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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방은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으로 열확산도는 동토층 토양의 열
적 특성을 대표하는 물리량이며 추정된 값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자료 및 방법을 
제시함
○이 연구의 목적은 남극 세종과학기지 주변 지역의 융빙(설)수-혼합대의 물·물질 교환을 다양한 
접근 방법(수리적, 수화학적, 생지화학적, 열적, 동위원소 조성 및 수치적 해석 등)을 이용하여 
정성적/정량적으로 평가하고 현장조건에 대한 열전달 해석으로 활동층 깊이 경계 및 변동 분석
을 수행하는데 있음
○1차년도 연구에서 문헌조사 및 남극 세종과학기지 주변 토양온도 자료를 이용하여 열확산도를 
추정함
○남극 세종과학기지 주변 지역에 설치한 4개 지점에서 획득한 토양온도 자료를 기반으로 유한요
소법을 이용하여 열확산도를 추정함. 결과값은 11×10-7~14×10-7 m2/s 범위로 계산되었으며 SJL1
과 SJL4의 RMSE 계산 시간 범위는 5,500~6,000임. SJL2의 계산 시간 범위는 3,500~4,000에서 최
적의 열확산도 값을 보임

○세종과학기지 주변 지열은 대기 온도 및 일사량에 영향을 주로 받았으며 이는 기후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지구온난화로 활동층의 깊이/경계가 깊어지면 융빙(설)수
-혼합대의 변화가 예상되며 앞으로 지속적인 현장관측이 필요함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글 열확산도, 활동층, 열류량, 토양온도, 남극 

영  어 thermal diffusivity, active layer, heat flux, soil temperature, Antarct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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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극지방 융빙(설)수-혼합대의 물·물질교환 평가 및 생지화학적 메커니즘 규명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극지방은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세계 각국

에서 지질, 해양, 기상 및 생물 등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융빙(설)수-혼합대의 상호작용과 이를 이용한 활동층 경계(깊이) 추정 및 변동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열확산도는 동토층 토양의 열적 특성을 대표하는 

물리량이며 추정된 값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자료 및 방법을 제시한

다. 이 연구의 목적은 남극 세종과학기지 주변 지역의 융빙(설)수-혼합대의 물·물
질 교환을 다양한 접근 방법(수리적, 수화학적, 생지화학적, 열적, 동위원소 조성 

및 수치적 해석 등)을 이용하여 정성적/정량적으로 평가하고 현장조건에 대한 열

전달 해석으로 활동층 깊이 경계 및 변동 분석을 수행하는데 있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차년도 연구는 주로 문헌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극지방 융빙(설)수-혼합대와 

활동층과 관련된 국내외 문헌 100여 편을 조사하였다. 또한 기존 토양온도 자료

를 이용하여 유한요소법으로 남극 세종과학기지 주변 토양의 열확산도를 추정하

였다. 

Ⅳ. 연구개발결과

    토양온도 자료를 이용하여 남극 세종과학기지 주변 토양의 열확산도를 추정

하기 위해 2010년 하계연구 때 획득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4시간 간격으로 10, 

20, 30 cm에서 약 6,000시간 이상 측정된 깊이별 토양온도를 이용해 유한요소법

에 적용하였다. 유한요소법으로 모사된 온도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된 열

확산도 값은 SJL1은 14×10-7 m2/s, SJL2은 12×10-7 m2/s, SJL4은 11×10-7 m2/s이

다. SJL1과 SJL4의 RMSE 계산 시간 범위는 5,500~6,000이다. SJL2의 계산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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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는 3,500~4000에서 최적의 열확산도 값을 보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공극, 대

기 온도 및 눈 두께 등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향후 수행할 야외조사 및 시료채취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서 활용할 수 있다. 문헌조사를 통해 극지방의 융빙(설)수-혼합대와 관련된 연구

현황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극지방 융빙(설)수-혼합대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연

