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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부 김윤기 교수 연구실,
‘잘못된 단백질 제거 기전 규명’

김윤기 교수 실험실의 장지윤(석박사통합과정), 황현정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은 생체내에서 생성되는 잘못된 

단백질이 선택적으로 인식/제거되는 분자생물학적 기전을 규명하였다. 김윤기 교수 연구진은 mRNA의 품질검증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단백질로 CTIF 단백질을 2009년 세계최초로 발굴한 바 있다. 또한 CTIF 단백질이 번역과정 동안 

생성될 수 있는 잘못된 단백질을 선택적으로 인식하고, 이들을 aggresome이라는 특정 세포내 구조로 이동시켜 

최종적으로 제거할 수 있음을 Nature communications 지에 2017년, 2020년 각각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연구는 

후속연구의 일환으로서, TRIM28 단백질이 CTIF과 결합하여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aggresome으로 이동되는 

것을 조절함을 규명하였다. 특히 aggresome 형성은 인플루엔자바이러스의 복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기존 

결과를 바탕으로, TRIM28-CTIF 결합이 aggresome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인플루엔자바이러스의 복제를 

조절함을 규명하였다. 이번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창의연구의 지원으로 수행되었고, 생명과학분야 

세계적인 권위지인 Autophagy (IF:16)에 2021년 4월 온라인 게재되었다.

▲ 왼쪽부터 장지윤, 황현정 석박사통합과정생



College of Life Sciences & Biotechnology • 3

Research 연구

생명과학부 조용철 교수 연구팀, 
‘신경 재생의 새로운 제어 인자와 원리 규명’

 조용철 교수의 신경재생 및 퇴행 연구팀(제1저자 이진영 

박사과정생, 신정은 연구교수)은 줄기세포 표지자로 

많이 알려진 Prom1 유전자가 Smad 신호전달을 통해 

감각신경세포의 콜레스테롤 생합성을 저해함으로써 신경 

재생을 촉진한다고 밝혔다. 신경세포 내재적 재생 조절 

프로그램은 생명의 발생 단계 및 성장 그리고 노화 등 주기의 

단계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하는 영향을 받아, 그 효과가 

변하게 되는데, 특히 Prom1 유전자는 개체 발생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감각신경에서 그 발현의 양이 감소하는 

것을 밝혔고, 아데노바이러스(Adeno-associated virus, AAV)를 이용해 나이가 든 성체 생쥐에 다시 발현을 

증가시키면 신경세포의 축삭 재생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 과정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신경세포의 

콜레스테롤 대사 과정의 조절을 통해 이뤄짐을 증명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미국국립과학원 (National Academy 

of Sciences)에서 발행하는 ‘PNAS(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F:12.29)에 2020년 7월 발표되었으며, PNAS 117권 27호 표지로 소개 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SRC사업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 신정은 연구교수 [제1저자]

(현재 동아대 의과대학 조교수)

▲ 이진영 박사과정 [제1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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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부 우재성 교수,
‘초정밀 유전자 염기교정 기술 개발’

우재성 교수와 배상수 교수(한양대 화학과) 공동연구팀은 주변 염기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정확히 DNA 염기 하나만 

교정할 수 있는 초정밀 유전자 염기교정 기술을 개발했다. 염기교정 유전자가위(Base editor)는 표적 위치에 있는 

DNA 염기를 다른 염기로 치환할 수 있는 기술로써, 유전질환 치료나 질병 모델 개발 등에 유용하게 쓰이는 최신 

유전자교정 도구이다. 그러나 염기교정 유전자가위에도 주변의 다른 염기인 시토신을 치환한다는 부작용이 있다. 

공동연구팀은 30여개의 유전자가위를 제작한 뒤, 기존의 교정 효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작용은 현저히 줄어든 

유전자가위를 추려내었다. 그 결과, 높은 교정 효율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작용은 현저히 줄어든 초정밀 아데닌 

염교기정 유전자가위인 ABE8eWQ를 개발하였다. 이번 연구는 국제 학술지 ‘Nature Biotechnology (IF:36.558)’ 

2021년 7월 온라인 판에 게재됐다.

▲ 기존의 부작용을 없앤 초정밀 아데닌 염기교정 유전자가위 작동 결과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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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은규 교수와 김정묵 교수(전남대 바이오에너지공학과/융합식품바이오공학과)의 공동연구팀에 따르면, 식물의 

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LRR-RK는 신호분자에 의해 수용체와 보조수용체간의 결합이 유도되어 수용체 특이적 

세포신호전달이 활성화시킨다. 공동연구팀이 개발한 분자도구는 라파마이신 화합물에 의해 수용체와 보조수용체의 

키메라 단백질의 결합을 유도해 하부의 세포신호전달 경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수용체의 기능을 본래의 신호분자 

없이도 인위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연구팀은 이를 이용할 경우 형질이 우수한 작물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Molecular Plant (IF:12.084) 2021년 5월 온라인 판에 발표되었으며, 

생명과학과 김사라, 박정향 대학원생이 공동 제1저자로 참여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실, 중견연구 및 

농업진흥청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 시스템합성생명공학사업단의 지원으로 수행되었다.

