stability of target proteins.

[그림 12]. How does NEAT1 regulate glyco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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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13]. Does NEAT1 increase protein activity?

Does NEAT1 bring PGK1, PGAM1 and ENO1 into close proximity? Investigate
NEAT1 effect on a portion of glycolysis reconstituted in cell-free system.
conclusion Investigate NEAT1 effect on a portion of glycolysis reconstituted in
cell-free system.

[그림 14]. NEAT1 scaffolds glycolytic enzy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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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NEAT1 promotes breast cancer cell proliferation by promoting glycolysis

[그림 16]. Future directions of NEA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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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AT1 is amplified under glucose deficiency in breast cancer cells.
NEAT1 is an oncogenic lncRNA promoting breast cancer initiation and promotion in vivo.
NEAT1 promotes tumorigenesis by facilitating glycolysis.
NEAT1 scaffolds glycolytic enzy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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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연구소 종합심포지엄 발표 내용 – 3>

대기경계층 그리고 다중규모 대기모델
발표자 : 강성락 교수 (강릉원주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The atmosphere is an envelop of air covering the Earth's surface. Weather phenome
na occur only in the troposphere. The Atmospheric Boundary Layer (ABL) is by definit
ion directly influenced by the Earth’ surface.

[그림 1]. The Atmospheric Boundary Layer (ABL) is by definition directly influenced by the Earth’ surface

Significance of the ABL
- People spend most of their lives in the ABL.
- Pollution is trapped in the ABL.
- Wind turbines extract energy from the ABL winds
- Crops are grown in the ABL.

[그 림 2]. The diurnal evolution of the A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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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The ABL over complex terrain

[그림 4]. Current atmospheric modeling of the ABL

Current Modeling of the KMA :
- Global Data Assimilation and Prediction System (GDAPS):
00 km, Vertical Layer: 70

Horizontal Resolution 1

- Regional Data Assimilation and Prediction System(RDAPS): Horizontal Resolution:
12 km, Vertical Layer: 70
- Korea Local Data Assimilation and Prediction System (KLAPS): Horizontal Resoluti
on: 5 km, Vertical Layer: 40

[그림 5]. Multi-scale Modeling of the Atmo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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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the effective approach to simulating mesoscale-microscale interactions?

[그림 6]. What is the effective approach to simulating mesoscale-microscale interactions

“Understanding the role of turbulent processes in mesoscale weather systems is a fo
refront area of research linking mesoscale and microscale meteorology, and is becomin
g practically important as the resolution of prediction models being approaching scales
where the largest turbulent eddies can be resolved”
- 2016 Annual Report of NCAR MMM Lab

[그림 7]. Understanding the role of turbulent processes in mesoscale weather systems

[그림 8]. Scale De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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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Kang and Ryu (JGR 2016)

[그림 9]. Numerical experiments of multiscale atmospheric flows

[그림 10]. My Approaches: Obs. data analysis

[그림 11]. M 3 (Mesoscale & Microscale Meteorology) Lab. at GW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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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Meso- and Micro-scale Meteorology Analysis and Prediction System

대기경계층이란 지표의 영향을 직접 받는 대기층으로, 지면으로부터 수 킬로미터 이하의 층을
말하며 우리는 삶의 대부분을 이 경계층내에서 보내며 오염물질의 대부분이 대기경계 층 내에 존
재한다. 또한 풍력에너지는 대기경계층 내 바람장으로부터 에너지를 추출하여 농작물들은 대기경
계층 내에서 성장한다. 따라서 멀티스케일의 모델 발명과 분석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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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초청 세미나 행사 내용 요약 - 1>

화학신소재학과
학술행사명

화학신소재학과 초청세미나

일시 및 장소

2018.05.08 13:00, 자연1호관 319호

참 석 인 원
발

표

발 표

자
주 제

주 관
33 명

학 과

발표 논문 수

화학신소재학과
1 편

정옥상(부산대학교 화학과,교수)
Tailor-made Synthesis of Multilayered Trimetallocyclophanes via Transannula π-π Interactions

< Tailor-made Synthesis of Multilayered Trimetallocyclophanes vi
a Transannula π-π Interactions >
나노사이즈 (24 x 24 15 Å) 좌우 ball-joint 형태의 호스트-게스트시스템과 NH...O=
C을 갖는 화합물의 합성과 특성을 나타내는 물질에 관하여 발표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은 광학활성이성질체, (P)-[Pd3X6(L1)2]@(M)-[Pd3X6(L1)(L2)] 와 거울상이
성질체, (M)-[Pd3X6(L1)2]@(P)- [Pd3X6(L1)(L2)] 로 이루어져있는 헬리컬 metallocycloph
ane 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물질은 tailer-made 방법으로 4층으로 이루어져 metall
ocyclophane을 형성한다. 이 강연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특성을 가즌 새로은 물질의 합성
전략과 구조적 특성, 기공성, 단일분자의 물 배위등 흥미있는 초분자 물질의 합성, 구조 및
촉매반응을 비롯한 응용성 등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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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초청 세미나 행사 내용 요약 - 2>