구들이 수행될 때 연구방향 및 전략을 세우는데 훌륭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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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I.  Title     Estimation of water·material exchange and identification of biogeochemical mechanisms in polar melting water-hyporheic zone
II.  Purpose and Necessity of R&D     Climate changes have rapidly occurred in the polar regions because environment of the polar regions are very sensitive. In polar regions, temperature changes on the surface and active layer are sensitive to atmospheric temperature, and the area of the active layer is changing owing to global warming. In this study, we have examined water·material exchange and identification of biogeochemical mechanisms in polar melting water-hyporheic zone using a combined method or a multi-method approach.
III.  Contents and Extent of R&D     In this study, the thermal diffusivities of four different locations near the King Sejong Station were estimated using temperature data measured in Antarctic soils, and temperature time series data were simulated using the finite element method. Survey of over 100 domestic and international papers related melting water-hyporheic zone. 
IV.  R&D Results     The thermal dynamic of active layer is analyzed in the soil temperature with high temporal resolution and high accuracy. In active layer of Antarctica area, calculation of thermal diffusivity is closely correlated with the freezing of excess water. From the warm and cold period, the pattern of heat production was calculated at the depth of 20 cm. The results showed that the thermal diffusivities of SJL1, SJL2 and SJL4 were 14×10-7, 12×10-7, 11×10-7 m222/s with RMSE of 0.19953, 0.21182, 0.32168°C, respectively. The shallow geothermal gradient data of study points showed the change from cooling and heating processes except SJL3 point. The calculated thermal diffusivities of the study points range from 11~14×10-7 m2/s, which is consistent with previous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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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Application Plans of R&D Results     It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effectively conducting outdoor surveys and sampling. Thermal conductivity of soil and melting water-hyporheic zone were examined in this study to understand the environment of the Antarctica. The next study will be used as a good basis for establishing research directions and strategies when research in various fields related to melting water-hyporheic zone are carried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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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극지방은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세계 각국에서

지질, 해양, 기상 및 생물 등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융빙(설)

수-혼합대의 상호작용과 이를 이용한 활동층 경계(깊이) 추정 및 변동에 대한 연구

는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활동층의 열적 및 수리적 특성에 대한 심도 깊은 고찰은

극지방의 기상학적 특성 이해뿐만 아니라 온난화 모델 적용에서 동토층 상부와 대

기와의 상호작용을 예측하는데 필요하다. 특히 열확산도는 동토층 토양의 열적 특

성을 대표하는 물리량이며 추정된 값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자료 및 방

법을 제시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남극 세종과학기지 주변 지역의 융빙(설)수-혼합대의 물·물질

교환을 다양한 접근 방법(수리적, 수화학적, 생지화학적, 열적, 동위원소 조성 및 수

치적 해석 등)을 이용하여 정성적/정량적으로 평가하고 현장조건에 대한 열전달 해

석으로 활동층 깊이 경계 및 변동 분석을 수행하는데 있다.

연구지역은 남극반도 북서쪽 남셰틀랜드군도의 킹조지섬 바톤반도에 위치한 세

종과학기지이며 매우 낮은 기온 및 강풍 등 기상의 악조건으로 현장/야외조사 활동

이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현장/야외조사 수행 전 충분한 문헌조사와 기초 정보를

바탕으로 시행착오 감소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1차년도 연구는 주로 남극 세

종과학기지 주변에서 측정한 깊이별 온도자료를 이용하여 활동층 두께 및 경계를

추정하였으며 융빙(설)수-혼합대의 이동기작 및 수질특성과 관련된 약 100여 편의

국내외 문헌 조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에 남극 세종과

학기지 주변에 현장모니터링 구축 및 시료채취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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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극지방은 지리적으로 일반인의 접근이 어렵고 매우 추운 날씨 등 제한적인 기상

조건으로 연구의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술 및 장비의 비약적 발전으로

미국, 유럽 및 남극에 인접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극지방 융빙(설)수-혼합대의 물·물

질 교환을 평가함과 이를 이용해 활동층의 경계 및 변동 특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

