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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자체 지원 사업의 보고서들
가. 연구동향 보고서들 (1건) / 7
1)‘바이오매스 연소활동이 지역 대기질과 복사강제에 미치는 영향’

나. 연구소 자체지원이 포함된 학술논문의 표지들 (8건)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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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동향 보고서>

바이오매스 연소활동이 지역대기질 및 복사강제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위한 최근 연구동향

대기환경과학과 이권호 교수

1. 서론
바이오매스 연소(Biomass Burnning, 이하 BB)활동은 급속한 토양환경 변화를 나타내며, 대기
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으로서 오염원 기여도 평가, 대기 중에서 변화 반응, 거동 특성, 인체 유
해도 영향, 그리고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쟁점이 되는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지역 규모의 대기질 관리를 위한 현황 및 예측에 관한 전
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B 활동의 불특정성과 불확실성으로 인
하여 관측과 모델예측에 있어 기초적인 정보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 30여 년 동안
운영된 지구관측위성은 지표와 대기 관측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의 차세대 정지궤도위성의
대기환경정보 산출물은 보다 낳은 해상도의 지구환경정보 산출정보를 제공하므로 본 연구에 적극
적인 활용이 가능함.

따라서, 본 연구는 BB로 인한 지표 및 대기 환경변화가 지역 대기질 및 기

후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하기 위한 최종목표를 가지고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하여 BB 활동과 지
표 변화, BB성 대기 오염물질의 시공간 분포,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복사강제력이
정량화될 것이다.

2. 바이오매스 연소의 중요성
BB는 동식물을 연소하는 활동으로 자연적 원인(번개나 마찰에 의한 산불 등)과 인간의 활동(토
지 개량 및 농경지 소각 등)으로 발생한다. 바이오매스 연소의 약 90%가 인간의 활동에 기인하며
나머지 적은 부분이 자연 발생적인 식물연소로 발생하며, 지난 100년 동안 전 지구적으로 증가하
는 추세로 보고되었다 (Seiler and Crutzen, 1980; Andreae, 1991). BB 활동은 대기 오염물질
(입자상, 가스상)의 배출원으로서뿐 아니라, 연소로 인한 토지피복 변화를 통하여 지구복사에너지
수지와 탄소순환, 질소순환, 수문순환에 복잡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Crutzen and Andreae,
1990; Crutzen and Goldammer, 1993). 특히, 지구온난화는 자연 발화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더욱이 BB는 다량의 탄소 입자 성분과 가스상 물질을 배출하는 과정에서 지구온난화를 가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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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영향에 기여하게 되므로 중요한 요소이다 (Crutzen et al., 1979; Penner et al.,
1992). BB의 정확한 위치와 범위를 정확히 결정하는 방법 중 지구관측위성을 이용한 관측은 광범
위 지역, 비접근 지역 등을 관측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과거로부터 수많은 인공위
성 관측자료로부터 화재 발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왔으며, the Defense Meteorological
Satellite Program (DMSP), the Advanced Very High Resolution Radiometer (AVHRR)/the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 Earth Observing Satellites
(EOS) 와 같은 위성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림 1. MODIS 위성자료로 관측된 2011년 1월 31일-2월 9일 동안 발생한 화재의 위치

3. 바이오매스 연소 관련 연구의 필요성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하여 지상에서 관측자료의 제한적인 공간 범위를 대신할 수 있는 인공위성
관측자료의 확보와 관련된 다른 자료와 통합하여 포괄적 자료 분석이 가능토록 하는 BB관련 데이
터베이스의 구축이 필요하다. 환경 관련 공공기관에서 지속적인 정책개발을 위하여 인공위성 관측
자료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고, 자료의 크기가 크고 보유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다양한 기체상,
입자상 오염물질 관한 측정 자료들을 모으는 통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작업이 시급하다. BB 관
련 분석정보를 이용하여 전구적 또는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의 지역별, 계절별 환경변화상태 혹은
발생원의 특성에 따른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안별로 평가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고, 다양한
통계적 분석을 통해 정책적 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후속 연
구사업으로서 BB에 의한 지역별, 계절별 대기 구성성분의 변화로 인한 기후변화 효과가 자연환경
순환 시스템에 관한 관련성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사업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
직 국내에서는 연구가 진행된 적이 없으며, 나아가 지역 대기질 및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영향 인
자로서 BB활동이 미치는 기상 및 환경 정책 분야의 적응 정책 마련을 위한 모델링, 장기적인 영
향평가 혹은 취약성 분석에 필요한 도구가 될 것이다.

- 8 -

자연과학연구소 연보 2019
2019 Annals of Natural Science Research lnstitute

그림 2. 바이오매스 연소 활동 연구의 필요성

4. 결론 및 향후 전망
본 연구는 환경기술 개발 측면의 중요성 측면에서 국내외 위성자료를 이용한 대기/지표 환경 정
량 분석 결과는 시․공간적인 관측자료를 제공하므로 이에 관한 응용 연구에 활용 가능하며, 환경
원격탐사 센서 분석기술의 발전 및 통합분석 시스템 기반 기술로 적극 활용 가능할 것이다. 기후
변화 연구 및 산업 측면의 중요성에서 관심 지역의 대기 특성 분포도 작성 결과를 통하여 지역 기
후 예측모형의 입력자료로서 활용 가능하며, BB활동의 신규 자료는 환경 센서 설계 및 관련 소프
트웨어 개발을 위한 시너지 효과 창출할 수 있다. 또한 공공 서비스 확대 및 과학적 자료 제공 측
면에서는 환경/에너지 분야의 정책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과학적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
며, 학생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환경정보 및 기후변화 적응 정책 및 적응 도구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은 삼림 화재, 농경지 소각 등 주요 BB활동의 발생지로서, 연소과정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국과 인접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기후변화 및 인체 유해성에도 연관이 되
고 있으므로, BB에 의한 대기오염물질의 이동과 발생원, 그리고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발전될 것이다. 최근 국내의 미세먼지 농도 증가 현상에 관한 환경재해에 관심이 높아지면
서 입자상 물질에 관한 분석 연구가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으나, BB 활용에 대한 고려는 아
직도 자연적인 현상으로만 여겨지고 있으므로, 보다 종합적인 환경 및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 분석
에 관한 노력은 꾸준히 이루어질 것이다. BB는 대기 오염물질의 주요 발생원으로서 연료물질과
토양의 성분 그리고 연소형태에 따라 배출물질의 성분이 달라지므로 계절별, 혹은 지역별로 그 영
향이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발사 예정인 환경위성 또는 다목적 실용위성의 활용 준비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연구결과와 기술축적을 이루고 있지만, 위성 담당 기관이나 위탁 연구기관에서만
기술적인 개발이나 응용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다 폭넓은 활용과 공공의 이익을 위하
여 바이오매스 연소와 관련된 자료 분석을 통하여 입체적인 환경/대기 감시 체계를 마련하여 분석
결과가 공공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면 학계나 공공활용 분야에 유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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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소 주관 및 지원 세미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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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8월 29일: 2019년도 재해기상 워크샵
3) 12월 11일: 자연과학연구소 2019년 종합심포지엄

나. 학과 초청 세미나 목록 / 38
1)
2)
3)
4)
5)

2019년
2019년
2019년
2019년
2019년

03월
05월
05월
09월
11월

14일
01일
09일
06일
14일

-

대기환경과학과
수학과
정보통계학과
화학신소재학과
정보통계학과

다. 졸업생 초청 세미나 목록 / 43
1) 2019년 06월 05일 - 대기환경과학과
2) 2019년 10월 29일 - 생물학과
3) 2019년 11월 28일 - 정보통계학과

라. 대학원생 논문발표 목록 / 46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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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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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019년
2019년
2019년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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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월
12월
12월
12월

30일
13일
14일
06일
13일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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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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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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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연구소 지원 대규모 심포지엄/학술대회 - 1>