생명과학부 오은규 교수,
‘식물생장·면역반응 자유조절 분자도구 개발’

▲ 왼쪽부터 오은규 교수, 김사라, 박정향 대학원생

▲ 라파마이신 화합물에 의한 식물의 생장 및 면역 반응 조절 분자도구 작용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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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부 이병천 교수,
‘노인성 질환 진단을 위한 산화스트레스 측정 바이오센서 개발’

이병천 교수 연구팀(석박통합과정생 노연진, 석사 졸업생 김세현)이 노인성 질환의 원인이 되는 산화스트레스를 

측정할 수 있는 형광단백질 기반 바이오센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의 성과는 JCR 분석화학분야 1위 저널 

‘Biosensors and Bioelectronics(IF:10.618)’에 2021년 4월 게재되었다. 개발한 바이오센서를 이용하여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골관절염과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에 대하여 마우스 모델 및 환자의 혈청 샘플을 분석하여 향후 노인성 

질환의 진단 도구로써 활용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 왼쪽부터 이병천 교수, 노연진 석박사통합과정생 , 김세현 석사 졸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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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학과 김경헌 교수,
‘PET 플라스틱의 효율적인 재활용 분해 공정 개발’

김경헌 교수는 본교 연구원인 김동현 박사, 한동오 석사과정, 한국화학연구원 김희택 

박사, 포스텍 화공과 한정우 교수 등 공동연구진과 함께 PET 플라스틱의 효율적 재활용을 

위한 화학 및 생물학적 분해공정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효소 및 촉매 분야의 세계적 

권위지인 미국화학회 ACS Catalysis(IF:12.350) 2021년 3월에 게재하였다.

생명공학부 한성옥 교수 연구팀, 
‘해조류의 효율적인 이용를 위한 한천분해 복합체 개발’

생명공학과 한성옥 교수 연구팀은 바다에 풍부하게 분포하는 바이오매스인 해조류를 효율적으로 분해하기 위해 

키메라 익스팬신 단백질을 사용하여 한천의 겔화물성을 조절하였다. 이를 통해 익스팬신이 통합된 복합체의 형성으로 

인한 한천분해효소의 활성을 비약적으로 증가시켯다. 이 연구결과는 2021년 7월 14일 미국특허에 등록되었다.

▲ 한성옥 교수, 정다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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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생태공학부 옥용식 교수,
‘ESG 환경성 고려한 전지구적 플라스틱 오염 관측 시스템 세계 최초 제시’

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OJERI),
‘한국연구재단 자율운영중점연구소로 최종선정’
환경·기후위기 대응 생태계 물질순환 기초과학 연구에 9년간 매년 11억 원 지원

옥용식 교수의 논문 ‘Global Plastic Pollution Observation System to Aid Policy’가 미국화학회 (ACS)에서 

발간하는 환경 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 환경과학기술 (Environmental Science and Technology: 

ES&T)(IF:9.028)의 속표지 (Supplementary Cover) 논문으로 선정되어 2021년 5월 24일 게재되었다. ES&T는 

네이처 인덱스 (Nature Index) 학술지로, 환경 과학 및 공학 그리고 정책을 다루는 환경 분야 모든 저널 중 세계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다.

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원장 환경생태공학부 이우균 교수)이 2021년 6월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자율운영중점연구소로 최종 선정되었다. OJERI는 매년 11억 원의 연구비(간접비 별도)를 지원받아 앞으로 

9년 동안 ‘환경·기후위기 대응 생태계 물질순환 기초과학’ 연구를 주도한다. 전국에서 5개 연구소를 선정하는 

자율운영중점연구소는 과학기술분야 기반구축사업 중 기초과학분야 연구소만 선정한다. OJERI는 선정된 연구소 

중에서 유일하게 생태계 물질순환에 특화하여, 환경문제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초과학의 역할에 대한 사회와 

학계의 기대가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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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OJERI),
‘네이처(Nature),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고려대의 연구 집중 조명’

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OJERI)의 혁신적인 연구 성과와 비전이 2021년 3월 19일 국제적 학술지인 Nature Index 