들이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극지방에서 지질, 해양, 기상 및 생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은 많이 수행되고 있지만 융빙(설)수-혼합대의 상호작용

및 활동층 깊이 추정 등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관심 받고 있는 기후변화를 예측하고 평가하는데 있어 다각화하기 위해서는 이 분

야의 연구들이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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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극지는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는 기상이변 및 자연재해 등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

하게 반응하는 지역 중 하나이다. 특히 남극의 빙하는 점차 녹고 있으며 최근에는

빙하의 녹는 속도가 더욱 빨라져 해수면 상승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극

지는 최근까지 일반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추운 기후로 인해 대단

히 제한적인 연구만이 수행되어져 왔다. 그러나 기술 및 장비의 발달로 한계를 극

복하고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남극에서는 지질, 기후, 기상, 생태 및 해양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활동층(active layer)의 경계 및 깊이

변화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Han et al., 2005, 2006; Wu et al., 2010; Lee et

al., 2016). 동토지역은 땅의 온도가 2년 이상 0oC 이하로 유지되는 지역이며 대표적

으로 극지방(남극과 북극)과 툰드라가 있다(White et al., 2008). 또한 동토지역은 북

반구에 노출된 토양의 약 1/4을 차지하며 지구의 열 순환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

을 수행한다(Bockheim et al., 2007; Vieira et al., 2010; Bockheim et al., 2013). 토

양의 열적 특성은 토양입자 크기, 밀도, 열전도율, 공극율 및 수분 함량에 따라 달

라진다. 극지방에서의 토양 표면과 활동층의 변화는 대기 온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

응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활동층의 면적이 변하고 있다(Marchenko et al., 2008;

Koven et al., 2013).

빙하가 녹은 물인 융빙(설)수의 유동패턴을 분석하고 수화학 및 동위원소 조성을

이용하여 극지역의 환경변화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Kashulina et al., 1998;

Darmody et al., 2000; Johannesson and Hendry, 2000; Quinton et al., 2000;

Stotler et al., 2009). 남극 활동층의 열적 및 수리적 특성에 대한 정성적/정량적 고

찰은 극지역의 기상학적 특성 이해뿐만 아니라 온난화 모델에서 동토층 표면과 대

기와의 상호작용을 예측하는데 필요하다(Pringle et al., 2003; Boike et al., 2008;

Ikard et al., 2009; Jeon et al., 2016).

이러한 연구들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

에서는 부족한 실정이다. 활동층의 두께 변화를 모니터링 하고 경계 및 변동 특성

을 규명한다면 남극 환경변화를 규명하는 중요한 지시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 더 나

아가 남극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적용하여 기후변화 평가가 수행될 것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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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된다.

연구지역은 남극반도 북서쪽 남셰틀랜군도의 킹조지섬 바톤반도에 위치한 남극

세종과학기지 주변이며 킹조지섬은 길이 72 km, 폭 27 km, 면적 1,338 km2로 남셰

틀랜드군도의 중심에 위치한 가장 큰 섬이다(그림 1; Chang, 1997). 킹조지섬은 화

산섬으로 세종과학기지가 위치한 바톤반도의 하부는 화산쇄설성 퇴적암으로 구성된

세종층이고 이를 염기성 용암류가 부정합으로 덮는다(Smellie et al., 1984; Yoo et

al., 2001; Chang et al., 2003). 세종과학기지에서 1988년부터 2004년까지 측정된 기

상자료에 의하면 연평균 기온 –1.6oC, 연강수량 484.0 mm, 연평균 풍속 8.0 m/s로

(Choi et al., 2006) 원활한 현장조사 수행이 어려운 지역이며 일반적으로 남극 여름

에 해당하는 12월부터 2월까지 현장조사가 이루어진다.