수

학

학술행사명

수학과 초청세미나

일시 및 장소

2018.05.16 17:00, 자연2호관 304호

참 석 인 원
발

표

발 표

주 관
29 명

자
주 제

과
학 과

수학과

발표 논문 수

1 편

왕보현(강릉원주대학교, 전자공학과)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경험 중심 학습 플랫폼

<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경험 중심 학습 플랫폼 >
4차 산업혁명은 1~3차 산업혁명에 이어 경제와 산업 전반에 큰 변화를 이끌 것으로 예
고되고 있습니다. 증기기관 기반의 기계화 혁명인 1차 산업혁명, 전기를 이용한 대량 생산
과 자동화의 2차 산업혁명, 컴퓨터,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제3차 산업혁명인 정보 혁명에서
한 단계 진화한 혁명입니다.
이러한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산업수학이 인기를 끌고 있고 미국에서는 수학자가 유망 직
업으로 뜨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업수학이란 수학적 이론과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학문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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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초청 세미나 행사 내용 요약 - 3>

정보통계학과
학술행사명

정보통계학과 초청세미나

일시 및 장소

2018.10.11 14:00, 자연2호관 217호

참 석 인 원
발

표

발 표

주 관
31 명

자

학 과

발표 논문 수

정보통계학과
1편

정대성(동북지방통계청 강릉사무소 소장)

주 제

고용통계의 이해

< 고용통계의 이해 >
동북지방통계청 강릉사무소 정대성 소장 경력 및 이력 소개를 시작으로 통계청 소개와
요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빅데이터에 대하여 설명해주었다.
그리고 빅데이터와 관련된 다양한 활용 사례 등을 설명해주었으며, 학생들에게 취업준비
의 방향을 알려주고 격려해주었다.

- 46 -

자연과학연구소 연보 2018
2018 Annals of Natural Science Research lnstitute

<학과초청 세미나 행사 내용 요약 - 4>

대기환경과학과
학술행사명

대기환경과학과 초청세미나

일시 및 장소

2018.11.15 14:00, 생명1호관 406호

참 석 인 원
발
발 표

표

자
주 제

주 관
12 명

학 과

대기환경과학과

발표 논문 수

1 편

정창훈(경인여자대학교, 교수)
‘대기에어로졸의 물리광학적 특성과 모수화’에 대한 강연

<‘대기에어로졸의 물리광학적 특성과 모수화’에 대한 강연 >
1. 대기에어로졸의 특성
- 에어로졸의 특성은 크게 물리적 특성, 광학적 특성, 화학적 특성으로 나눌 수 있고 대기상태,
에어로졸의 양, 크기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보인다.
- 기후변화에서 에어로졸은 큰 영향을 미치나 아직까지 불확실도가 크다.
흡수 : Black Carbone, Mineral dust > warming
산란 : Sulphates, Nitrates, Organics > cooling
- 에어로졸의 광학특성은 화학적 조성비, 크기분포, 혼합상태, 에어로졸 형태에 따라 민감하게 변하다.
- 에어로졸은 시간이 지남에따라 물리적, 화학적 특성이 변하게 된다.
2. 탄소에어로졸의 기후변화특성(광학특성)파악
- 탄소 에어로졸은 B.C.=E.C와 O.C.로 구성되어 있으며 O.C.는 불용성과 수용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수용성 유기탄소 중 Brown Carbone(HULIS)은 단파영역에서 가시광 일부 영역을 포함하는
비교적 넓은 파장대에서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기후변화 측면에서 중요하다.
- 안면도 기후변화감시센터에서 대기 샘플링을 통해 시료를 채취하여 에어로졸성분 분석을 하였
으며 이 결과를 이용 모델링을 통해 광학 특성 및 HULIS을 포함한 에어로졸에 따른 복사강제
력을 분석했다. 그 결과 같은 에어로졸이라도 주어진 조건에 따라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 안면도 지역에서 탄소에어로졸의 오염원별 광학적 기여율 분석을 진행했으며 오염원 기여도에
따른 광학적 특성 기여도를 산출했다.
3. 다분산에어로졸의 습식세정 및 광학적 과정 모수화
- 현재 세정효과와 광학적 과정의 모수화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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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 초청 세미나 행사 내용 요약 - 1>

대기환경과학과
학술행사명

대기환경과학과 졸업생 초청 세미나

일시 및 장소

2018.05.26. 16:00, 경포비치호텔 연회장

참 석 인 원
발

표

발 표

자
주 제

190 명

주 관

학 과

대기환경과학과

발표 논문 수

2 편

김규환 (주식회사 코아인텍, 대표이사)
기상산업 분야 진로 소개

< 기상산업 분야 진로 소개 >
기상을 활용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정보를 후배들에게 알려주고자 졸업생세미나를 실
시하였다. 본 강연자는 ㈜코아인텍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있으며, 주식회사 코아인텍에서는
Whether Netshot 최신기술 기반 기상 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상융합 정보서비