APAC 특집호에 게재되었다. “A global approach to a greener future”를 타이틀로 한 이번 특집 기사에서는 

기후변화, 환경파괴, 깨끗한 물과 위생에 대한 접근 등의 세계적 문제 해결을 위한 UN의 지속가능한 목표에 

초점을 둔 고려대 OJERI의 다양한 솔루션 개발 연구 내용을 담았다. 특히 OJERI 원장 이우균 교수의 중위도 지역 

네트워크(MLRN) 연구와 옥용식 교수의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에 대한 연구를 집중 소개하며 지속가능한 목표 달성을 

위한 토양환경관리, 플라스틱 재활용 및 재사용 방법까지 다양한 솔루션을 위한 연구진의 노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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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규 교수가 단백질 삼차원 구조와 생화학적 

기법을 이용하여 생체 내 단백질이 분해되는 

기전에 대한 뛰어난 업적으로 2021년 대한화학회 

춘계학술대회(2021 .04.21~23)에서 박인원 

학술상을 수상했다. 송현규 교수는 자식작용 및 

아미노-말단 규칙에 관여하는 단백질들의 구조-

기능 관계 등에 관한 연구로 140여 편의 학술논문을 

발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송현규교수는 

자식작용 수용체가 생체 내 pH(산도)에 따라서 

구조가 변화하는 연구 결과를 수상 기념강연으로 발표했다. 박인원 학술상은 국내 생명화학분야를 개척한 

故박인원 교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으며, 생명화학 분야에 탁월한 연구 성과로 생명화학 분야 발전에 

크게 공헌한 연구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생명과학부 송현규 교수, 
‘박인원 학술상 수상’

▲ 자식작용 수용체가 중성에서 산성으로 

환경이 바뀜에 따라서 분자의 다중체 상태가 변화

지성욱 교수가 2021년 8월 15일 제4회 한성과학상 생명과학 분야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성과학상 심사위원회는 “과학 분야에서 독창적인 연구 성과를 이룩하고 앞으로 세계가 

주목할만한 연구업적이 기대되는 젊은 과학자를 2021년 제4회 한성과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생명과학분야 수상자 지성욱 교수는 RNA 염기변형과 전사체 

분석법을 개발해 병리생리학적 작용을 규명, RNA 유전자 조절과 치료제 개발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지성욱교수는 산화 변형된 전체 RNA를 읽어낼 수 있는 분석법을 

최초로 개발하여, RNA 산화변형이 심비대증을 유발하는 정교한 유전자 조절 기작임을 

밝혀냈다. 이는 RNA 염기변형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유전자 조절로 질병의 원인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치료제 개발이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생명과학부 지성욱 교수, 
‘제4회 한성과학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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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희 교수가 2021년 4월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54회 과학의 날을 맞이하여 수여하는 장관 표창을 

받았다. 정철희 교수는 분자진단, 유전자 교정, DNA 나노기술 분야를 포함한 생명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본 상을 수상하였다. 

생명공학과 정철희 교수,
‘과학의날 기념 장관표창 수상’

최해웅 교수와 황건희 박사과정생이 포스코청암재단의 '제12기 

포스코사이언스펠로' 신진교수 펠로와 박사과정 펠로에 각각 

선발되었다. 포스코사이언스펠로십은 2009년 박태준 명예회장의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과학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는 강한 인재육성 철학과 신념에서 

시작했다. 해외유학 대신에 국내에서 연구하는 수학,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등 4개 분야 기초과학 및 금속, 신소재, 에너지소재 등 

3개 분야 응용과학의 '신진교수-포스트닥-박사과정생'’을 매년 

40명 가량 선발해 2~3년간 연구비 혹은 장학금을 지원하는 기초 과학자 육성 사업이다. 올해로 12년째를 맞은 

포스코사이언스펠로십은 과학계에 그 해 가장 우수한 실력자가 선발되는 펠로십으로 평가되며, 명실상부한 

‘과학자 신인상’으로 자리매김했다.

생명과학부 최해웅 교수, 
황건희 박사과정생 ‘제12기 포스코사이언스펠로 선발’

▲ 왼쪽부터 최해웅 교수, 황건희 박사과정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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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진 교수 연구팀의 논문이 Journal of Food Science의 Tanner Awards for the Most-Cited 

Articles of 2018에 선정되었다. Tanner Awards는 설립 저널인 Food Research의 첫 번째 편집자인 Fred 

Wilber Tanner에 의해 만들어진 상으로 매년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들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2018년도 

발행된 박현진 교수 연구팀의 논문은 New Horizons in Food Research 카테고리에서 지난 3년동안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으로 선정되어 2021 IFT annual meeting(2021년 7월 19일~21일)에서 수상하였다. 

