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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OS Lab(Atmospheric Trace MOlecule Sensing Laboratory, 대기미량물질측정 연구실)은 실제
대기에서 일어나는 오염 물질 발생 과정 이해를 위해, 측정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현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대기 환경 문제(미세먼지, 오존 고농도 현상 및 기후변동 등)들을 해결함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세계적 수준의 장비(CRDS, CEAS, LIF 등)를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하고, 이를 여러 규모의
연구(multi-scale studies)에 활용, 다양한 자료를 획득·분석할 뿐만 아니라, 국내·외 우수 연구
그룹들과의 협업을 추진, 전지구적인 문제를 다룸으로써, 대한민국 대기 환경 자주권 수호 연구에
앞장서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주제로는 1) 대류권 산화과정 관련 기체 및 입자상 물질의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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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개발, 2) 1)을 이용한 이차 생성 유기 에어로졸 (초미세먼지) 형성과정 연구, 3) 대기-지표,
생물권 및 해양 간의 상호작용 연구 등이 있으며, 이들 연구는 실험실 내에서 뿐만 아니라 지상,
타워, 선상 및 항공 등의 다양한 플랫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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