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25-11:40 수리-지화학 모델링을 이용한 지중환경 내 비소의 기원추적 및 기여도 평가
김범준*, 고명수

11:40-11:55 핵종거동 자연유사연구의 중요성과 적용성 
백민훈*, 류지훈 

11:55-12:10 A study of Migration FEP in the high-Level RadWaste disposal 
environment
Hun Suk Im*, Seonggyu Choi, Jang-Soon Kwon

12:10-12:25 사용후핵연료 장기 심층처분에서 발생 가능한 라돈의 잠재 위험도 및 지하수  
환경 내 거동
강재은*, 엄우용

12:25-12:40 고이동성 방사성요오드 결정광물화 이동저지기술 기초연구
이승엽*, 권장순 

12:40-13:30 중식

13:30-14:30 초청강연 (손영관 교수)

14:30-14:45 휴식

좌장: 권만재, 권장순

14:45-15:00 단열 화강암반내 방사성핵종 이동특성
박정균*, 김봉주, 권장순 

15:00-15:15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진화과정에 따라 생성되는 가스의 특성 조사
전소영, 김단우, 오유나, 이민희*, 왕수균, 김선옥

15:15-15:30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Bentonite buffer 내 가스 이동 모의에서의  
수리지화학적 고려사항들
왕수균*, 김선옥, 이민희 

10. 27.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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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김영민, 류종식

14:45-15:00 Analyzing quadruple sulfur isotopes by flash heating Ag2S with CoF3

Dong Kyun Woo*, Nak Kyu Kim, Min Sub Sim

15:00-15:15 서울 지역 강수의 다중 동위원소 조성 분석 연구
김영민*, 이인성, James Farquhar, 강지숙, Igor M. Villa, 김형범

15:15-15:30 Characterization of vehicle-emitted greenhouse gas (CO2, CH4, N2O) in 
Megacity Seoul
JeongEun Kim*, Jinho Ahn, Sambit Ghosh

15:30-15:45 Temporal and spatial variation of carbon and oxygen isotope ratios in 
Korean rice
Seung-Hyun Choi*, Woo-Jin Shin, Yeon-Sik Bong, Kwang-Sik Lee

15:45-16:00 인도양 열수구에서 순수 분리한 발효 미생물의 바나듐 환원
김보경*, 정주환, 우동균, 심민섭 

16:00-16:15 Isolation of Antimony(V)-Reducing Bacterium from Soils Collected Near 
Antimony Refinery
Yidan Zhang*, Soo-Chan Park, Man Jae Kwon

16:15-17:00 휴식

광상학�및�자원지질학�

좌장: 유봉철

17:00-17:15 Role of magma differentiation depth in the formation of Au-rich 
porphyry deposits 
Hongda Hao*, Jung-Woo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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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지질명소의 학술적 가치 규명 특

P206 지하수-습지-지표수 상호작용에 따른 수화학적 특성 연구
유한선*, 김희정, 문진아, Naing Aung Khant 

P207 경기도 연천 일대 고생대 데본기 미산층의 퇴적상 분석
정대교*, 안효리, 이기창, 신승원 

P208 Petrology and geochemistry of basaltic pillow lava in the Hantangang 
River Geopark area
Chungwan Lim

10. 26.화 ~ 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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