토양온도 자료를 이용하여 남극 세종과학기지 주변 토양의 열확산도를 추정하기

위해 2010년 하계연구 때 획득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토양온도로거(iButton, Dallas

Semiconductor, USA, accuracy=0.5℃, resolution=0.0625℃)는 세종과학기지 생활관

에서 동쪽방향으로 2지점(SJL1, SJL2), 서쪽방향으로 2지점(SJL3, SJL4)에서 10,

20, 30 cm 깊이에 설치하였다(그림 2). 토양온도로거의 방수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

해 50 mL 유리병에 설치지점 토양과 함께 넣었다. 유리병에 의한 토양온도 변화의

지연시간 및 감쇠 효과는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Lee et al., 2013). 토양온도 모

니터링 기간은 2010년 12월 23일부터 2011년 11월 28일까지 4시간마다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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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Geological map of Barton Peninsula, King George Island, Antarctica

(modified from Lee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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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onitoring locations of surface temperature at the King Sejong Station in

the Antarctica (modified from Kim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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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과학기지 주변 활동층의 열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깊이별 토양온도 자료

를 이용하였으며 아래 식들을 이용하여 열확산도를 추정하였다. 열에너지 보존 법

칙은 다음 식(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1)

는 열용량(heat capacity), 는 온도(temperature, oC), 는 열류량(heat flux), 

는 열생산율(heat production rate) 이다.

푸리에의 법칙으로부터 식(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2)

또한 열에너지 보존 법칙인 식(1)과 푸리에의 법칙인 식(2)로부터 아래 식(3)과

같은 열전도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  


 




 (3)

는 열전도도(thermal conductivity), 는 열확산도(thermal diffusivity) 이다.

식(3)에서 초기 온도가 0oC이고 표면온도가 열의 생산 및 소멸이 발생하지 않는

반영구(semi-infinite) 매질에서  인 함수로 주어졌을 때 아래 식의 전달함수 컨

벌루션으로 구할 수 있다(Carslaw and Jaeger, 1959).

  




     (4)

    
 


ex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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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확산도를 가정하고 식(5)에 대입 후 이를 다시 식(4)에 대입하여 온도분포를

산정할 수 있으며 계산된 온도와 실제 측정온도 사이의 RMSE (Root Mean Square

Error)를 계산하여 열확산도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토양 온도 측정은 깊이에 따라

수행되기 때문에 식(2)는 유한요소방법으로 아래 식과 같이 깊이에 따른 열류량을

계산할 수 있다.

     

     (6)

열생산량     ×     은 소규모에서 깊이와 시간에 대해 아래식인 Roth

and Boike’s 방정식에 의해 계산할 수 있다(Roth and Boike, 2001; Han et al.,

2006).

          

 
 

  


 

  

           




 

  

         
 

  

 ′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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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도 연구에서 문헌조사 및 남극 세종과학기지 주변 토양온도 자료를 이용하

여 열확산도를 추정하였다. 연구지역 활동층의 열확산도 추정은 계산된 값과 측정

된 값 사이의 RMSE를 계산하고 RMSE를 최소화하기 위해 열확산계수를 변경하며

열확산계수를 결정할 수 있다(Kim et al., 2018). 그림 3은 토양온도 관측 지점과

RMSE 차이를 보여준다. SJL1과 SJL4는 RMSE 계산에서 5,500~6,000시간 범위를 보

였다. 그러나 SJL2와 SJL3은 유의미한 결과값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SJL2와

SJL3에 대해 시간 범위를 재설정 하였고 SJL2의 경우 RMSE 계산에서 3,500~4,000

시간 범위를 보였지만 SJL3은 만족할만한 결과값을 얻지 못했다.

유한요소법은 열전달 모드를 포함하고 있으며 0oC 보다 낮은 토양 온도 조건에

적용할 수 있다. 그림 4는 0oC 보다 높은 온도 조건의 결과이며 4시간 간격으로 10,

20, 30 cm에서 약 6,000시간 이상 측정된 깊이별 토양온도를 이용해 유한요소법에

적용하였다. 표 1의 유한요소법으로 모사된 온도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된

열확산도 값은 SJL1은 14×10-7 m2/s, SJL2는 12×10-7 m2/s, SJL4는 11×10-7 m2/s이

다. 이 값들은 Kim et al. (2018)에서 보고된 값 범위 내에 있다. SJL3은 시간 재설

정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열확산도를 추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토양과 암석의 열전달은 주로 전도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극지방에서의 열확