2019 한국전자상거래학회 춘계학술대회
● 학술행사명 : 2019 한국전자상거래학회 춘계학술대회
● 일

시 : 2019년 05월 17일(금) 13:30 ~ 18:00

● 장

소 : 강릉원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2호관 110호, 114호

● 주

관 : 강릉원주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

● 후

원 : 강릉원주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 강릉원주대학교 정보통계학과,
H&C 직무인이증원

● 세부일정

(사) 한국전자상거래학회 2019 춘계학술대회 일정
· 2019년 5월 17일(금) 13:30 ~ 18:00
· 개회식 장소 : 강릉원주대학교 강릉캠퍼스 자연과학2호관 114호
시 간

행사명

13:00∼13:30

등록

13:30∼15:40

논문발표

내용

Session I, Session II

15:40∼16:00

Break time

16:00∼16:20

사회: 남성집(조직위원장, 한남대학교)
환영사

정동빈(한국전자상거래학회 회장)

시상식

우수논문상

16:20∼16:30

Break time

16:30∼17:30

논문발표

Session III, Session IV

17:30∼

폐회

행사 마무리 및 폐회

- 23 -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2019년 춘계학술대회 학술논문발표 세부일정
Session I (110강의실)

좌장 : 정병무 교수(유한대)
1. 인터넷 불법콘텐츠 이용현황과 인식에 대한 실태분석
 발표자 : 노세나, 정동빈
 토론자 : 조영희 교수(평택대)
2. 전자상거래와 ICT기업의 해외진출 연관성 연구
 발표자 : 문소영, 정동빈
 토론자 : 문영주 교수(공주대)
3. 인터넷 뱅킹과 은행 지점 축소에 관한전략 수립에 대한 활용연구
 발표자 : 김경수, 김혜영, 정동빈
 토론자 : 서수석 교수(유한대)
13:30

4. 인터넷 뱅킹과 은행 지점 축소에 관한전략 수립에 대한 활용연구

∼
15:40

 발표자 : 박가진, 정동빈, 이영훈
 토론자 : 김명종 교수(가톨릭관동대)
5. 국내온라인 쇼핑거래액 예측
 발표자 : 이연경, 정동빈, 김명종
 토론자 : 김성수 교수(단국대)
6. 국내 인터넷 자동차 지급보험액 예측
 발표자 : 양재혁, 박성권, 정동빈
 토론자 : 곽영암 교수(신한대)
7.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 상위 30개 운용사의 군집 및 포지셔닝 분석
 발표자 : 김윤아, 정인숙, 정동빈
 토론자 : 이임정 교수(명지전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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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II (114강의실)

좌장 : 신동진 교수(배재대)
1. 모바일 여행 앱 활용이 개인성과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여행자를 중심으로 
 발표자 : 전수부, 이종호
 토론자 : 신문식 교수(명지전문대)
2. 해외직구서비스 품질이 미치는 영향  중국소비자를 중심으로
 발표자 : 방사초, 이종호
 토론자 : 소재환 교수(덕성여자대학교)
3. 중국에서의 O2O 신선 농산품 판매앱의 사용의도에 관한 연구
 발표자 : 고위, 이종호
13:30
∼
15:40

 토론자 : 서수석 교수(목원대)
4. 중국소비자의 스마트 홈서비스 이용에 관한 연구
 발표자 : 고청청, 이종호
 토론자 : 문영주 교수(공주대)
5. 블록체인 특성 적용에 관한 연구
 발표자 : 김붕유, 이종호
 토론자 : 서용석 교수(목원대)
6. 중국소비자의 한국자동차 구매의도에 관한 연구
 발표자 : 송운도, 이종호
 토론자 : 윤기창 교수(충북대)
7. 온라인 약국 서비스 품질이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발표자 : 유풍, 이종호
 토론자 : 신문식 교수(명지전문대)

- 25 -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Session III(110강의실)

좌장 : 안경애 교수(순천향대학교)
1. 국내 주요인터넷은행의 재무구조와 수익형태에 따른 포지션 분석
 발표자 : 박건효, 김재희, 정동빈
 토론자 : 조영희 교수(평택대)
16:30

2. UNDP의 인간개발지수에 따른 세계 100개국 군집분석

∼
17:30

 발표자 : 최빈나, 정동빈
 토론자 : 이승범 교수(세명대)
3. 운용안정성에 기반한 국내 인터넷 자산운용사의 유형화
 발표자 : 정재욱, 정동빈
 토론자 : 이진우 교수(유한대)

Session IV(114강의실)

좌장 : 곽영암 교수(신한대)
1. 온라인 게임 캐시 아이템의 만족도 연구
 발표자 : 마력, 이종호
 토론자 : 이임정 교수(명지전문대)
16:30

2. 중국인의 한국상품 해외직구 물류서비스품질에 관한 연구

∼
17:30

 발표자 : 포붕, 이종호
 토론자 : 박범진 교수(순천향대학교)
3. 중국시장에서의 중고자동차 판매앱의 특성이 미치는 영향
 발표자 : 양아휘, 이종호
 토론자 : 오문갑 교수(세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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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연구소 지원 대규모 심포지엄/학술대회 - 2>

2019 재해기상 워크샵
● 학술행사명 : 2019년도 재해기상 워크샵
● 일

시 : 2019년 08월 29일(목) ~ 2019년 8월 30일(금)

● 장

소 : 강릉 씨베이호텔

● 주

관 : 강릉원주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 후

원 : 강릉원주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

● 세부일정
(1) 재해기상의 사회경제적 영향 포럼
○ (목적) 대설 영향정보 및 대응체계를 위한 전문가 발표 및 토론의 장 마련
○ 일시/장소 : 2019. 8. 29.(목) 14:00~18:00, 강릉씨베이호텔
○ 주최/주관 : 국립기상과학원 재해기상연구센터, 강릉원주대 대기환경과학과
○ 주요내용
- (주제발표) 대설 영향예보 관련 연구성과 발표 및 공유
- (패널토론) 대설 영향정보 및 대응력 제고 방안
시 간
14:00
14:00~
14:20

내 용

20‘

 개회
 인사말씀
- 김승범 관측예보연구과장
- 김형섭 강릉원주대 자연과학대학장
 기념사진

14:20~
16:20

120
‘

 (주제발표)
- 대설 발생과 피해 특성 분석/
김병곤 교수(강릉원주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 대설에 따른 농작물 피해 현황 및 대책/
고창호 박사(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 지역별 대설 피해 임계값 산정 및 특성 연구/
김백조 센터장(국립기상과학원 재해기상연구센터)
- 강설 상황에 따른 교통 모빌리티의 변화/
김건후 박사(한국교통연구원 교통빅데이터연구본부)

16:20~
16:40

20‘

휴식

80‘

 (토의) 대설 영향정보 및 대응력 제고 방안
박영연 과장(기상청), 한윤덕 과장(강원지방기상청)
이동인 교수(부경대), 강석도 계장(강원도청)

16:40~
18:00
18:00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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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심재관
(재해연)

좌장:
김효중 교수
(가톨릭
관동대)
*20분 발표

좌장:
권태영 교수
(강릉원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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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년 재해기상 예측성 향상 워크샵
○ (목적) 재해기상 특성 이해 및 예측성 향상
○ 일시/장소: 2019. 8. 30.(금) 09:00~13:00 /강릉 씨베이호텔
○ 주최/주관: 강릉원주대 대기환경과학과, 국립기상과학원 재해기상연구센터
08:30 – 09:00

등록 및 개회

1부 재해기상 관측 및 특성

좌장 : 김병곤

09:00 – 09:30

Advantages and Problems of Precipitation
Observation by C-band and X-band
Polarimetric Radar Network

히로시 우에다
(나고야대학)

09:30 – 09:50

Analysis of typhoons impact on the Korean
Peninsula using ground based
multi-meteorological observation instruments

이동인
(부경대)

09:50 – 10:10

In-situ aircraft observations for severe
weather research

엄준식
(부산대)

10:10 – 10:25

강풍 발생 및 피해 특성 분석

김백조
(국립기상과학원)