스의 대표적인 예로 농업기상정보서비스, 레저 기상정보 서비스, 건설 기상정보 서비스,
교통 기상정보 서비스, 기상융합연구사업 등이 있다.
이는 ICBM 기반의 신기술을 활용하여 고객의 전산 및 운영 환경에 적합한 저비용 고효율
의 기상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Whether Netshot의 주요 서비스는 언제 어디서나 관리자
가 쉽게 접근하여 업무 결정을 신속·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웹기반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각
종 날씨정보 및 관리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기상정보 활용 원격 제어 시스템
을 통하여 시설 운영에 사용되는 스마트 시스템과 기기 연동으로 더욱 손쉽게 시설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원한다. 이와 같이 기상과 IT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편적으로 대기환경과학과 졸업생은 “기상”을 초점으로 진로를 탐색하곤 한다. 하지
만 조금 더 생각의 문을 넓혀 “기상+산업”에 대한 생각의 전환으로 진로에 대한 설계를
한다면 재학생들에게 큰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기상뿐만 아니라 산업방면과 융합
한 본사와 같은 업체는 늘 새로운 인재를 필요로 하며, 이와 같은 것들을 인식하게 된다면
기상산업 분야의 사업규모는 현재보다 더 커질 것이며, 이러한 추세가 학생들의 진로에 가
까이 다가가 추후 취업에 좋은 이점으로 활용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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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 초청 세미나 행사 내용 요약 - 1>

대기환경과학과
학술행사명

대기환경과학과 졸업생 초청 세미나

일시 및 장소

2018.05.26. 16:00, 경포비치호텔 연회장

참 석 인 원
발

표

발 표

190 명

자

주 관

학 과

발표 논문 수

대기환경과학과
2 편

이원학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주 제

기후변화시대 우리의 미래

< 기후변화시대 우리의 미래 >
강원발전연구원은 강원도 미래 가치를 키우는 동북아 제일의 지역 연구기관으로써 미래 지속가능
한 성장동력 창출 지원을 목표로 삼아 강원도 미래 성장동력 산업 발굴 및 자원의 가치 제고, 안전
한 지역기반 및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일하고 있다.
우리는 요즘 사회적 이슈, 더 나아가 전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다. 인간은 기후 시스템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최근 배출된 인위적 온실가스
의 양은 관측 이래 최고 수준이며, 기후변화는 최근 인간계와 자연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주고 있다.
2015년은 지구 평균기온이 역사상 가장 높았으며, 앞으로도 지구온난화는 가속화될 추세라는 것이
명백한 사실화가 되어가고 있다.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2만 2천여명에 가
까우며 2014년에도 그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각 도시에서는 이상고온 및 폭염현상, 집중호우 및 태
풍 한파와 같은 각종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이는 국가적 차원의 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인
명피해로 직결되므로, 우리는 기상 기후 대응역량 강화를 통한 피해 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되어진다.
국가적 차원에서 저탄소 경제·사회구조의 정착 및 녹색기술과 ICT의 융합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
을 목표로 삼아 효과적 온실가스 감축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 녹색창조산업 생태계 조성,
지속가능 녹색사회 구현, 글로벌 녹색협력 강화와 같은 정책을 실현함으로써 국가기후변화에 대응하
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것을 도와주는 많은 적응과 완화 방안들이 있지만, 하나의 방안만을
사용할 경우 그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없다. 이러한 방안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규모
를 막론하고 모든 유형의 관련 정책과 협력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며, 적응 및 완화를 다른 사회적
목표와 연계하는 통합적 대응을 통해 그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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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 초청 세미나 행사 내용 요약 - 2>

화학신소재학과
학술행사명

화학신소재학과 졸업생 초청 세미나

일시 및 장소

2018.11.29. 11:00, 자연1호관 323호

참 석 인 원
발

표

발 표

자

주 관
35 명

학 과

발표 논문 수

화학신소재학과
1 편

남준식(알엔투테크놀러지 신소재연구소 선임연구원)

주 제

졸업 후 진로소개

< 졸업 후 진로소개 >
1. 현 직장의 소개와 연구원의 업무 분장
현 회사의 주요 사업아이템 및 개발 상황, 연구원의 업무에 대한 조언 및 다양한 현장
경험을 소개하였다.졸업 후의 진로 선택
2. 현 시점에서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져가는 취업률과 반대로 상승하는 대학원 진학
률을 보며 막연한 진로선택이 아닌 현실에 맞는 현명한 졸업 후 진로선택에 대한 조언 들
려주었다.
3. 전공분야의 활용과 연구원의 역할
- 실질적인 직장에서의 전공분야의 활용성, 현실적으로 자신의 전공활용이 회사차원에
서의 요구사항과의 접점을 가질 수 있는가, 또한 연구원으로써 가져야할 책임감 및
역할성에 대해 학부 2학년 학생들에게 알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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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위논문 공개발표 행사 내용 요약 - 1>

