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를 대비하는 수학 워크숍“ ” 

1. 목적
l 이 워크숍은 기후 변화 예측의 불확실성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관측 모델링 수치 시뮬레이션, , 

의 관점에서 기후 변화 예측의 불확실성에 대한 기본 요소를 논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l 또한 이 워크숍에서는 초전도 중력 경사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기술과 가까운 장래에 잠재적 인 

가능성과 건설을 향한 첫 걸음을 목표로 하는 지진 조기 발견을 위한 실제 응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워크숍 토픽2. 
ü Uncertainty quantification and climate change
ü Data acquisition, data analysis and data assimilation (Satellite image data, antarctic ice 

data, inverse problem in data assimilation)
ü Uncertainty and downscaling in GCM(General circulation model), Multi-scale, 

parameterization
ü Superconducting Gravity Gradiometer(SGG)
ü SQUID Sensors, Transducers, and Cryogenics
ü Surface Seismic waves, ruptures, newtonian noises
ü Early earthquake warning(EEW)
ü Policy related to uncertainty mitigation and provision, natural disaster

일시 및 장소3. 
l 년 월 일 월 일 화2017 5 15 ( )-16 ( )
l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내 연구교류센터 중형강의실

워크숍 홈페이지4. 
l 영문 홈페이지 일(15 ) http://kgwg.nims.re.kr/earthquake2017/
l 한글 홈페이지 일(16 ) http://kgwg.nims.re.kr/climate2017/



일정6. 
l 월 일 월요일 초전도체를 이용한 조기 지진 감지 영어로 진행됩니다Day 1 (5 15 ) “ ”- .

09:00 ~ 09:30 Registration

09:30 ~ 09:40 Opening

09:40 ~ 10:30

박정호 KIGAM

Performance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earthquake early warning 
system through Gyeongju earthquake Ml5.8

10:30 ~ 11:30
Ho Jung Paik Univ. of Maryland

Faster Earthquake Early Warning by using Superconducting Technology

11:30 ~ 12:00 Discussion

12:00 ~ 14:00 Lunch

14:00 ~ 14:50
Cornelius Griggs Univ. of Maryland

Report of Developing SGG(Superconducting Gravity Gradiometer)

14:50 ~ 15:40

Bian Xing
Academy of Mathematics 
and Systems Sicence,
China

Report of Developing SEED(Superconducting Earthquake Early Detector)  
in China

15:40 ~ 16:00 Coffee break

16:00 ~ 16:50
김용함(Yong-Hamb Kim)

Institute for Basic Science,
Center for Underground 

Physics

Cryogenics particle detectros in Korea

16:50 ~ 17:40

홍태경 Yonsei Univ.

Lithospheric responses to the 2011 M9.0 Tohoku-Oki megathrust 
earthquke

17:40 ~ 18:00 Discussion/Wrap-up



l 월 일 화요일 기후변화 연구에서 불확정성Day 2 (5 16 ) “ ” 

09:00 ~ 09:10 Opening address

09:10 ~ 10:10
이원상 극지연

TBA

10:10 ~ 11:10
박영규 해양과기원

해양순환모형의 한계와 불확실성에 대하여

11:10 ~ 11:20 Coffee break

11:20 ~ 12:20
김현미 연세대

자료동화 관점에서 본 기상기후 예측의 불확실성

12:20 ~ 14:00 Lunch

14:00 ~ 15:00
이익진 KAIST

통계적 역산 기법을 활용한 불확실성 예측

15:00 ~ 15:10 Coffee break

15:10 ~ 16:10
김백민 극지연

대기과학 학문분야에서의 불확실성 정량화에 관한 리뷰, 

16:10 ~ 17:10
최진용 서울대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수자원 영향과 불확실성 분석

17:10 ~ 17:20 Coffee break

17:20 ~ 18:20
김선태  APEC Climate Center

예측의 불확실성ENSO 

18:20 ~ 18:30 Discus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