10:25 – 10:40

강원국지예보모델 지면관측
자료동화 개선 방안

박경진
(강원지방기상청)

10:40 – 11:00

coffee break
2부 재해기상 전망과 예측성

좌장 : 권태영

11:00 – 11:20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재해현상의 변화 전망

허창회
(서울대)

11:20 – 11:40

한반도 폭염 특성과 예측성

차동현
(울산과기대)

11:40 – 12:00

한파의 지역적 강화 메커니즘

김주완
(공주대)

12:00 – 12:15

재해기상이 항공운항에 미치는 영향

김효중
(카톨릭관동대)

12:15 – 12:30

강원권 지역별 강설 특성 및 예측성

김병곤
(강릉원주대)

12:30 – 13:00

전체 요약 및 토의

좌장 : 김백조

13:00 – 14:00

점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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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자연과학연구소 종합심포지엄
● 학술행사명 : 2019 자연과학연구소 종합심포지엄
● 일

시 : 2019년 12월 11일 (수) 16:00 ~

● 장

소 : 강릉원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1호관 109호

● 주

관 : 강릉원주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

● 후

원 : 강릉원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 세부일정

12월 11일(수)
15:50~16:00

:

개회사 및 인사말

(자연과학대학장 김형섭 교수)
(자연과학연구소장 이영훈 교수)

<학술발표 순서>
(좌장 : 이영훈 교수)
16:00~16:40

:

포르피린-POSS 유도체 합성과 응용
(발표자 : 정은희 교수)

16:40~17:20

:

섬모충류 다양성과 기탁등록보존기관
(발표자 : 정재호 교수 )

17:20~18:00

:

GK-2A 알고리즘 개발
(발표자 : 이규태 교수)

18:00~

:

끝인사 및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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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르피린 – POSS(Polyhedral- Oligomeric Silsesquioxanes)
유도체 합성과 응용
발표자 : 정은희 교수 (강릉원주대학교 화학신소재학과)
본 심포지움에서 발표할 내용은 광역학치료제로 사용가능한 POSS(polyhedral oligomeric silse
squioxanes)-porphyrin 나노물질을 합성하는 방법과 이의 분광학적 분석결과에 대한 것이다. 광
학 활성을 가진 포르피린 골격에 POSS의 상대적 위치를 변화하고 또한 POSS unit의 개수를 조
절하여 분광학적 차이와 세포 흡수율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실에서 제조한 POSS-Po
rphyrin 나노물질 자체가 가질 수 있는 독성을 분석하고자 HEK293T cell, HeLa Cell 등 여러
가지 세포를 사용하여 세포 생존률을 검토하였다. 제조된 POSS-Porphyrin 나노물질의 광역학
치료 응용가능성을 알아보고자 세포투과율 실험을 진행하였고 POSS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세포
투과율이 향상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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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연구소 종합심포지엄 발표 내용 – 2>

섬모충류 다양성과 기탁등록보존기관
발표자 : 정재호 교수 (강릉원주대학교 생물학과)
‘섬모충류의 다양성과 기탁등록보존기관‘ 주제를 발표함. 섬모충류는 단세포성 진핵생물로 짚
신벌레가 대표적인 모델생물로 생물학계에서 다양한 연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자연계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발견되는 미생물생태계 우점종이다. 이들의 다양성에 대해 영동지방을 중심으
로 최근 발견된 신종을 소개함과 동시에, 본 실험실이 ’해양섬모충류 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서
2019년 법률로 지정(예정)되어 해양생명자원의 보존 및 관리의 역할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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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연구소 종합심포지엄 발표 내용 – 3>

GK-2A 알고리즘 개발
발표자 : 이규태 교수 (강릉원주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태양으로부터 방출되어 대기 상부에 도달한 단파복사는 대기 중의 가스와 구름 및 지표면에 의
해 반사 및 흡수되고 또한 장파복사의 형태로 방출된다.

즉 대기와 지표면 사이에서

흡수와 방

출 및 산란되는 복사는 인공위성 각 채널 자료로 변환되어 여러 종류의 기상요소 산출 및 수치
모델 자료동화 등에 중요하게 사용된다. 우리나라에서는 5개의 채널을 가진 천리안 위성을 2010
년부터 운용해오고 있으며 그 후속 위성으로서 2019년 발사된 GK-2A는

16개 단파 및 장파

채널로 구성되어 다양한 기상용소들 산출에 활용되어 기상 및 관련 분야의 발전에 현식적인 역할
을 할 수 있다.
즉 이 연구에서는 천리안 후속위성 GK-2A의 자료를 이용하여 청천복사휘도와 표면도달일사
및 지구방출복사 등의 복사요소를 경험적으로 도출하였고 극 결과는 기상수치모델의 자료동화 및
기후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이다.

그리고 지표면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해양의

경우 그 상공의 에어로졸 입자들은 태양광을 산란하거나 흡수함으로써 지구 복사 수지, 물 순환,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므로 지구대기 시스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는 GK-2A 위성을 이용한 에어러솔 관련 산츨물을 이론과 경험적으로 산출하였고 그에 따라 환
경 및 기후 분야 등에서 중요하게 사용될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미세먼지와 관련된 시정악화가

빈번히 보도되면서 낮은 시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마찬가지의 G
K-2A 자료를 이용하여 시정을 산출하였고 그 결과는 교통과 항공 및 해양수산 분야에 중요하게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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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초청 세미나 행사 내용 요약 - 1>

대기환경과학과
학술행사명
일시 및 장소
참 석 인 원
발
표
자
발 표 주 제

대기환경과학과 초청 특강
2019.3.14.(목) 15:30~ 생명1호관 404호
대기환경과학과
주 관 학 과
14 명
1 편
발표 논문 수
이주영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스마트팜 융합연구센터, 선임연구원)
온실내 대기환경조절을 통한 생산량 극대화를 위한 스마트팜 기술 동향과 미래

<온실내 대기환경조절을 통한 생산량 극대화를 위한 스마트팜 기술 동향과 미래>
최근 스마트팜 기술의 핵심은 온실내 환경조절을 통한 최적의 생육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생산량 극대화 혹은 수익 극대화 기술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러한 기술은 단순히 농업적 기술뿐만 아니라 대기환경, 미기상기후학 등에 좌우되며 이러한
기술을 갖춘 대기환경 전공자들의 노력과 지식이 필요한 실정이다. 스마트 농장(Smart Fa
rm)은 실내에서 식물이 최적에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기후 및 환경을 조절하여 생산량
을 극대화 시키는 최첨단 농장을 말한다. 이는 농업 인구 고령화와 젊은 인력의 감소 등의
원인으로 등장했다. 다시 말해, 농업 인력이 감소하므로 보다 효과적으로 품질 좋은 다량의
식품 등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낙농과 도시 등에 적용하여 가축 등을
관리하고, 사람들에게 휴식의 공간도 제공한다.
본 초청 연사는 현재 스마트 농장에 직접 운영하며, 식물이 자라날 수 있는 최적에 환경
조절 및 관리해주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서는 식물에 대한 이해가 다분히 필요
하지만, 이 식물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기 위해서는 기상 자료의 이해가 중요하다. 즉,
다른 두 개 혹은 그 이상에 과학이 융합하여 이루진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언급 했듯이 스마트 농장은 각 분야에서 수집된 자료로 식물이 최적에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각 분야의 자료를 융합해서 분석하는 것은 많은 복잡성을 지니
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양의 자료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처리하고
분석하는데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 현재는 스마트 농장 연구의 선진된 나라의 모델을 이용
해서 연구하고 있지만, 이를 우리나라 환경에 맞게 수정하고 있다.
향후 미래에는 한 분야의 전문 지식도 필요하지만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분야가 융합 연구
도 다수 진행 될 것이며, 수집된 빅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스마트팜 기술은 단순히 농업 전공자 혹은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의 위한 영역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융합할 수 있는 분야이며, 이러한 강연을 통해 강연자-청강자들 모
두에게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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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초청 세미나 행사 내용 요약 - 2>