화학신소재학과
학술행사명

화학신소재학과 석사 논문발표

일시 및 장소

2018.05.30. 11:00, 자연1호관 314호

참 석 인 원
발
발 표

표

자
주 제

주 관
14 명

학 과

발표 논문 수

화학신소재학과
1 편

이상윤 (강릉원주대학교 화학신소재학과 석사과정)
Fe3O4@ZnO 나노구조의 합성 및 응용 연구

< Fe3O4@ZnO 나노구조의 합성 및 응용 연구 >
현재 각광 받고 있는 '나노기술'은 환경기술, 생물기술, 문화기술, 우주기술 그리고 정보기술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특히 현재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심화된 환경 오염문제와 의료
복지 및 의학의 발전에 의해 고령화 사회가 진행됨에 따라 나노기술의 가지고 환경 및 의·생명 부
문에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환경 오염문제의 경우 급격한 산업화로 인하여 공장 및 회사에서 배출하는 폐수 및 유기오염 물질
등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러한 환경 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광촉매를 적용하여 수질 정
화문제를 해결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ol-gel법과 환류과정의 2단계의 합성과정을 통하여 12nm 내외의 ZnO 나
노입자를 합성하였고, 이것을 통하여 환경 오염 중 심각한 수질 오염문제를 일으키는 아조계 dyes의
광분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ZnO 나노입자의 경우 회수가 어려운 단점이 있어 2차 오염의 문
제성을 가지고 있다. 회수를 위하여 200nm 내외의 크기를 가진 Fe3O4 자성 나노입자에 ZnO 나노입
자를 Core-Shell 구조로 쌓아 구조적 개질을 통하여 2차 오염문제를 해결하고, 광촉매의 활성을 향상
시키는 응용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ZnO 나노입자의 광 수율을 높이고 전자-정공 재결합을 막기
위하여 Ag 나노입자를 부착 시키고, 이것을 통해 향상된 광 수율과, 광분해 특성을 확인하였다. 기
존의 광촉매의 성능의 비교는 광분해 정도를 가지고 비교를 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광촉매의 Reactive
Oxygen Species (ROS)를 측정 및 정량화 함으로써 합성한 광촉매의 성능을 비교 하였다.
의료 부문의 생명 나노기술의 적용을 위하여 합성한 20nm 내외의 Fe3O4 자성 나노입자에 광증
감제인 Chlorin e6 (Ce6)를 loading하고, 표적 치료를 위한 세포증식의 필수 요소인 Folic acid
(FA)를 loading하여 Fe3O4@Ce6@FA를 합성하였다. Ce6의 여기 광 조사로 일중항산소 생성 실험
을 진행하고, 세포 생존 실험을 통하여 합성한 Fe3O4@Ce6@FA의 PDT 실험에 필요한 사전 실험을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PDT 실험을 통하여 자궁경부암 세포주 (HeLa), 유방암 세포주 (MCF-7),
전립선 암 세포주 (PC-3), 난소 암 세포주 (SKOV-3)에 대한 암세포 괴사 실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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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과 석사 논문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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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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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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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혜 (강릉원주대학교 생물학과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2015 개정 생명과학Ⅱ 교과서 개념 비교 분석연구 생명과학기술 영역을 중심으로

<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2015 개정 생명과학Ⅱ 교과서 개념 비교
분석연구 - 생명과학기술 영역을 중심으로 >
현 21세기는 생명공학의 시대라고도 할 수 있다. 생명공학기술은 정보통신의 발달 이후
전세계적으로 경제성장을 위한 성장동력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즉 조만간 바이오경제 시대가
되어 생명공학이 생물에너지 개발, 난치병치료, 건강증진, 식량부족의 해결, DNA를 이용한
과학적 수사 및 환경오염의 해결 등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진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생명공학기술의 사용, 이와 관련된 논의가 신문이나 과학 잡지들에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이해도는 높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비교 분석의 중요도가 점점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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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정 (강릉원주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석사과정)
Characteristics of Precipitation Timing for the Periods
of the Long-range Transported Haze and Yellow Sand Events

< Characteristics of Precipitation Timing for the Periods
of the Long-range Transported Haze and Yellow Sand Events >
Korea has suffered from severe haze, largely domestic anthropogenic aerosols mixed with longrange transported pollutants from abroad. It is important to analyze general characteristics of dif
ferent hazes in terms of time and space scales, and its relationship with precipitation. Aerosol i
mpact on weather has not much been investigated whereas lots of studies haze characteristics an
d evolution of haze, and further meteorological condition to induce haze have been done. We use
d ground aerosol observation data at Seoul (SL) and Baengnyeongdo (BN) from 2011 to 2016 to c
lassify severe haze episodes to Long-range transported haze (LH), Yellow sand (YS), Urban haze
(UH) and Mixing haze (MH) (Lee et al., 2017).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precipitation duri
ng the hazes with regard to timing, we checked the difference between forecast precipitation and
hourly precipitation. There are 40 LH cases, 23 YS cases, 29 UH cases and 35 MH cases during
2011-2016. The ratios of the cases accompanied with precipitation are 68%, 87% and 48% for L
H, YS and UH respectively. Long-term analysis of the timing of aerosol and precipitation shows
that precipitation tends to precede YS while it appears to coincide with LH period. We take some
statistics analysis such as Bootstrap to prove the reliability of these results. On the other hand,
of total 126 episodes examined, we find out the differences between operational weather forecast
and hourly precipitation in 41 cases. Interestingly light precipitation tends to last longer about w
ithin a day after enhanced aerosol loadings. Precipitation timing seems to be controlled by large
scale synoptic forcing during the YS event. However, aerosols may be closely associated with pre
cipitation through changes in cloud microphysics during the severe long-range transported haze
such that enhanced aerosols can increase smaller cloud droplets and further extend light precipit
ation at weaker rate. This result demonstrates active interactions between aerosols and meteorol
ogy such as probable modifications of cloud microphysics and precipitation, synoptic-induced dust
transport, and precipitation-scavenging in Korea, downstream of China. Numerical forecasting m
odels used on the Korean peninsula are not well considering detailed parametrization of aerosolcloud-precipitation interactions. Therefore,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improving temporal and s
patial accuracy of precipitation forecast considering aerosol effect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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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