산도 추정 및 평가는 기후 변화 대처에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남극

세종과학기지 주변 지역에 설치한 4개 지점에서 획득한 자료를 기반으로 유한요소

법을 이용하여 열확산도를 추정하였으며 결과값은 다음과 같다. 열확산도는

11×10-7~14×10-7 m2/s 범위로 계산되었다. SJL1과 SJL4의 RMSE 계산 시간 범위는

5,500~6,000이다. SJL2의 계산 시간 범위는 3,500~4000에서 최적의 열확산도 값을 보

였다. 반면 여러 가지 조건 변경에도 불구하고 SJL3에서의 열확산도 추정은 불가능

했으며 추후 연구에서는 공극, 대기 온도 및 눈 두께 등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세종과학기지 주변 지열은 대기 온도 및 일사량에 영

향을 크게 받았으며 이는 기후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구

온난화로 활동층의 깊이/경계가 깊어지면 융빙(설)수-혼합대의 변화가 예상되며 앞

으로 지속적인 현장관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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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MS error between the monitoring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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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ime series of FEM at points showing a time window for optimum

thermal diffusivity; figures on the right are zoomed-in windows of those on the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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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ime range for RMSE calculation and calculated thermal diffusivity

Location
Time range for

RMSE cal.
 (×10-7 m2/s) RMSE (oC)

SJL1 5,500~6,000 14 0.19953

SJL2 5,500~6,000 4 0.18515

SJL2 3,500~4,000 12 0.21182

SJL3 5,500~6,000 9 0.70905

SJL4 5,500~6,000 11 0.3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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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6일부터 2020년 1월 8일까지 남극 세종과학기지에서 하계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기간 세종과학기지 인근에 현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료

를 수집하였다. 연구지역은 세종과학기지 연구동에서 남동쪽으로 1.5 km 떨어진 지

점이며 해발고도 47~95 m로 급격한 경사(21o)와 완만한 경사가 교대로 나타난다(그

림 5a). 연구지역은 최상부에서부터 쌓인 눈이 녹아 융빙(설)수가 생성되고 경사면

을 따라 소하천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소하천은 연구지역에서 1~2 km 하류로

더 이동한 후 펭귄마을 인근 대피소 앞에서 바다와 합류한다. 토양수분 장비가 설

치될 연구지역 상부는 해발고도 68~95 m로 눈 두께 변화와 경사에 따른 토양수분

분포 및 거동 특성을 파악하기 적합한 위치이다. 한편 융빙(설)수-혼합대의 깊이 경

계 추정 및 물·물질교환을 평가하기 위해 중부에서부터 하부(해발고도 47~67 m)에

이르는 구간을 선정하였다.

토양수분 및 온도 측정을 위해 경사를 따라 3개 지점(ASM1, ASM2, ASM3)에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하였으며 각 지점마다 5, 10, 15, 20 cm 깊이별로 설치하였다

(그림 5b, c; 5TM, Decagon). ASM1, ASM2, ASM3의 해발고도는 각각 95, 82, 68

m이며 경사각은 각각 21, 16, 9°이다. 자동관측은 2019년 12월 19일부터 2020년 1월

4일까지 17일간 10분 간격으로 수집하였다. 또한 쌓인 눈이 녹아 토양수분에 미치

는 영향과 분포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설치된 ASM1, ASM2, ASM3 주변의 눈 두

께를 측정하였다. 눈 두께는 줄자 또는 막대형 자를 이용하여 수동으로 측정하였으

며 2019년 12월 19일부터 2020년 1월 4일까지 총 10회 측정하였다.