수

학

과

학술행사명

수학과 초청세미나

일시 및 장소

2019년 5월 1일 17시 자연2호관 304호

참 석 인 원
발

표

발 표

자
주 제

28 명

주 관

학 과

발표 논문 수

수학과
1 편

김영록,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인공지능과 수학

<인공지능과 수학>
인공지능이란 시스템에 의해 만들어진 지능이며 최상위개념이고, 이에 따름 기계 학습은
인공 지능의 한분야로, 컴퓨터가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과 기술을 개발하는 분야
이다. 예를 들어 알고리즘에 고양이 사진을 많이 보여주고 고양이라고 학습시키고, 학습된
알고리즘에 고양이 사진을 보여 주면 고양이라고 맞추도록 학습하는 것이다.
그리고 딥러닝은 기계학습 알고리즘 중의 하나에 속한다.
이와 같이 인공지능를 여러 방면으로 알 수 있음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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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초청 세미나 행사 내용 요약 - 3>

정보통계학과
학술행사명

정보통계학과 초청세미나

일시 및 장소

2019. 5. 9.(목) 16:00 자연2호관 217호

참 석 인 원
발

표

발 표

자
주 제

55 명

주 관

학 과

발표 논문 수

정보통계학과
1 편

안재준(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부교수)
빅데이터와 구글

< 빅데이터와 구글 >
연세대학교 안재준 교수 경력 및 이력 소개를 시작으로 요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빅데
이터에 대하여 설명해주었다.
그리고 빅데이터와 구글을 연관시켜 다양한 활용 사례 등을 설명해줌으로써, 학생들이
빅데이터에 대해 알기 쉽고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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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초청 세미나 행사 내용 요약 - 4>

화학신소재학과
학술행사명
일시 및 장소
참 석 인 원
발
표
자
발 표 주 제

화학신소재학과 초청세미나
2019.09.06.(금) 16시 자연1호관 319호
20 명
최희철 박사, 국가핵융합연구소, 책임연구원
양자계산화학 방법을 적용한 최신 연구들

주 관 학 과
발표 논문 수

화학신소재학과
2 편

< 양자계산화학 방법을 적용한 최신 연구들 >
Plasma can be defined the 4th state of matter and consists of universe as many as 9
9%. The electrical and magnetic properties of plasma is quiet different from the gaseous
matter. The plasma basic technology is an essential part for creating the plasma fundam
ental and application technologies. It includes the DB of plasma chemical and physical p
roperties, plasma modelling and simulation, and advanced plasma diagnostics. NFRI's Pla
sma Technology Research Center (PTRC), composed of researchers from various scientific
fields, has been conducting various plasma base and application studies. In the research
activities in PTRC, the computational chemistry is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understa
nding plasma chemical and physical properties and producing data on them. In this talk,
let me mention the assignments to computational chemistry in PTRC and also, introduce
research projects being undertaken using computational methods.
The B3LYP/6-31G(d) and TD-B3LYP/6-31G(d) methods are applied for evaluating struct
ural, electronic, and optical properties of poly[(thiophene)-alt-(6,7-difluoro-2-(2-hexyldecy
loxy)quinoxaline)] (PTQ10), while the bulk heterojunction (BHJ) blend film of PTQ10 and I
DIC (PTQ10:IDIC) is simulated using the B3LYP-D3(BJ)/6-31G(d) level of theory. The calc
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most stable configuration of PTQ10 is in cis conformer, corr
esponding to the electronic and optical band gaps of 2.57 and 2.25 eV, respectively. By bl
ending with IDIC acceptor, the π-π stacking distance of 3.55 Å and interaction energy o
f -71.7 kcal/mol are obtained. The charge transfer ( kCT ) and charge recombination ( kCR ) r
ates in PTQ10:IDIC complex are investigated, showing the values of 5.47 × 1011 and 6.3
9 × 102 s-1, respectively. The electric fields with different intensities and directions are
applied to PTQ10:IDIC. Treating electric fields along long molecular (x) axis of PTQ10:IDI
C complex result in the significant changes of HOMO and LUMO energy levels. Moreover,
the large stabilization energy and high planarity are also given. In contrast, the orientatio
ns of fields in vertical (y) and short (z) axes play an insignificant role in PTQ10:ID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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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초청 세미나 행사 내용 요약 - 5>

정보통계학과
학술행사명

정보통계학과 초청 세미나

일시 및 장소

2019.11.14.(목) 16:30 자연2호관 217호

참 석 인 원
발

표

발 표

자
주 제

47 명

주 관

학 과

발표 논문 수

정보통계학과
2 편

박기헌(동북지방통계청 강릉사무소 소장)
조미순(동북지방통계청 강릉사무소 주무관)
통계청 소개 / 고용통계의 이해

< 통계청 소개 / 고용통계의 이해 >
동북지방통계청 강릉 사무소 박기헌 소장과 조미순 주무관의 경력 및 이력 소개를 시작
으로 통계청 소개와 통계청이 하는 업무, 공무원 채용, 통계관련 직업에 대하여 설명해주었
다. 그리고 요즘 타 학과 학생들 또한 관심이 많은 빅데이터 관련하여 다양한 정보를 알려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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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 초청 세미나 행사 내용 요약 - 1>

대기환경과학과
학술행사명

대기환경과학과 졸업생 세미나

일시 및 장소

2019. 6. 5(수) 16:30~ 생명1호관 406호

참 석 인 원
발

표

발 표

자
주 제

22 명

주 관

학 과

대기환경과학과

발표 논문 수

1 편

최종훈 (환경예측연구소(주), 주임연구원)
환경예측연구소 소개 및 대학 생활에 필요한 공부는 무엇인가?

< 환경예측연구소 소개 및 대학 생활에 필요한 공부는 무엇인가? >
환경예측연구소(주)는 기상관련 연구개발,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공급의 업무를 하는 회사이다. 본
강연자는 2019년 2월 강릉원주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같은해 2월에 환경예측연구소에 입사하여 주임
연구원으로 재직중이다.‘대학 생활에 필요한 공부는 무엇인가?’라는 세미나 제목을 정한 이유는 대학
생활을 하면서 후배들의 미래를 위해 하나라도 더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함이다.
직장을 다니며 실제 필요하다 느껴지는 부분은 특히나 컴퓨터에 대한 것들이다. 정보처리기사, 컴퓨
터활용능력 등의 컴퓨터 사용법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대표적으로 크게 느껴지는 부분은“영어”,
“통계”,“프로그래밍”이다. 연구원에게 있어 논문의 이해도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많은 논문들
은 영어로 이루어져 있고 정보찾기, 새로운 기술의 습득 등을 위해 영어에 대한 학습은 필수이다. 통
계는 데이터들을 모아 계산하고 나온 값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검증하거나 확인하는데 있어 중요
한 과정으로 여러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게 되는데 기초적인 부분을 모른 채 업무를 진행하게 되면 자
신이 하고 있는 일의 이해도가 낮아 업무의 능률이 떨어지게 된다. 또한 프로그래밍은 현재 다니는 회
사에 있어 내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프로그래밍은 다양한 언어들이 존재하지만 하나만 제대로 알아
두어도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새로이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처음 배우는 프로그래밍이라면 파
이썬이라는 프로그램을 추천하며 프로그래밍을 통해 나오는 다양한 산출값에 충분한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활용도가 높은 학습을 학부 생활동안 충분히 익혀두길 바란다.
대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공부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연구실에 들어가서 지도하에 학습하는 것
은 위의 공부해야 할 것들을 모두 포함할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학교 수업과 연구실 과제들을 같이 하려면 물론 힘들겠지만 미래에 내가 가진 능력들을 생각
해 본다면 진지하게 생각해서 연구실에 들어가 본인만의 역량을 쌓을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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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 초청 세미나 행사 내용 요약 - 2>