서금철 (강릉원주대학교 화학신소재학과 석사과정)
금속산화물 나노입자의 합성 및 응용

< 금속산화물 나노입자의 합성 및 응용 >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통신장비 및 전자기기의 급격한 발달로 생기는 새로운 여러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해 여러 금속산화물을 나노입자 크기로 합성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전자기기 및 통신장비를 사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자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페라이트
를 나노입자 크기로 합성하였다. 통신장비의 다양화로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은 GHz 대역으로 확장되
었고, 사용 주파수 대역이 좁아져 전자파 간섭(EMI)이 심해지고 있다. 기존 연구는 전자파 흡수 효율
을 증가시키는 것에 집중되어 있지만, 이제는 통신장비의 다양화로 인해 사용하는 목적에 맞는 주파수
대역을 선택적으로 차폐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다양한 크기의 Fe3O4 자성 나노입자를 합성하여
전자기적 특성을 제어하였고 GHz 대역 주파수를 선택적으로 차폐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
한 M-형 BaFe12O19 자성 나노입자를 합성하여 전도성 고분자인 polyaniline(PANI)과 core-shell
구조의 복합체로 합성하여 전자기기의 소형화 및 경량화 되는 추세에 맞는 가벼우면서 GHz 대역에서
우수한 전자파 흡수 효율과 광대역한 흡수 능력을 갖는 전자파 흡수 재료를 연구하였다.
두 번째, 휴대용 전자기기의 배터리가 충격에 의한 파손이나 과전압, 과전류로 인해 폭발하는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RuO2를 나노입자 크기로 합성하였다. 폭발을 간접적으로 방지하는 발화 방지
퓨즈의 저항체는 재료 내 입자 크기, 입자의 분포도에 따라 저항 값이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저
항체로 사용하는 RuO2를 나노입자로 합성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좋은 특성에도 불구하고 비싼
가격으로 상업적 응용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비교적 저렴한 상업용 시약을 사용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을 연구하였고, 이로 인해 보다 넓은 이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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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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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논문 수
이정훈 (강릉원주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석사과정)
Climatological Causes for the Extreme Monthly Precipitation of November 2015 in
Gangwon Yeongdong Region

< Climatological Causes for the Extreme Monthly Precipitation of N
ovember 2015 in Gangwon Yeongdong Region >
In 2015, Korea’s annual precipitation was 944.4 mm, which recorded third minimum annual precipitation si
nce 1973. But, in November of that year, there was an unusually heavy rainfall. Especially, in Yeongdong reg
ion, it recorded about 5 times of normal monthly precipitation.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causes for the
extreme monthly precipitation of November 2015 in Gangwon Yeongdong region at the climatological view.
Because 2015 was the year of strong El Niño and AO, first of all, we analyzed the association with E
NSO and AO. For the period of 38 years from 1979 to 2016, th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monthly
precipitation of November at Sokcho and NINO3.4 SST index was 0.4926, and th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monthly precipitation of November at Sokcho and AO index was 0.4241. In particular, the bivari
ate correlation coefficient of two indices was 0.5751, which was much higher than that of each index. T
herefore, it was confirmed that the extreme precipitation in November 2015 at Sokcho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El Niño and AO.
A linear regression map of the meteorological variables for the NINO3.4 SST index was analyzed for the
period of 38 years of 1979-2016. The anomaly patterns of temperature, zonal wind and meridional wind at
upper layer, OLR and moisture flux at lower layer in November 2015 East Asia are qualitatively similar to
the linear regression patterns of anomaly for NINO3.4 SST index. It is noticeable that weaker mid-latitude
jet stream, suppressed cumulus convection activity in Philippine Sea, enhanced cumulus convection activity
over Korean Peninsula, and moisture flux anomaly toward Korean Peninsula from Philippine Sea.
We also examined the association between this extreme precipitation and AO. The linear regression ma
p results of the meteorological variables for the AO index were also similar to those of the NINO3.4 SST
index. It is noticeable that the strengthening and stagnation of the North Pacific high and stationary mi
d-latitude barometric system. Because the results of the linear regression map of the two indices are si
milar to those of anomaly fields in November 2015, it was confirmed that the extreme precipitation even
t in November 2015 was associated with El Niño and AO.
We compared the November 1997 precipitation event, which was Super El Niño, with the November 20
15 precipitation event. The NINO3.4 SST index was 2.42 in November 1997 and 2.57 in November 2015,
so both indices were so high. But the AO index was –0.661 in November 1997 and 1.945 in November 2
015, respectively.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more rainfall occurred in November 2015 than Novemb
er 1997 due to the influence of AO.
The EOF of the November precipitation anomaly was analyzed for the period of 38 years of 1979-2016.
The spatial field pattern of the first EOF mode was qualitatively similar to the precipitation regression ma
p pattern for the NINO3.4 SST index and the AO index. The bivariat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the ti
meseries of the first EOF mode and the November NINO3.4 SST index and the AO index was 0.6971. Ther
efore, it is considered that the first EOF mode is a combined mode variation pattern of ENSO and 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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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강릉원주대학교 생물학과 석사과정)
동해안 산불피해지역에서 천이에 따른 공간적 이질성의 변화