Tanner Awards for the Most-Cited Articles of 2018 New Horizons in Food Research 

Winner: Kim, H.W., Lee, J.H., Park, S.M., Lee, M.H., Lee, I.W., Doh, H.S. and Park, H.J. (2018). Effect 

of Hydrocolloids on Rheological Properties and Printability of Vegetable Inks for 3D Food 

Printing. Journal of Food Science, 83: 2923-2932.

식품공학과 박현진 교수,
‘Tanner Awards for the Most-Cited Articles of 2018 선정’

▲ 상단 왼쪽부터 김현우 박사, 이장호 석사, 박새미 석사

하단 왼쪽부터 이민혁 박사, 이일우 박사, 도한솔 석사, 박현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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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진 교수는 2020년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한민구·이하 한림원)이 

수여하는 ‘제6회 대상한림식품과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6회째를 맞이하는 

대상한림식품과학상은 식품과학 분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대상주식회사(대표이사 

임정배)와 한림원이 2015년 공동으로 제정한 상으로, 매년 세계적인 연구업적을 

이룩한 식품과학자를 선정하여 상패와 상금 3,000만원을 수여한다. 박현진 교수는 

식품산업에 사용되는 생물 고분자 소재 개발, 미세캡슐을 이용한 차세대 기능성 식품 

개발 및 식품포장재 상용화 등의 업적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세계 최초의 

3D 푸드프린터용 표준물질을 개발하고 식품분야의 권위 있는 국제저널에 발표하여 

한국식품연구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 시상식은 2020년 11월 26일(목) 양재 엘타워에서 개최되었다.

식품공학과 박현진 교수,
‘제6회 대상한림식품과학상 수상’

관정동물학상은 우리나라 동물학, 특히 곤충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故 관정 조복성 박사의 유가족이 

희사한 기금으로 1979년 2월 15일에 관정동물학상 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동물학 분야에서 업적이 뚜렷한 

분에게 시상되어 왔다. 제8회 시상부터는 고려대학교 부설 한국곤충연구소 산하에 관정장학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상자를 선정하여 격년으로 시상하고 있다. 제21회 수상자로는 고려대학교 배연재 교수(겸 고려대학교 부설 

한국곤충연구소 소장)가 선정되었으며, 시상식은 8월 12일(목), 제75회 한국생물과학협회 학술대회장에서 

개최되었다.

환경생태공학부 배연재 교수,

‘제21회 관정동물학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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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이 교수는 2020년 9월 23~25일 사단법인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에서 ㈜대상기업의 후원을 통하여 

산업계 기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연구자에 수여하는 ㈜대상학술상을 수상하였으며, 한국생물공학회에서 2005년 

이래 연구업적이 우수한 만45세 이하의 학회 회원에게 수여하는 “담연학술상”을 최윤이 교수에게 수여하였다. 

또한, 최윤이 교수는 2020 한국환경생물학회 정기학술대회(2020년 11월 27일~28일, 오크밸리리조트)에서 

“환경생물학술상”을 수상하였다. 

환경생태공학부 최윤이 교수,

‘2020년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주)대상학술상, 

한국생물공학회 담연학술상, 한국환경생물학회 환경생물학술상 수상’

Clarivate Analytics는 2020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HCR, Highly 

Cited Researchers) 중 고려대학교 교수 5명을 선정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HCR에는 

고려대학교 김종승(화학과), 노준홍(건축사회환경공학부), 안춘기(전기전자공학부), 

옥용식(환경생태공학부) 교수와 제2소속이 고려대인 Klaus R Muller(뇌공학과) 교수 

총 5명으로, 이 중 옥용식 교수는 환경 및 생태학 분야에 선정되었다. 옥용식 교수는 

2019년 한해 30여편의 고인용논문(Highly Cited Paper)를 발표하고 있으며, 현재 

총 85편의 HCP 및 가장 주목받는 논문(Hot Paper)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스탠포드 

William Mitch 교수와 함께 환태평양대학협회 지속가능폐기물관리 프로그램의 

총괄책임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플라스틱 오염 등 인류 난제 해결을 위한 대규모 연구를 총괄하고 있다. 