생물학과
학술행사명

생물학과 졸업생 초청 세미나

일시 및 장소

2019.10.29. 15:00, 자연1호관 205호

참 석 인 원
발

표

발 표

주 관
34 명

자

이다용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선임연구원

주 제

뇌 발달장애의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학 과

발표 논문 수

생물학과
1 편

< 뇌 발달장애의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
뇌 발달장애에는 대표적으로 지적장애, 자폐증 (autism spectrum disorder), 과잉행동
장애 (ADHD) 및 간질 (epilepsy) 등이 있으며 선천적 또는 후천적

중추신경계 발생과정

상의 결함에 의해 발병한다. 뇌 발달장애의 대부분은 매우 이른 시기에 발병하나 분자적
진단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조기진단 및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다. 현재까지 다양하고 정
밀한 유전체 분석 기법들을 통하여 뇌 발달장애의 유전적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들
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한편으로는 최근 들어 환경적 요인에 대한 중요성 또한 부각
되어지고 있다. 본 강연에서는 TSC1 또는 TSC2 유전자의 결함으로 인해 발병되는 TSC
(Tuberous Sclerosis Complex; 결절성 경화증) 의 유전적 뇌 발달장애 동물모델을 이용
한 발병 기작 연구 및 최근 환경적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미세플라스틱 노출에 의한 신
경계 발달 이상에 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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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 초청 세미나 행사 내용 요약 - 3>

정보통계학과
학술행사명

정보통계학과 졸업생 초청 세미나

일시 및 장소

2019.11.28. 16:30, 자연2호관 217호

참 석 인 원
발

표

발 표

자
주 제

주 관
17 명

학 과

발표 논문 수

정보통계학과
1 편

김재운 (강릉시청 농정과)
공무원 시험 대비 전략

< 공무원 시험 대비 전략 >
강릉시청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재운 졸업생의 소개를 시작으로 학생들
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인 공무원 시험대비 전략에 대해 알려주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농
정과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공부 노하우를 알려주었고,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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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위논문 공개발표 행사 내용 요약 - 1>

화학신소재학과
학술행사명

화학과 (석사)학위청구 논문 발표

일시 및 장소

2019.05.30. 19:30, 자연1호관 314_2호

참 석 인 원
발
발 표

표

자
주 제

8 명

주 관

학 과

발표 논문 수

화학신소재학과
1 편

샤카클로비스(강릉원주대학교 화학과 석사과정)
황화수소 공여체 개발과 생물학적 활성 연구

< 황화수소 공여체 개발과 생물학적 활성 연구 >
황화수소는 무색기체로 계란 썩은 냄새가 나며 독성이 강하다. 최근에 황화수소는 혈관 확장, 염증
조절 및 신경 전달을 포함한 여러 생물학적 기능에서 매우 중요한 생물학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밝혀
졌다. 따라서 황화수소를 의약학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법들이 고안 되었다. 그러나 황화수소의 직
접 투여는 고농도에 의한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오랫동안 연구자들은 이 중요한 가스를 세
포 내 목표로 하는 세포기관에 전달하기 위해 새로운 황화수소 전달물질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왔다.
우리는 새로운 황화수소 공여체로 생물학적 활성이 있는 펩타이드와 황화수소 공여체의 하이브리드
화합물 개발하고 이 물질들에 대한 항 염증 효과의 평가하였다. 이 물질들의 합성은 일반적인 Fmoc
전략에 의존한 펩타이드 합성방법에 의해 N,N-Dicyclohexylcarbodiimine (DCC)를 사용하고, 잔기
가 보호된 GHK와 ACQ라는 두 개의 펩티드를 얻었다. 이 펩타이드에 ADT-CO2Hdml 결합으로 최
종적으로 ADT-GHK와 ADT-ACQ를 합성 했다. 합성된 공여체들의 항염증 활성은 NO assay를 이
용하여 평가하였다. 이 활성은 기존의 GYY4137황화수소 공여체와 Dexamethasone과 비교되었다.
두 개의 펩타이드-황화수소 공여체 하이브리드들은 낮은 농도에서 항염증 효과는 거의 보이지 않았
지만, 50 μM 농도에서는 항염증 경향을 보였다. 이것은 이 하이브리드 화합물에 결합된 ADT가 매
우 적은량의 황화수소를 지속적으로 방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GYY4137이 항염증 효과를 보
인 100 μM 이상의 농도에서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황화수소 하이브리드들은 500 μM농도에
서 중요한 세포 독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우리는 트리티안 중심을 갖는 화합물을 변형하여 효소에 의해 황화수소를 방출하는 황화수소
공여체를 개발하였다. 트리티엔과 tert-부틸 퍼 옥시 벤조 에이트 간의 반응에 의하여, 2-벤질옥시1,3,5-트리티안 및 2,3-디벤질옥시-1,3,5- 트리티안 화합물을 합성하였다. 특히, 비스벤조일화합물
은 PLE (Porcine Liver Esterase)의 존재 하에서 황화수소를 방출하는 것을 증명하였다. 방출 메커
니즘은 GC / MS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이 화합물들은 중요한 세포독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다양한
의약학적 효과에 대해 평가가 이루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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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위논문 공개발표 행사 내용 요약 - 2>

물리학과
학술행사명

물리학과 석사학위 논문발표

일시 및 장소

2019.06.13. 자연과학1호관 118호

참 석 인 원
발

표

발 표

자
주 제

주 관
5 명

학 과

물리학과

발표 논문 수

1 편

조국, 일반대학원 입자물리, 석사수료
다중 간극 저항판 검출기의 시간 특성 및 효율 분석
(Analysis of the Time Properties and the Effieciency of MRPC)

< 다중 간극 저항판 검출기의 시간 특성 및 효율 분석
(Analysis of the Time Properties and the Effieciency of MRPC) >
다중간극저항판검출기에서 신호선을 연결하였을 때 생기는 시간 특성이 검출기 효율 성
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유럽 입자물리학연구소(CERN)의 T10에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먼저 각 고전압(HV)에 대한 검출기의 효율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검출기의
상하좌우 위치에 따른 각각의 데이터를 얻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데이터 수집 장치를 통해
얻은 데이터들은 LabVIEW 프로그램을 통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파일을 만들어주고, 이
때 생성된 파일은 ROO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였다. 데이터를 분석
한 결과를 이용해 최종적으로 시간 특성이 다중간극저항판검출기 효율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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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위논문 공개발표 행사 내용 요약 - 3>

대기환경과학과
학술행사명

대기환경과학과 석사 논문발표

일시 및 장소

2019.06.14.15:00-, 생명1호관 404호

참 석 인 원
발
발 표

표

자
주 제

주 관
13 명

학 과

대기환경과학과

발표 논문 수

1 편

장정필 (대기환경과학과, 석사과정)
한반도 부근에서 에어로졸에 의한 복사특성 분석

<한반도 부근에서 에어로졸에 의한 복사특성 분석>
이 연구에서는 에어로졸이 복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ECMWF (European Centre for
Medium-Range Weather Forecasts)의 CAMS (Copernicus Atmosphere Monitoring Service)
와 OPAC(Optical Properties of Aerosols and Clouds)자료를 이용한 시너지 에어로졸 모델 방법
으로 한반도 영역에서의 에어로졸 광학특성(normalized Extinction coefficient, Single Scatterin
g Albedo, Asymmetry parameter, Aerosol Optical Depth)을 산출하여 분석했으며 이를 복사모
델의 입력 자료로 사용하여 복사특성을 분석했다.
주요 관심 지점 6곳(옹진 소청초, 신안 가거초, 이어도, 서울, 대전, 강릉)을 선정하여 모델결과와
관측값을 비교 분석했다. 주요 관심지점들 모두 최근 2년간 AOD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한반
도 영역에서 AOD는 봄철에 가장 높았으며 여름과 가을에 감소하다가 겨울철에 상승하여 봄철에 최
대 값이 나타난다. SBDART 복사모델을 이용하여 에어로졸 광학특성 값의 변화에 따른 일사량의 민
감도 테스트를 진행했다. 민감도 테스트결과 AOD 값이 증가 할수록 가시광 영역에서의 복사량 값이
크게 감소했으며 SSA와 ASY는 1에 근접할수록 일사량 값이 크게 산출됐다. SSA와 ASY 가 1일
때에는 AOD 변화에 따른 일사량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시너지 에어로졸 모델 방법으로 산출된 광학특성 값을 복사모델의 입력 자료로 사용하여 일사량을
산출하였으며 에어로졸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에어로졸 광학특성 값을 사용하지 않고 산출한 결과와
비교했다. 또한 일사량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구름 및 가강수량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
로 비교하여 일사량 변화 경향의 원인을 분석했다. 6개 지점에서 관측된 일사량은 가거초를 제외한
전 지점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에어로졸과 가강수량의 경우 전 지점에서 감소하고 있는 경
향을 보였다. 구름의 경우 가거초와 이어도를 제외한 4개 지점에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가거초
와 이어도를 제외한 4개 지점의 경우 에어로졸과 가강수량은 감소했으나 구름이 증가하여 일사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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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위논문 공개발표 행사 내용 요약 - 3>