< 동해안 산불피해지역에서 천이에 따른 공간적 이질성의 변화 >
Changes in spatio-temporal heterogeneity in an ecosystem are key indicators
that explain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ecosystems. Temporal heterogeneity i
s closely related to spatial heterogeneity. Location factor of soil were generally
small in spatial heterogeneity and temporal heterogeneity. Also, a low level of
spatial heterogeneity and temporal heterogeneity was maintained during success
ion. Most of the vegetation structural properties gradually increased and the te
mporal variations were large. Spatial heterogeneity at the level of species popul
ations varied depending on their properties of each species. In general, the spa
tial heterogeneity is small and the temporal heterogeneity is small. In addition,
the larger the spatial heterogeneity, the greater the temporal heterogeneity. Th
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e change of temporal heterogeneity by tracking f
or a long time in same site in the after forest fire during succession. So, study
into the causes of spatial heterogeneity and temporal heterogeneity can help th
e management of the affected area after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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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혜 (강릉원주대학교 생물학과 석사과정)
한국산 섬모충류 3종의 형태와 분자계통학적 연구

< 한국산 섬모충류 3종의 형태와 분자계통학적 연구 >
강원도 강릉과 고성에서 신종 두 종과 기존에 잘 알려지지 않은 한 종의 섬모충류가 채집
되었다. 신종인 Pleurotricha oligocirrata n. sp.와 Neobakuella n. sp.는 담수와 기수에
서 각각 발견되었다. 석호에서 채집된 Pinacocoleps pulcher (Spiegel, 1926) Foissner et
al., 2008는 국내미기록종으로 해당 속 또한 국내 처음 보고되는 속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
구에서 이 종들의 생시료 및 프로타골 염색, 주사전자현미경 관찰을 통해 얻은 형태학적, 분
자적 특징을 제공한다. 형태적 특징은 기술통계방식을 통해 나타내었으며, 핵내 SSU rDNA
염기서열을 이용하여 계통관계를 추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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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한국과학기술원 협동과정)
폐경기 후 여성 골다공증 동물모델에서 털이슬의 조골세포분화촉진을 통한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효과

< 폐경기 후 여성 골다공증 동물모델에서 털이슬의 조골세포분화촉진을
통한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효과 >
폐경기 이후 여성에게서 나타나는 골다공증은 난소의 기능저하로 인한 에스트로젠 결핍에 따른 골
다공증으로서, 치료법으로 호르몬 대체요법이 사용 된다. 하지만 호르몬 대체요법은 작게는 우울증에
서 크게는 난소암 유방암 등의 여성암과 같은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 보고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에스트로젠 보다는 에스트로젠 활성이 약하지만 보다 적은 부작용을 초래하는 천연물 유래의
파이토에스트로젠(Phytoestrogen) 발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털이슬 (Circaea mollis Siebol
d & Zucc ) 은 전통적인 약용식물로 아시아권에서 서식하며, 7-8월 개화기에 채취하여 햇볕에 말
리거나 생 것으로 쓴다. 청열, 해독, 생기의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관절염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journal of ethnopharmacology 에 2018년 3월에 게재된 바 있다. 털이슬은 플라보노
이드 (Flavonoid) 계열의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어 에스트로젠 수용체와의 결합활성을 보이며, 세포
실험에서는 조골세포의 분화를 촉진하여 조골세포 분화시 발현되는 마커들을 과발현 시켰으며, 그
중, 조골세포 분화시 발현되는 OPG (Osteoprotegerin) 의 발현을 유의적으로 과발현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OPG는 RANK-Ligand decoy receptor로써, 털이슬의 효과로 인한 조골세포에서의 O
PG의 과발현이 파골세포의 분화억제효과를 가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파골세포 분화실험을 진행하
였다. 이때, 파골세포 단일과 조골세포-파골세포 Coculture system으로 나누어 진행한 결과 파골
세포 단일실험에서는 털이슬이 파골세포분화능을 보이지 않았으나 조골세포-파골세포 coculture sy
stem 에서는 유의적인 파골세포분화능을 보였다. 또한, 동물실험에서는 난소 절제술 모델로 폐경기
를 유도한 쥐에서 털이슬을 투여한 그룹에서 골다공증이 유의적으로 개선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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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위논문 공개발표 행사 내용 요약 - 6>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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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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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과 석사 논문발표
2018.12.14. 자연과학1호관 224호