(출처:고려대학교 커뮤니케이션팀)

환경생태공학부 옥용식 교수,
‘2020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연구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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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대학에서는 생명과학과 지성욱 교수, 생명공학과 송권화 교수, 환경생태공학과 옥용식 교수, 

식품자원경제학과 안병일 교수, 총 4명의 교수가 2021학년도 제6회 석탑연구상을 수상하였다. 본교는 전임교원 

중 연구성과로 본교 연구력 향상에 기여한 교원에게 포상하고 연구 장려 문화를 형성하고자 2016년부터 

석탑연구상을 제정 및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수상자는 2020년(2020년 1월~2020년 12월) 학술논문, 

학술단행본, 연구비수혜실적을 대상으로 연구의 질, 연구의 양, 연구비 수주액을 합산하여 평가계열별 상위3%와 

N.S.C.(Nature, Science, Cell지) 학술연구논문 게재 주저자, 국제협력 논문 다수 게재 주저자를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생명과학대학 교원 4인,
‘2021학년도 제6회 석탑연구상 수상’
생명과학부 지성욱 교수, 생명공학부 송권화 교수, 

환경생태공학부 옥용식 교수, 식품자원경제학과 안병일 교수

▲ 왼쪽부터 지성욱 교수, 송권화 교수, 옥용식 교수, ▲ 안병일 교수

김태욱 교수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 선정하는 2021년도 한국차세대 과학기술 

한림원(Young Korean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 Y-KAST) 

회원으로 선출되었다. 과학기술 연구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성과를 발표하여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젊은 리더 34인을 선정하는 Y-KAST 이학부부문에 선출된 김태욱 

교수는 해양학계의 주목받는 젊은 연구자로서 해양과 대기 간 물질교환과정에 기초하여 

해양환경변화 요인을 분석하고, 특히 대기의 이산화탄소와 관련된 해양환경변화를 연구 

중에 있다. (출처:한국과학기술한림원 보도자료)

환경생태공학부 김태욱 교수,
‘한림원 최우수 젊은 과학자 34인 Y-KAST 회원으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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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공학과 유승규 박사(지도교수:한성옥) 2020, 

“이산화탄소로부터 탈탄산 효소복합체(carbonic 

anhydrase complex) 지질 전환 공정 개발” 

Bioresource Technology (IF:9.642), 2020년 12월 

학술지 게재

≫ 생명공학과 신상규 박사(지도교수:한성옥) 2021,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합성가스를 이용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생산기술 개발”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IF:9.297), 2021년 2월 학술지 게재

≫ 생명공학과 이명은 박사과정생(지도교수:한성옥) 

2020, “키틴질이 포함된 난분해성 바이오매스를 

효율 적 으 로  분 해 하 는  신 규  당 화효 소  발견 ” 

Bioresource Technology (IF:9.642), 2021년 1월 

학술지 게재

≫ 생명과학과 윤민지 박사과정생(지도교수: 

김충호) 2021, “UXT chaperone prevents 

proteotoxicity by acting as an autophagy 

adaptor for p62-dependent aggrephagy” 

Nature Communications (IF 14.919), ‘제27회 

휴먼테크 논문대상 동상 수상’(2021.02.09) 

≫ 환경생태공학과 석영선 박사과정생(지도교수: 

전진형) 및 수식관계 팀, 2020, 서울시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 ‘해우소 옆 해우소’ 대상 수상 

(2020.10.23) 

≫ 환경생태공학부 김민지, 이지구 생태조경 

설계연구실 학부연구원(지도교수:전진형) 2020, 

서울시,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주관 서울 도시공원 

콘테스트 제18회 동대문구 배봉산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제시 “이곳만은 꼭 지키자!” NT특별상 

수상 (2020.11.02)

≫ 환경생태공학과 석영선, 한효주 석사과정생 

(지도교수:전진형) 및 이정아교수, 2021,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그린인프라 

계획요소 도출” - 미세먼지와 관련된 그린인프라 

요소들을 대상으로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 

한국조경학회 춘계학술대회 우수발표논문상 수상 

(2021.03.26, 온라인개최)

≫ 환경생태공학과 박윤환 석박사통합과정생, 

이재빈 석사과정생(지도교수:최윤이), 2021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학술대회인 ‘KMB 2021 48th 

Annual Meeting & International Symposium’ 

각각 포스터 우수상, 장려상 수상 (2021.06.23~25, 

부산 벡스코) 

≫ 환경생태공학과 Kumuduni Palansooriya 

박사과정생(지도교수:옥용식), 2020,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중금속 오염 토양의 정화 효율을 예측하는 

신기술 개발” 미국화학공학회 및 환태평양대학협회 

ESD2020 국제컨퍼런스 최우수 학생발표상 

수상(2020.12.15~17, 온라인개최)

학생소식

학술지 게재 및 수상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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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학생소식 학생소식

≫ 식품자원경제학과 김기환, 김정현 박사과정생, 

박지원, 문진언, 석사과정생(지도교수:서병선) 

2021, ‘생육 실측 자료와 비선형적 기후 효과를 반영한 

배추 수급 예측모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최 제1회 

수급예측모형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2021.06.28) 