융빙(설)수가 흘러 하천을 형성한 곳을 따라 6개 지점에 깊이별 토양온도측정로

거를 설치하였다(그림 5d, e). AST1~5은 의 1, 5, 10, 15, 20, 25 cm 깊이별로 토양

온도측정로거를 설치하였으며(Model 8/64K Pendant, HOBO). AST6은 2.2 cm 간격

으로 35.2 cm까지 총 16개의 토양온도측정로거를 설치하였다(Tidbit MX2204,

HOBO). 또한 융빙(설)수-혼합대의 물·물질교환 평가를 위해 AST1-6 주변 약 20

cm 깊이에 피에조미터를 설치하였고 혼합대수 및 하천수 시료를 2 L 무균채수병에

각각 채취하였다. 한편 연구지역의 토양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각 지점마다 총 9개

지점에서 500 g의 토양시료를 채취하였다. 채취한 토양시료는 지퍼백에 담아 보관

하였다. 냉동보관 중인 물 및 토양시료는 해상운송중이며 2020년 5, 6월경 한국에

도착예정이다. 추후 전처리과정을 거쳐 분석센터에 의뢰하여 수질 및 토성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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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계획이다.

연구지역의 기타 현장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각 모니터링 장비가 설치된 지점에

서 GPS 장비를 이용하여 위경도 및 해발고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연구지역 상공에

서 촬영한 고해상도 사진을 획득하기 위해 드론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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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onitoring points of study area in the Barton peninsula, King George

Island, Antarct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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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및 대외기여도

○이 연구개발의 최종 목표는 현장조건에 대한 열전달 해석으로 융빙(설)수-혼합대

의 깊이 경계 및 변동 분석을 하고 극지방 혼합대의 생지화학적 변화 메커니즘 규

명 및 다양한 방법(수리적, 수화학적, 열적, 동위원소 및, 수치적 해석)을 이용하여

융빙(설)수-혼합대에서의 물·물질교환을 정량적 및 정성적으로 평가함

○1차년도 연구에서 극지방 융빙(설)수-혼합대에 관련된 문헌 100여편을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전반적인 수리지질 특성 및 깊이 경계 조건에 대해 이해함

○문헌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SCI급 에피소드 저널 및 지질학회지에 각각 1편의 논

문을 게재함. 또한 국제학술대회와 국내학술대회에서 각각 1편씩 포스터 발표를 수

행함

-Kim, H ., Lee, J .Y. and Kim, K., 2019, Estimation of thermal diffusivity of

soils in Antarctica using temperature time series data. Episodes, 42(3),

245-252.

-Ryu, H .S., Lee, J .Y., Lim, C.W. and Kim, K., 2019, Hydrochemical

characteristics of groundwater and stream water in a karst area of Samcheok,

Korea. Journal of the Geological Society of Korea, 55(1), 117-129.

-Kim, H . and Lee, J .Y., 2019, Thermal diffusivity of Antarctica soil estimated

using Calslaw-Jeager and finite element methods. International Symposium on

Antarctic Earth Sciences (ISAES), Poster.

-Kim, H ., Kim, C.S., Jeon, C. and Lee, J .Y., 2019, Estimating thermal

diffusivity of active layer soils at King Sejong Station, King George Island,

Antarctica using FEM . The 74th Annual Meeting of the Geological Society of

Korea and 2019 Fall Joint Conference of the Geological Sciences, Poster.

○1차년도 모든 연구는 연구계획서의 순서대로 수행되었으며 1차년도 연구목표를

모두 달성함

○이 연구결과는 향후 극지방 융빙(설)수-혼합대의 깊이 경계 및 변동 분석을 이용

한 기후변화 예측 및 극지방과 관련된 연구분야에서 기초자료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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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문헌 연구를 통해 극지방 융빙(설)수-혼합대의 수리지질특성을 이용한 환경변화

평가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히 수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러한 분야

의 연구들이 수행될 때 연구방향 및 전략을 세우는데 훌륭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음

○특히 극지방 융빙(설)수-혼합대 생태변화를 예측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되

며 향후 가속화되는 동토지역의 온난화 연구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됨

○해당년도에 수행한 극지방에서의 현장 모니터링 경험은 향후 수행될 야외조사 및

시료채취가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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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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