주 관 학 과 생물학과
23 명
4 편
발표 논문 수
이영기 (한국과학기술원 협동과정)
유전체 분석을 활용한 식물 유래 세균 Streptomyces sp. N50의 이차대사산물 연구

< 유전체 분석을 활용한 식물 유래 세균 Streptomyces sp.
N50의 이차대사산물 연구 >
As the antibiotic-resistant pathogens have been constantly founded, discovery of new
antibiotics come to an important element in recent natural product chemistry. Fortunatel
y, advance of genomics along with NGS technology has provided a new approach to that
tasks. This report suggest investigation of secondary metabolites from the strain Strepto
myces sp. N50 through genome mining.
Strain N50 was isolated from Selaginella tamariscina sample collected in Mt. Nochu, G
angwon-do. The 16S rRNA showed that N50 belongs to the genus Streptomyces. The ge
nome of N50 was fully sequenced and there were 32 secondary metabolites predictable g
ene clusters involved in 11 different types from 2 contigs. The results of genomic analys
is were used to predict and confirm the production of naphthomycin, uncertain phosphon
ate, scabichelin and desferrioxamine B in N50. The presence of phosphonate and desferri
oxamine B were demonstrated by 31P NMR and CAS assay, respectively, but they were
not isolated as single compounds. Four new naphthomycins (1–4) were isolated, and che
mical structures of 1–3 were definitely identified. Although the structure of compound 4
was not clearly confirmed due to less amount of substance, but it seems new 15-deoxy
derivative of naphthomycin C according to spectroscopic data.
Among the isolated naphthomycins, compound 1 were found to possess toxicity for itself,
whereas 2 and 3 were not active. Compound 3 is considered as an intermediate between 1
and 2 based on the detoxificative effect of mycothiol structure. Therefore, this suggest that
mycothiol binds to compound 1 to inhibit the self-toxicity, and this complex are changed i
nto 2 through post modification for reuse of glucosamine-inositol unit of mycothi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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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소 기본 사항 소개 - 목표, 연혁, 조직 및 주요 사업
1. 연구소 설립 목표
1) 설립 목적: 국립 강릉원주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는 기존의 학내 조직으로는 담당할 수 없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거나 외부재원을 확보함으로써 학술연구진흥에 기여함을 그 목
적으로 한다.
2) 교육 목표:
(1) 산·학 협동 - 산업체 및 연구소와 연계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외부재원을 확보함을 물
론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2) 국내 및 국제간 협력연구 - 타 대학이나 연구소 그리고 외국대학과의 공동연구를 수행함
으로써 교수 각 개인의 학문 증진은 물론 국내 과학발전에도 기여한다.
(3) 교육개발 -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를 통하여 과학 관련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
하고 학술연구를 진작함으로써 교육발전에 기여한다.