대기환경과학과
학술행사명

대기환경과학과 석사 논문발표

일시 및 장소

2019.06.14.15:00-, 생명1호관 404호

참 석 인 원
발

표

발 표

자
주 제

주 관
13 명

학 과

대기환경과학과

발표 논문 수

1 편

김도현 (대기환경과학과, 석사과정)
해양 구름 밝기 조절의 지구공학이 동아시아 극한기온 변화에 미치는 영향

< 해양 구름 밝기 조절의 지구공학이 동아시아 극한기온 변화에 미치는 영향 >
본 연구에서는 5개 기후모델이 GeoMIP(Geoeingineering Model Intercomparison Pro
ject) G4cdnc 실험을 모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 때, 동아시아 지역의 극한 기온에 대
한 반응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G4cdnc 실험은 RCP4.5 시나리오 하에서 전 세계 해양
하층운의 구름 방울 수 농도(cdnc)를 50% 증가시키는 것을 모의하도록 설계되었다. 가장
먼저, 복사 수지에 대한 G4cdnc 실험의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실험은 RCP4.5에 비하여
전 지구 해양을 중심으로 대기 상단 순 복사 플럭스를 감소시킴을 확인하였다. 또한 실험
은 RCP4.5 하에서의 확률 밀도 함수의 평균과 분산을 감소시켰다. 그리고 극한 기후 지수
인 최저 기온 극한을 뜻하는 TNn과 최고 기온 극한을 뜻하는 TXx를 계산하였으며, G4cd
nc 실험은 RCP4.5에 비하여 TNn과 TXx 모두를 감소시켰다. 하지만 실험 효과는 극한
기온 반응에 대하여 비선형성을 가짐과 동시에 계절성과 지역에 따른 불균질성이 가짐을
확인하였다. 또한 실험에 의한 극한기온 반응의 공간 분포와 대기 상단 순 복사 플럭스 반
응의 공간 분포가 일치하지 않는 모습은 실험의 간접효과를 시사하였다. 한편, 효율성 지수
(efficacy)는 실험의 절대 효과와는 대조적으로 상대 효과가 TNn에 비해 TXx에 대해서 더
큼을 나타내주었다. 마지막으로, 실험 중단 기간에는 두 극한기온이 빠르게 상승하여 RCP
4.5와 비슷해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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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과
1 편

김재철(강릉원주대학교 생물학전공)
오대산 진고개의 묵밭에서 시공간에 따른 천이진행속도의 변이

< 오대산 진고개의 묵밭에서 시공간에 따른 천이진행속도의 변이 >
생태계에서 공간적 이질성을 일으키는 원인은 군집의 변화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천
이 초기군집에서 토양영양염류 공급, 작은 포유류의 토양 교란, 빗물에 의한 토양 침식 등의
입지요인이 공간적 이질성을 만든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천이 진행속도의 변
이가 어떤 요인에 의한 것인지 밝히고자 한다. 조사지는 오대산 국립공원에 편입되어 방치되
고 있는 진고개 묵밭이다. 조사는 식생이 가장 많이 관측되는 6~9월 사이 여름에 실시했다.
이전의 다른 논문에서 연구된 극상성지수를 이용해 조사지의 출현 종을 대상으로 천이점수를
작성했다. 천이점수와 조사한 식생요인을 통해 천이진행속도를 지수화한 천이지수를 산출했
다. 현존 식생유형별 면적의 변화는 2015년에 비해 쑥, 큰조아재비, 물푸레나무, 질경이등이
증가했고, 개망초, 산딸기, 갈풀 등이 감소했다. 천이지수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식생

지수와 종다양성 지수는 시간에 따라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했다. 시간에 따라 천이진행속도
의 차이가 있었고 이는 조사한 시기에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했다. 묵밭의 지점마다 천이진
행속도가 차이가 있었고 이는 유기물함량, 토양깊이, 방치시기에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주변 숲에서도 천이진행속도가 차이나는 것을 확인했다. 시간에 따른 천이진행속도의
변화는 조사 시기에 의해 발생했다. 지점별 천이진행속도는 유기물함량이 많을수록, 토양깊이
가 깊을수록, 방치시기가 길수록 빨라지는 것을 확인했다. 주변 숲에서의 천이진행속도는 해
발고도가 높을수록 빨라지는 것을 확인 했다. 본 연구 결과는 대규모로 방치되거나 교란된
지역에서 천이 진행을 고려한 생태계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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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솔(강릉원주대학교 생물학전공)
경포호와 순포호의 경관생태학적 특성의 변화

< 경포호와 순포호의 경관생태학적 특성의 변화 >
동해안에 분포하는 석호는 어류의 산란장, 겨울 철새들의 휴식처와 서식처, 다양한 저허 대형무척추
동물의 서식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어 동해안 생물 종 다양성 보전의 핵심 생태계이다. 최근 빠르게 매
립되어 사라지고 있는 석호는 다른 요소들보다 면적의 변화가 특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동해안에
위치한 19개 석호 중 경포호와 순포호는 2016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선구적으로 복원 사
업이 진행된 석호 중에 복원 전과 후의 비교가 가능한 곳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포호와 순포호에서
시대에 따른 현존식생과 경관생태학적 특성 그리고 식물상의 변화를 파악하고, 변화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다. 경포호의 수역은 1918년에 58.7%로 가장 높았고, 1990년 부엽식물인 마름의 증가로 9.8%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후 1997년(36.6%)부터 수역의 면적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경작지의 면적은 19
90년과 1997년에 61.2%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였고, 이후 2013년 경포가시연습지와 생태저류지의
복원으로 경작지의 면적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순포호의 수역은 1918년 6.9%이었고, 2009년의
수역은 갈대군락(34.9%)과 경작지(44.3%)의 증가로 인해 가장 적은 면적(1.6%)을 차지하였다. 이후 복
원이 완료된 2017년에 수역이 18.6%로 증가하였고, 천이 초기 단계에 일년생 식물인 물피 군락의 급
격한 증가(16.8%)로 갈대 군락이 감소(18.4%)하였고, 천이가 진행됨에 따라 다년생 식물의 군락이 우
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경포호에서 패치 수와 평균 패치 면적은 6(1918), 15(1990), 35(2007), 68(2
008), 288(2013), 539(2018) 그리고 444(2019)로 점차 증가하였고, 평균 패치 면적은 51.1ha(1918),
20.4ha(1990), 43.8ha(1997) 8.8ha(2007), 4.5ha(2008), 1.1ha(2013), 0.6ha(2018) 그리고 0.7ha
(2019)로 감소하였다. 순포호에서 분석한 패치 수는 2(1918), 43(2008), 63(2009), 109(2017), 131(2
018), 125(2019)로 증가하였고, 평균 패치 면적은 11.5ha(1918), 0.5ha(2008), 0.4ha(2009), 0.2ha
(2017), 0.2ha(2018), 0.2ha(2019)로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과거에 비해 현재의 석호가 파편화
되었고, 식생의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다양성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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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은(강릉원주대학교 생물학전공)
유방암세포에서 나타나는 NDGA의 항암 증진 효과