≫ 식품자원경제학과 김건아 박사과정생, 전기석, 

정소영, 석사과정생(지도교수:양승룡), 2021, 

‘가격변동성이 큰 양파의 가격 예측모형 개발하는데 

시계열 모형, 구조모형, 인공신경망 모형을 활용하여 

양파의 가격예측 모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최 제1회 

수급예측모형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2021.06.28) 

≫ 식품자원경제학과 강민성 석사과정생(지도 

교수:안병일), 2020, 2021 "청탁금지법이 국내 

과일 수요 구조에 미친 영향” 한국농식품정책학회 

포스터논문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2020.08.20, 

양재AT센터 미래로룸), “어린 자녀 유무에 따른 

가구의 친환경 식품 구매행동 차이: 가산자료 모형을 

중심으로” 2021 한국농업경제학회 연례학술대회 

대학원생 논문상 우수상 수상(2021.07.01~02, 

쏠비치리조트) 

≫ 식품자원경제학과 심환희 석사과정생(지도 

교수:안병일), 2020, 2021 “식품소비성향이 

돼 지 고 기  비 선 호  부 위  구 매 행 동 에  미 치 는 

영향 분석 : 분위수 회귀분석방법을 중심으로” 

한국농식품정책학회 포스터논문경진대회 탐구상 및 

최우수상 수상(2020.08.20, 양재AT센터 미래로룸),  

“기후요인이 농업정책보험 가입여부에 미치는 

영향분석” 2021 한국농업경제학회 연례학술대회 

대학원생 논문상 우수상 수상(2021.07.01~02, 쏠비치 

리조트) 

≫ 식품자원경제학과 강전상 석사과정생(지도 

교수:안병일), 2020, 2021 “수입과일의 도·소매 

유통단계별 시장지배력 추정” 한국농식품정책학회 

포스터논문경진대회 탐구상 수상(2020.08.20, 

양재AT센터 미래로룸), “먹방 및 쿡방 시청이 비만에 

미치는 영향” 2021 한국농업경제학회 연례학술대회 

대학원생 논문상 장려상 수상(2021.07.01~02, 

쏠비치리조트)

≫ 식품자원경제학과 SIONEGAEL IKEME 

석사과정생(지도교수:한두봉), 2021, “The 

Impacts of the EU Integration on the 

Agricultural Output of Baltic Countries” 한국 

농업경제학회 연례학술대회 대학원생 논문상 탐구상 

수상(2021.07.01~02, 쏠비치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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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OJERI)은 2021년 4월 9일 ‘기후변화의 해결책 모색’을 주제로 웨비나(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웨비나는 전세계 50개국 100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직된 ‘Solve Climate by 2030’이라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환태평양대학협회(Association of Pacific Rime Universities; ARPU)가 후원하였으며 

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이 주최하여 ‘Climate Solutions for Korea’라는 주제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는 이우균 OJERI 원장, 전진형 환경생태공학부 교수,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강동렬 SDSN 

Youth 총괄이 참여하였다.

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OJERI),
‘국내 최초 Solve Climate by 2030 웨비나 온라인 개최’

고려대학교가 세계적 과학 학술지 ‘네이처’와 함께 국내 최초로 

네이처 포럼을 개최했다. 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OJERI)은 2020년 

12월 1일(화) “플라스틱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네이처 포럼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포럼은 온라인으로 

진행 및 생중계되었다.

코로나 이후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급격하게 늘면서 플라스틱 

오염이 전 세계적인 환경 난제로 두드러지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관련 분야의 세계적 석학과 네이처의 편집장들이 모여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미세플라스틱의 이동 및 환경 영향, 관련 정책 등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OJERI),
‘국내 최초 Nature Forum 온라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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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용식 교수는 2021년 5월 20일 대한민국 대표로 Action for a Sustainable Future - Korea and 

Denmark’s Cases를 이끌었다. 이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주제로 외교부 KF, 주한 덴마크 대사관, 클린 

클러스터가 3자 공동 주최한 행사다. 옥용식 교수는 환태평양대학협회 (APRU) 프로그램의 의의, 전 지구 규모의 

새로운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방안, 그리고 올해 10월에 개최될 Nature Conference 등을 소개하였으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상세한 비젼을 제시 및 지속가능성의 키워드를 강조하였다. 나아가 현재 연구 중인 제로 

폐기물 연구를 통해 혁신적인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표명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냈다. 

환경생태공학부 옥용식 교수, 
‘외교부 KF-주한 덴마크 대사관-클린 클러스터 기조강연’

옥용식 교수는 2021년 5월 20일 대한민국 

대표로 Action for a Sustainable Future - 

Korea and Denmark’s Cases를 이끌었다. 