2. 연구소 연혁, 조직, 및 주요 사업
1) 연혁 : 자연과학연구소는 1985년 3월 설립되었고 1990년 3월 법정연구소로 전환되었다. 초
대 소장으로는 백남극 교수가 임명되었고 현재는 19대 소장이 역임하고 있다.
역대 연구소장: 초대 백남극 교수(생물, 1985.3.), 2대 부성민 교수(생물, 1986.1.),
3대 남궁용 교수(생물, 1986.7.), 4대 김재화 교수(물리, 1987.7.),
5대 윤병집 교수(화학, 1988.6.), 6대 김일회 교수(생물, 1990.7.),
7대 전상일 교수(화학, 1992.7.), 8대 안주선 교수(통계, 1994.8.),
9대 윤재선 교수(물리, 1996.8.), 10대 김규중 교수(생물, 1998.8.),
11대 김순귀 교수(통계, 2000.8.), 12대 정진승 교수(화학, 2001.9.),
13대 송병철 교수(수학, 2003.9.), 14대 이규태 교수(대기, 2005.9.),
15대 김도원 교수(물리, 2007.9.), 16대 이상호 교수(통계, 2009.3.),
17대 백경구 교수(화학, 2011.3.), 18대 권태영 교수(대기, 2013.3.),
19대 손성익 교수(수학, 2015.3.). 20대 이창호 교수(생물, 2017.3.)
1990년 이전까지 소장을 중심으로 전산·통계 연구부, 수학·물리 연구부, 생물·화학 연구
부로 구성되었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편집위원회를 두었다. 1990년 이후부
터 현재까지는 수리과학, 정보통계, 물리학, 화학, 생물학, 대기환경과학의 6개로 연구부로 보
다 더 세분화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본 연구소에서는 1985년부터 2001년까지 자연과학 분야 학술논문지로서“自然科學”지를 매
년 2회씩 발간해왔다. 그러나 2002년부터 전국 7개 국공립대학이 연합하여 공동학술지인 “자
연․자원연구”지를 발간함에 따라 본 연구소에서 발행해오던“自然科學”지는 17권 1호로 종간
하고 자연과학 연구소의 편집위원회는 해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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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연․자원연구”지도 2001년을 끝으로 종간되었기에 이번 2012년 후반기에 예전의
“自然科學”지를 복간하여 ‘자연과학(The Journal of Natural Science, GWNU) 제 18권
제 제호 (통권 제 32호)’로 복간하였다.
2) 조직 : 자연과학대학 내의 교수들 중에서 연구소 운영에 적합한 인물을 임기 2년의 연구소
소장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6개 연구부를 대표하는 학과장들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며 각 연
구부에는 연구부 소속의 교수들 및 연구원들이 속하는 것으로 본 연구 조직이 구성된다. 그
리고 연구소장을 포함한 운영위원회는 매학기 1~2회 이상 개최하여 연구소 운영의 주요 문
제들을 다룬다.
3) 연구소 주요 사업 내용
본 연구소는 산업체 및 연구소와 연계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재원을 확보하고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를 통하여 과학 관련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의 타 대
학이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교수들의 학문증진은 물론 국내 과학발전에도 기여
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본 연구소에서 수행되어오고 있는 주요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1) 학과지원
가. 학과초청 강연회 지원
나. 졸업생 초청강연회 지원
다. 석, 박사 졸업논문 발표회 지원
(2) 각종학회, 심포지엄 지원
가. 전국규모학회 지원
나. 소규모학회 지원
다. 심포지엄 지원
(3) 연구소 자체의 논문집 ‘자연과학’과 연보의 발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수시로 결정함.
4) 연구소 중∙장기 계획
(1) 산업체와 대학간의 협력이 요구되는 연구를 더욱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연과학연구소
에서는 지역의 산업체와 연계된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교내외에서 발표를 하여 지역내 산
업체의 생산성을 향상 시킨다.
(2) 국내의 타 대학 연구소 및 해외의 각종 연구소와 교류․협력 체계를 마련한다.
(3) 학내 학술 활동을 활성화 한다.
5) 연구소 예산 편성 및 절차
(1) 매 회계연도 말에는 다음해의 연구소 사업 계획을 세우고 운영 위원회를 개최 하여 사업
계획을 승인 한다.
(2) 연구소는 매년 대학에서 지원하는 대학 지원금과 연구비 인센티브 등 적립된 기금을 기준
으로 승인한다.
(3) 연구소는 모든 예산 편성 및 절차를 연구원들에게 통보하며 공개한다. 또한 결산 결과도
전 연구원에게 공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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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 연구원 (전임교수 및 특별연구원) 명단
(2018.03 - 2019.01)
*** 강릉원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소속 학과들 ***
○ 수학과
전임교수 : 고정미, 김병도, 김용찬, 송병철, 김홍철, 김병문, 손성익, 오주목
전임연구원 : 장세욱
○ 정보통계학과
전임교수 : 김동기, 이상호, 김순귀, 이영훈, 정동빈, 강준성
○ 물리학과
전임교수 : 김재화, 최충현, 윤재선, 김동수, 김도원, 이성철, 안동완
특별연구원 : 김진숙, Williams, 백용욱, 장행진
○ 화학신소재학과
전임교수 : 윤병집, 전상일, 정진승, 최석정, 백경구, 김용주, 정은희, 박정민, 경영수(명예교수)
○ 생물학과
전임교수 : 전방욱, 김형섭, 이창호, 이규송, 정재호, 민경원, 김일회(명예교수),
김규중(명예교수), 남궁용(명예교수)
전임연구원 : 김영철
특별연구원 : 홍문표, 송민옥, 홍보람, 김지혜
○ 대기환경과학과
전임교수 : 이규태, 이재규, 권태영, 정일웅, 김병곤, 이권호, 강성락, 최효(명예교수)
특별연구원 : 신상희, 신호정
전임연구원 : 김유진
보조연구원 : 윤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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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과제 수주목록
학과

교수

과제명

지원기관

대기환경과학과

이재규

기상재해를 동반한 극 저기압의 생성 및 발달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한국기상산업진흥원

대기환경과학과

정일웅

동아시아 극한기후 모의성능 진단을 위한 불확실성 요인
평가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물리학과

김도원

고성능 방사선 입자 검출기 개발을 위한 EU AIDA-2020
협력 연구

한국연구재단

물리학과

안동완

강릉지방 환경방사능 감시조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물리학과

안동완

강릉지방 환경방사능 감시조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물리학과

안동완

강릉지방 환경방사능 감시조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생물학과

이규송

수변지역 대규모 군락지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사업 모니터링

환경보전협회

생물학과

이규송

2017 산림습원 정밀조사 및 모니터링

국립수목원

생물학과

이규송

2017 산림습원 정밀조사 및 모니터링

국립수목원

생물학과

이규송

강릉안인화력 1,2호기 건설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안인사구 육상식물 모니터링

주식회사
생태기술연구소

생물학과

이규송

강릉안인화력 1,2호기 건설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안인사구 육상식물 모니터링

주식회사
생태기술연구소

생물학과

이규송

멸종위기 야생식물 분포 도감 제작

원주지방환경청

생물학과

정재호

섬모충류(원생동물) 다양성 및 수렴진화 규명

한국연구재단

생물학과

정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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