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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집 프로그램북



주요일정
10. 26.
화요일

10:00~14:00 등록 ※ 포스터 부착 시작

14:00~15:15 ● 구두발표: 4개 발표장

15:15~15:30 휴식

15:30~16:45 ● 구두발표: 3개 발표장

16:45~17:00 휴식

17:00~18:00 ● 구두발표: 2개 발표장

18:00~19:00 석식

19:00~21:00 ● 특별강연 I (이성근 교수) / 제1발표장
- 논문작성통의 극복

10. 27.
수요일

08:00~09:00 등록

09:00~10:15 ● 구두발표: 4개 발표장

10:15~10:30 휴식

10:30~12:00 ● 구두발표: 4개 발표장

12:00~13:30 중식

13:30~14:30 ● 초청강연 (손영관 교수) / 제1발표장
- 화산쇄설성 퇴적학의 발전과정과 제주도의 기여

14:30~14:45 휴식

14:45~16:45 ● 구두발표: 7개 발표장

16:45~17:00 휴식

17:00~18:00 ● 구두발표: 7개 발표장

10. 28.
목요일

08:00~09:00 등록

09:00~10:15 ● 구두발표: 7개 발표장

10:15~10:30 휴식

10:30~12:00 ● 구두발표: 6개 발표장

12:00~13:30 중식

13:30~15:30 ● 구두발표: 6개 발표장

15:30~16:00 ● 포스터 발표

16:00~17:30 ● 대한지질학회 제76차 정기총회 / 제1발표장
● 특별강연 II (정진아 교수) / 제2발표장

- A rising research paradigm in the field of geology: Data-intensive geological discovery

17:30~18:30 ●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IGC 2024) 준비 진행사항 보고 / 제1발표장
● 기타 시상, 경품추첨 및 폐회식 / 제1발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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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마다볼룸 한라홀 아라홀 오라홀 탐라홀 + 로비

제1발표장 제2발표장 제3발표장 제4발표장 제5발표장 제6발표장 제7발표장 포스터 발표장

10. 26.
화요일

10:00~14:00 등록

14:00~15:15 원자 구조에서 태양계까지:  
행성과학의 현재와 미래

수도권 및 한반도 중부  
지역 지진 및 단층 특성

한국의 활화산: 백두산,  
울릉도, 제주도 기후변화에 따른 남극 빙상  

용융 물리기작과 미래예측

포스터 발표장

15:15~15:30 휴식

15:30~16:45
원자 구조에서 태양계까지:  

행성과학의 현재와 미래
(~17:30)

수도권 및 한반도 중부  
지역 지진 및 단층 특성 한국의 활화산: 백두산,  

울릉도, 제주도
16:45~17:00 휴식

17:00~18:00 수도권 및 한반도 중부  
지역 지진 및 단층 특성

18:00~19:00 석식

19:00~21:00 학생회원 및 신진과학자 대상 특강: 학술논문 작성법 특강(II) - 논문작성통의 극복(이성근 교수) / 제1발표장

10. 27.
수요일

08:00~09:00 등록

09:00~10:15 지질유산 국가관리시스템  
구축 기본방향 설정

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환경 핵종거동

한반도 화산 특성 및  
화산 감시 기반기술 연구 빙권과학

포스터 발표장

10:15~10:30 휴식

10:30~12:00 지질유산 국가관리시스템  
구축 기본방향 설정

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환경 핵종거동

(~12:40)

한반도 화산 특성 및  
화산 감시 기반기술 연구 빙권과학

12:00~13:30 중식

13:30~14:30 초청강연 - 화산쇄설성 퇴적학의 발전과정과 제주도의 기여(손영관 교수) / 제1발표장

14:30~14:45 휴식

14:45~16:45 차세대가속기와  
지질환경과학

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 
환경 핵종거동

한반도 화산 특성 및  
화산 감시 기반기술 연구 구조지질학 및 지체구조학 지구화학 환경지질학 및 지하수학

고기후·고해양학 / 해양지질학 / 고생물학
(~16:15)