이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주제로 외교부 

KF, 주한 덴마크 대사관, 클린 클러스터가 

3자 공동 주최한 행사다. 옥용식 교수는 

환태평양대학협회 (APRU) 프로그램의 

의의, 전 지구 규모의 새로운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방안, 그리고 올해 10월에 개최될 Nature Conference 등을 소개하였으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상세한 비젼을 제시 및 지속가능성의 키워드를 강조하였다. 나아가 현재 연구 중인 제로 폐기물 연구를 통해 

혁신적인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표명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냈다. 

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OJERI),
‘고려대-환태평양대학협회, 국립생물자원관과 P4G 서울 정상회의 
네이처 포럼 성공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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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 주관으로 “우리가 모르는 한국의 강 이야기”를 주제로 

강연회가 개최되었다. (www.youtube.com/rivers4nature) 2021년 1월 27일(수) 「“강”을 마주하다」, 

2021년 1월 28일(목) 「기후위기와 “강”」로 나뉘어 강연이 이루어졌으며, 상지대학교 이완옥 교수, 전 

국립기상과학원 주상원 원장, 이화여자대학교 박지형 교수 등이 참여하였다. 이 중 정진호 교수(겸 4단계 BK21 

환경생태공학교육연구단 단장)가 참여하여 “기후위기와 어류의 변화”를 주제로 강연하였다. (출처: https://

www.youtube.com/watch?v=w_mXkvrs3eo) 

환경생태공학부 정진호 교수,
‘환경부 주최 “우리가 모르는 한국의 강 이야기”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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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자원경제학과 김봉구 명예교수, 
‘창의발전기금 및 장학기금 5억 쾌척’

임학과 61학번이자 1983년부터 2008년까지 25년간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를 지내고 정년퇴임한 김봉구 

생명과학대학 명예교수가 고려대에 5억 원을 기부했다. 고려대는 12월 9일(수) 오후 1시 30분 고려대 본관 

총장실에서 "김봉구 명예교수 고려대학교 발전기금 기부식"을 열었다. 김봉구 명예교수의 기부금은 창의발전기금 

3억,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장학기금 1억, 공공정책대학 경제통계학부 장학기금 1억으로 각각 쓰이게 된다. 

(출처:고려대학교 커뮤니케이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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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생태공학부 권정환 교수,
‘TBS <신박한 벙커> 프로그램 출연’

권정환 교수가 2021년 3월 15일(월) 오후 10시 30분, TBS 신박한 벙커 프로그램에 출연하였다. “플라스틱, 

내 몸속에도?” 라는 주제로 플라스틱에 대한 정보, 환경을 위한 플라스틱 재사용에 대한 정보 등을 대중을 위한 

시각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제공하는 시간이었다. 권정환 교수는 환경생태공학과의 환경화학연구실을 지도하고 

있으며, 최근 ‘미세플라스틱표면의 생물막형성에 미치는 플라스틱첨가제의 영향과 플라스틱분해 산물에 의한 

환경영향 분석’, ‘환경 내 미세플라스틱 측정을 위한 시료채취 및 전처리 기술 개발’ 등의 연구를 추진해 오고 

있다.  (사진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M4WWG8NuKx4&t=46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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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생태공학부 옥용식 교수,
‘YTN사이언스 <브라보 K-사이언티스트> 출연’

옥용식 교수의 연구활동 내용이 YTN사이언스 <브라보 K-사이언티스트>에 “지구 생태계를 살리는 기술은 

규제가 아닌 해결이어야 합니다. 바이오차 신기술 연구로 토양의 시간을 거스르는 타임머신 기술을 찾은 연구자” 

라는 제목으로 2021년 5월 24일(월) 오후 9시  방영되었다. 옥용식 교수는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환경복원의 

실마리를 찾아, 전세계에서 겪고 있는 폐기물·플라스틱 대란, 기후변화 문제를 완전히 소멸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옥용식 교수가 연구하는 바이오차는 폐기물을 일종의 인공토양으로 만들어 다시 토양에 투입하여 기존 

폐기물 분해를 가속하는 친환경 소재로, 세계 최초 환경분야에 바이오차를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옥용식 

교수는 전세계 과학발전의 시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특히, 환경분야에서 대한민국과  K 사이언티스트들이 

전세계 연구를 주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하였다. https://www.youtube.com/

watch?v=9Le7o5wsVZY (사진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9Le7o5wsVZ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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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학과 학부 및 대학원 졸업생 김희택 박사,
‘충남대학교 식품공학과 조교수 임용’

대학원 식품공학과 졸업생 신민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 임용’

식품공학과 01학번 및 대학원 식품공학과 07학번 석사, 박사학위를 받은 김희택 

박사(지도교수: 김경헌)는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에서 박사후연구원을 

마치고 한국화학연구원에 선임연구원으로 8년간 근무하였고 2021년 1학기 충남대학교 

식품공학과에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식품공학과 01학번 신민혜 졸업생(지도교수: 김경헌)은  대학원 식품공학과 06학번 

석사과정을 마친 후 미국 Texas-Austin 대 화학과에서 박사를 마친 후 고려대 및 

서울대에서 연구교수를 거쳐 2021년 2학기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 교수로 

임용되었다.