< 유방암세포에서 나타나는 NDGA의 항암 증진 효과 >
폐경기 이후 여성에게서 나타나는 골다공증은 난소의 기능저하로 인한 에스트로젠 결핍에 따
른 골다공증으로서, 치료법으로 호르몬 대체요법이 사용 된다. 하지만 호르몬 대체요법은 작게
는 우울증에서 크게는 난소암 유방암 등의 여성암과 같은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 보고가 있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에스트로젠 보다는 에스트로젠 활성이 약하지만 보다 적은 부작용을
초래하는 천연물 유래의 파이토에스트로젠(Phytoestrogen) 발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털이슬 (Circaea mollis Siebold & Zucc ) 은 전통적인 약용식물로 아시아권에서 서식하며, 7
-8월 개화기에 채취하여 햇볕에 말리거나 생 것으로 쓴다. 청열, 해독, 생기의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관절염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journal of ethnopharmacology 에 2018
년 3월에 게재된 바 있다. 털이슬은 플라보노이드 (Flavonoid) 계열의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어
에스트로젠 수용체와의 결합활성을 보이며, 세포실험에서는 조골세포의 분화를 촉진하여 조골
세포 분화시 발현되는 마커들을 과발현 시켰으며, 그 중, 조골세포 분화시 발현되는 OPG (Ost
eoprotegerin) 의 발현을 유의적으로 과발현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OPG는 RANK-Ligand
decoy receptor로써, 털이슬의 효과로 인한 조골세포에서의 OPG의 과발현이 파골세포의 분화
억제효과를 가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파골세포 분화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때, 파골세포 단일과
조골세포-파골세포 Coculture system으로 나누어 진행한 결과 파골세포 단일실험에서는 털이
슬이 파골세포분화능을 보이지 않았으나 조골세포-파골세포 coculture system 에서는 유의적
인 파골세포분화능을 보였다. 또한, 동물실험에서는 난소 절제술 모델로 폐경기를 유도한 쥐에
서 털이슬을 투여한 그룹에서 골다공증이 유의적으로 개선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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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호(강릉원주대학교 화학과 석사과정)
입자를 기반으로 한 비효소적 초고감도 핵산 검출 방법

<입자를 기반으로 한 비효소적 초고감도 핵산 검출 방법>
현재의 분자 진단 방법은 PCR 또는 등온 증폭 방법과 같은 효소적 증폭에 기초하며, 이는
비 경제적이며, 고가의 단백질의 사용이 요구되기 때문에 실험 설계 단계에서의 환경적 요인으
로써 취약하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 캡처 올리고뉴클레오티드(COs)와 표지 올리고뉴클레오티드
(LOs)를 고정하여 준비된 포획 입자 (CPs)와 표지 입자 (LPs) 입자를 사용 하여 효소적 증폭
없이 DNA를 감지하는 간단하고 매우 민감한 방법을 개발하였다. 각각의 입자는 자성 나노 입
자와 유로피움 킬레이트 나노 입자가 사용되었다. 표적 핵산에 대한 CP 및 LP의 결합은 포획
매개 올리고 뉴클레오티드 (CMO) 및 표지 매개 올리고 뉴클레오티드 (LMO)에 의해 매개되었
다. 매개체는 표적에 결합 시, 개방되고 CP 또는 LP의 결합을 위한 서열을 노출시키는 헤어핀
구조를 가짐으로써 자유 매개체를 제거 할 필요가 없다. 실험 방법으로는 샘플을 CMO 및 LM
O와 혼합하고, 95 ℃로 가열하고, 빙조에서 냉각시키고, 혼합물에 CP 및 LP를 첨가하고, 자기
분리 방법에 의해 CP 및 LP 결합 물질을 분리 하였다. 최종적으로, CP에 결합 된 유로퓸 나노
입자의 형광을 측정하여 표적 핵산을 결정 하였다. 전체 분석 과정은 1 시간 내에 수행되었고,
103 copies의 검출 한계로 이중 가닥 DNA를 검출 할 수 있었다. 이 방법은 간단하고 효소 없
이 수행되지만 효소 증폭 방법과 비교할만한 감도로 이중 가닥 DNA를 검출 할 수 있기 때문
에, 현장 분자 진단에 적용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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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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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과학 석사 논문발표
2019.12.13. 16:00-, 생명1호관404호
10 명

주 관 학 과
발표 논문 수

대기환경과학과
1 편

박성민 (대기환경과학과, 석사과정)
2011~2016년에 한반도에서 관측된 다양한 연무 사례에 따른 에어로졸-기상 연관성 분석

< 2011~2016년에 한반도에서 관측된 다양한 연무 사례에 따른
에어로졸-기상 연관성 분석 >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연무 현상은 국외와 국내에서 유입된 에어로졸에 기인된 것으로 구별 할 수 있다.
연무 현상 발생 시 에어로졸과 기상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러한 에어로졸-기상조건 연관성의 이해
는 강수 및 미세먼지 예보에 기여할 수 있다. 많은 선행 연구에서 기상조건이 에어로졸에 미치는 영향, 반
대로 에어로졸이 기상조건에 미치는 영향(에어로졸 직/간접 효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에어로졸-기상 상호작용에 의한 기상 및 에어로졸 농도 변화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와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고농도 에어로졸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한반도에서의 에어로졸
-기상조건 상호작용 이해와 연구는 더더욱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6년간의(2011~2016) 장기간 분석
을 통하여 한반도에서 발생한 연무 사례들의 기상조건 특징을 분석하였으며, 극심한 연무사례(2013.01.1
0.~18)의 집중 분석을 통하여 에어로졸-기상 상호작용 가능성을 조사하였다.
2011년~2016년 서울과 백령도 지역에서 발생한 연무 현상을 장거리 이동 연무(Long-range transport
ed haze; LH), 황사 (Yellow sand; YS), 도시 연무(Urban haze; UH)로 분류하였으며 각각의 연무가 발
생하였을 때 안정도(Lower-tropospheric Stability; LTS), 혼합고(Boundary layer height; BLH), 경계
층에서의 풍속(Wind speed at 850hPa; WS850), 상대 습도(Relative humidity; RH)의 변화를 조사하였
다. 장거리 이동 연무(황사)는 약한 안정도, 높은 혼합고, 강한 풍속을 동반하였다. 반면에 도시연무는 강한
안정도, 낮은 혼합고, 약한 풍속을 동반하였다. 이를 통하여 장거리 이동 연무(황사)와 도시 연무가 발생하
기 위한 기상조건이 상이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고농도의 에어로졸이 장기간 지속된 사례를 통하여 에어로졸-기상조건 상호작용 가능성을 확인
하였다. 대표사례 선정은 자기상관(Autocorrelation; r) 분석을 통하여 6년간 발생한 연무의 평균 시간규모
보다 큰 2013년 1월 10일 ~ 18일 사례를 분석하였다. 사례 시 장거리 연무가 발생한 이후 고농도의 에어
로졸이 장기간 지속되었으며, 종관장의 변화가 적어 에어로졸-기상 상호작용 가능성을 살펴보기 용이하였
다. 사례 중 고농도 에어로졸이 발생한 기간에 운량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에어로졸-구름 상호작용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지표에 도달하는 일사량이 감소, 안정도는 증가, 혼합고는 낮아져 도시 에어로졸이
확산되지 못하고 축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관측 자료 분석과 단일 사례 분석이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나, 연무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는
한반도에서의 에어로졸-기상 연관성을 분석함으로써 강수 및 에어로졸의 예보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추가적인 사례분석과 수치모의실험을 통한 에어로졸-기상 상호작용의 이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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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해상도 눈결정 카메라를 이용한 녹은 및 결착 정도에 따른 낙하속도 분석