생명공학과 대학원 졸업생 김동현 박사,
‘국립 강릉원주대 해양식품공학과 조교수 임용’

대학원 생명공학과 시스템식품생명공학전공으로 2019년 박사학위를 받은 김동현 

박사(지도교수: 김경헌) 는 현재 미국 에너지부 신재생에너지연구소(NREL)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근무 중이며 오는 2021년 2학기 국립 강릉원주대학교 해양식품공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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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생태공학부 학부 및 대학원 졸업생 김문일 박사,
‘평택대학교 ICT환경융합과 교수 임용’

환경생태공학과 대학원 졸업생 임철희 박사,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임용’

환경생태공학부 03학번 및 대학원 환경생태공학과 석사, 박사학위를 받은 김문일 

박사(지도교수:이우균)는 오스트리아의 국제응용시스템분석연구소(IIASA)에서 

Post-doc fellow로 근무하며 바이오에너지 생산 및 폐기물 처리활용과 관련된 

모델링 연구를 통해 탄소중립(Net zero) 경로 개발, EU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관립전략 정책 개발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였고, 지난  2021년 3월 평택대학교 

ICT환경융합과에 교수로 임용되었다.

환경생태공학과 환경계획 및 조경학 전공에서 2017년 8월 박사학위를 받은 

임철희 박사(지도교수:이우균)는 고려대학교에서 연구교수로, 서울시립대에서 강사로 

재직하였으며, 통일부의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북한 산림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책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환경정보와 기후변화 대응을 주제로 70여편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지난 2021년 3월 국민대학교 교양대학에 교수로 임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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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생명과학부 백경희 교수가 정년 퇴임하였다. 백경희 교수는 1979년 

서울대 미생물학과를 졸업하고 1986년 미국 Massatusettes Institute of 

Technology (M.I.T.) Biology Department 대학원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 

뒤 Harvard Medical School에서 Postdoctoral Fellow를 거친 후 1990년 9월에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선임연구원으로 귀국 후 연구생활을 시작하였다. 1995년 3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생명과학부에 부교수로 첫 부임하였다. 박사 15명과 석사 50여명을 

양성하였고 학회활동으로는 한국식물미생물상호작용연구회 회장, 한국식물학회 부회장, 

한국식물생명공학회 부회장 및 학회지 편집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특히, 2003년에는 

1990년 우수연구센터가 설립된 이래 최초로 여성센터장으로 선정되어 9년간 센터를 이끌었고 식물분자병리학 

관련 학술논문을 유수학술지에 100편 이상 발표하였다. 또한 21C프론티어개발사업, 바이오그린사업, 우장춘과제, 

G7과제 등 대형연구사업 등을 연구책임자로서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우리나라 자연과학 특히 식물생명과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생명과학부 백경희 교수 정년퇴임

2021-1학기

■ 신임교수

식품공학부 손홍석 부교수(2021년도 3월 임용)

·전공분야 : 발효식품학

·연구분야 : 전통발효식품 공정개선, 발효 표준화, 발효식품 기능성 

소재화 연구 

환경생태공학부 이정아 조교수(2021년도 3월 임용)

·전공분야 : 그린인프라계획

·연구분야 : 생태그린인프라계획

생명과학대학 신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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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학기

■ 전임교원 102명 

생명과학부 생명공학부 식품공학과 환경생태공학부 식품자원경제학과

33명 29명 12명 19명 9명

생명과학대학 재직 교수 현황

2021-1학기

■ 학부 (1,611명) 

생명과학부 생명공학부 식품공학과 환경생태공학부 식품자원경제학과 생명유전공학부 식품공학부

418명 414명 205명 307명 264명 1명 2명

총 1,611명

■ 대학원 (407명)

생명과학과 생명공학과 바이오시스템공학과 식물생명공학과 환경생태공학과 식품자원경제학과

91명 194명 1명 25명 76명 20명

총 407명

■ 생명환경과학대학원 (석사 125명)

식품공학과 환경생태공학과 생명분자유전공학과 분자진단공학과 원예생명공학과 기후환경학과

24명 11명 40명 17명 20명 13명

총 125명

생명과학대학 재학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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