< 고해상도 눈결정 카메라를 이용한 녹은 및
결착 정도에 따른 낙하속도 분석 >
강설의 기본단위인 눈결정은 모양과 성상에 따라 레이더 반사도에 영향을 주고, 수치모델에서 예측되는 강
설 위치와 강설 강도에 영향을 준다. 또한 영동 지역은 강설시 녹은 눈이 빈번하게 관측 되는데, 이로 인해
생기는 도로위의 어는 비(freezing rain)는 교통사고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2017년 – 2019년
강릉원주대학교에서 수행한 강원영동지역 겨울철 집중 관측 캠페인 자료 중 일부인 라이도존데 자료로 열역
학 조건을 분석하고, 눈결정 관측 카메라(MASC)를 활용하여 눈결정의 낙하속도(V), 최대지름(max ), 유효
반지름( ), 복잡도(χ), 녹은 정도(melting ratio), 결착 정도(riming index)를 분석하였다. 전체 6개 사례
중 주요 분석 사례는 라디오존데 관측과 MASC 관측 시기가 일치하는 2017년 1월 20일, 2018년 1월 22
일, 2019년 1워 31일 사례이다.
2017년 1월 20일 사례는 뇌설 사례로 시간당 10 cm의 폭설이 관측되었다. 구름의 두께는 11:00 ~ 13:
00 KST에 9 km까지 발달하였고 13:00 KST이후는 3 km로 감소하였다. 눈결주요 눈결정은 11:00 KST
에는 결착형 눈결정, 15:00 ~ 18:00 KST에는 부착형 눈결정이 관측 되었다.
2018년 1월 22일 사례는 강설 기간에 구름이 약 3 km까지 발달하였고 강설 시간 전에 1 km이내에 북
풍, 상층에는 서풍이 관측되었다. 이러한 북풍으로 인해 한기가 유입되고 강설이 시작되었다. 또한 850 hPa
온도는 강설기간동안 –6 ℃에서 –8 ℃까지 감소하였다. 주요 눈결정은 강설 기간 동안 부착형 눈결정이 관
측되었다. 또한 강설 기간 동안 온도가 감소함에 따라 눈결정의 녹은 정도가 감소하였다.
2019년 1월 31일 사례는 구름은 2.5 km까지 발달하였고 강설 시간 전에 2 km이내에 북풍, 상층에는
서풍이 관측되었다. 이러한 북풍과 함께 한기가 유입되고 강설 기간 중 동풍의 유입으로 인해 강설이 시작되
었고, 강설이 종료된 후에 전체 고도에서 서풍이 관측되었다. 또한 강설 초반에 850-hPa의 온도는 약 –8
℃에서 후반부에 약 –9 ℃까지 감소하였다. 눈결정은 15:00 ~ 19:00 KST까지 결착형 눈결정, 부착형 눈
결정, 작은 입자가 관측되었고, 19:00 KST이후 결착형 눈결정과 작은 입자의 빈도가 감소하고 부착형 눈결
정의 빈도가 증가하였다.
눈결정의 낙하속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를 확인하기 위해 결착 정도에 따른 눈결정의 낙하속도와 녹은 눈
과 건조한 눈으로 분류하여 낙하속도를 비교하였다. 결착 정도 작은( ≤0.5)의 눈결정의 낙하속도 최빈값
은 0.8   이고, 결착 정도가 큰(0.85≤ ) 눈결정의 낙하속도 최빈값은 1.0   로 결착 정도가 증가
할수록 눈결정의 낙하속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눈결정에 결착이 발생할수록 눈결정의
밀도가 높아져 무게를 증가시켜 낙하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건조한 눈결정의 낙하속도 최빈값은 1.0   , 녹은 눈결정은 1.2   로 녹은 눈결정이 건조한 눈결
정보다 낙하속도가 더 빠른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눈결정이 녹으면서 밀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무게가 증
가하여 낙하 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
결착 정도와 녹은 상태를 통한 눈결정의 낙하속도 분석을 통해 결착이 많이 발생하고, 녹은 눈이 낙하 속도가
더 빠른 것을 확인하였고, 결착 정도보다 녹은 정도가 눈결정의 낙하속도를 더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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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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이영훈 교수(통계, 2019.3.)
1990년 이전까지 소장을 중심으로 전산·통계 연구부, 수학·물리 연구부, 생물·화학 연구
부로 구성되었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편집위원회를 두었다. 199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수리과학, 정보통계, 물리학, 화학, 생물학, 대기환경과학의 6개로 연구부로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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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이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교수들의 학문증진은 물론 국내 과학발전에
도 기여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본 연구소에서 수행되어오고 있는 주요 사업계획은 다음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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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원) 명단
(2019.03 - 2020.01)
*** 강릉원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소속 학과들 ***
○ 수학과
전임교수 : 고정미, 김병도, 김용찬, 송병철, 김홍철, 김병문, 손성익, 오주목
전임연구원 : 장세욱
○ 정보통계학과
전임교수 : 김동기, 김순귀, 이영훈, 정동빈, 강준성, 이상호(명예교수)
○ 물리학과
전임교수 : 최충현, 윤재선, 김동수, 김도원, 이성철, 안동완, 김재화(명예교수)
특별연구원 : 김진숙, Williams, 백용욱, 장행진(2019.07.23. 사망에 의거 해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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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임기만료), 홍보람, 김지혜, 아테프 오마르
보조연구원 : 김나영, 박수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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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학과

이규송

2018 산림습원 정밀조사 및 모니터링

국립수목원

생물학과

이규송

대기환경과학과

정일웅

생물학과

이규송

2018 산림습원 정밀조사 및 모니터링
CMIP6 전지구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한 미래 우리나라 극한
기후 메커니즘 변화전망
강릉안인화력 1,2호기 건설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안인사구
육상식물 모니터링

국립수목원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주식회사
생태기술연구소

생물학과

이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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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학과

안동완

강릉지방 환경방사능 감시조사

물리학과

안동완

강릉지방 환경방사능 감시조사

화학신소재학과

정진승

광간섭 단층촬영및 광동력학 치료를 위한 복합기능성 나노입자의
제조및 특성 연구

수학과

송병철

그래프의 거리부수와 델타제곱 예측

수학과

송병철

그래프의 거리부수와 델타제곱 예측

수학과

송병철

그래프의 거리부수와 델타제곱 예측

대기환경과학과

정일웅

대기환경과학과

이재규

화학신소재학과

최석정

병원균 검출 키트용 입자 보관 방법

생물학과

정재호

섬모충류(원생동물) 다양성 및 수렴진화 규명

수학과

손성익

소용돌이 지배유동 및 소용돌이-구조 상호작용에 대한 수치모델링

주식회사
생태기술연구소
한국원자력안전
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
기술원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주)아모라이프사
이언스
한국연구재단
(과기부)
한국연구재단
(과기부)

생물학과

이규송

수변지역 대규모 군락지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사업 모니터링

환경보전협회

화학신소재학과

최석정

정지액체상 랩온어칩을 기반으로 시료 전처리부터 결과까지 전
과정이 수행되는 현장 분자진단 시스템 플랫폼 개발

한국연구재단
(과기부)

화학신소재학과

정은희

포르피린-Polyhedral Oiogomeric Silsesquioxanes(POSS) 유도체를
이용한 기능성 물질 제조에 관한 연구

한국연구재단
(과기부)

생물학과

정재호

해양원생동물자원 확보 및 활용기반 구축 용역

생물학과

정재호

해양원생동물자원 확보 및 활용기반 구축 용역

화학신소재학과

백경구

화학신소재학과

박정민

수학과

김병문

작은 유수를 갖는 이차격자 및 Hermite격자의 분류

수학과

김병문

작은 유수를 갖는 이차격자 및 Hermite격자의 분류

동아시아 극한기후진단매트릭스를 활용한 CMIP5모델 성능평가와
미래 중앙아시아 지역 기후변화 전망
발달된 수렴역과 관련된 영동해안 대설 사례에 대한 진단 분석 및
WRF 민감도 실험 연구

화학 변화 비-단열 지점에서의 아-펨토-초 전자 동력학에 대한
이론 연구
황화수소와 설페인황을 연구하기 위한 새로운 화학적 도구개발과
그들의 생물학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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