16:45~17:00 휴식

17:00~18:00
차세대가속기와  
지질환경과학

(~18:25)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특성 조사 및 평가

(~19:15)

한반도 화산 특성 및  
화산 감시 기반기술 연구

(~18:15)
구조지질학 및 지체구조학 광상학 및 자원지질학 환경지질학 및 지하수학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지질명소의 학술적 가치 규명

(~18:45)

10. 28.
목요일

08:00~09:00 등록

09:00~10:15 층서·퇴적학 및 석유지질학 암석학
제4기지질학

(09:10~)
구조지질학 및 지체구조학 지구물리학 및 물리탐사 환경지질학 및 지하수학

지질유산
(~09:45)

포스터 발표장

10:15~10:30 휴식

10:30~12:00 층서·퇴적학 및 석유지질학
암석학

(~12:15)
제4기지질학 구조지질학 및 지체구조학 지구물리학 및 물리탐사 환경지질학 및 지하수학

12:00~13:30 중식

13:30~15:30 층서·퇴적학 및 석유지질학 광물학 제4기지질학 구조지질학 및 지체구조학 지구물리학 및 물리탐사
지질공학 및 응용지질학

/ 지질정보학(GIS 및 원격탐사)

15:30~16:00 포스터 발표

16:00~17:30
대한지질학회 제76차 정기총회 / 제1발표장

학생회원, 학생기자단 및 신진과학자 대상 특강: 4차산업 시대와 지질학의 미래(정진아 교수) / 제2발표장

17:30~18:30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IGC 2024) 준비 진행사항 보고 , 기타 시상, 경품추첨 및 폐회식 / 제1 발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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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강연 초청강연

10. 26.
화요일

논문작성통의 극복
학생회원 및 신진과학자 대상 학술논문 작성법 특강 (II)

이성근 교수 / 서울대학교

19:00~21:00 / 제1발표장

10. 27.
수요일

화산쇄설성 퇴적학의 발전과
정과 제주도의 기여
손영관 교수 / 국립경상대학교

13:30~14:30 / 제1발표장

진행 및 사회. 이은지 학생기자단장 사회. 이기욱 총무이사

학생회원 및 학생기자단, 신진과학자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특별강연을 준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화산기원 퇴적학 분야의 선구자로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제주도, 울릉도, 독도 등 국내 여러 화산섬에 대한 심도 있는 
학술적 연구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화산섬의 형성사에 대한 이해를 제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0. 27.
수요일

A rising research paradigm 
in the field of geology: Data-
intensive geological discovery
학생회원, 학생기자단 및 신진과학자 대상 특강 :  
4차산업시대와 지질학의 미래

정진아 교수 / 경북대학교

16:00~17:00 / 제2발표장



구두발표
10. 26.화



원자 구조에서 태양계까지: 행성과학의 현재와 미래 특  제1발표장

좌장: 박창근

14:00-14:15 Europlanet 2024  RI 프로젝트 및 국내 행성과학 연구
이기욱

14:15-14:30 The Europlanet-2024 Research Infrastructure: Trans-National Access to 
Planetary Field Analogues and Laboratory Analyses and Simulation Facilities
Gareth R. Davies*, Sara Russell, Jon Merrison, Jörn Helbert, Barbara Cavalazzi,  
TA facility Leads, Keewook Yi, Anita Heward, Nigel Mason 

14:30-14:45 The Europlanet Research Infrastructure: Planetary Field Analogues
Barbara Cavalazzi*, Fulvio Franchi, Viggó Marteinsson, Keld Rasmussen, Jon Merrison,  
Felipe Gómez, Fernando Gómez, Miruts Hagos, Yang Liu, Anita Heward, Nigel Mason,  
Gareth Davies

14:45-15:00 국내 최초의 초고분해능 동위원소 현미경 활용 현황 소개
김정민*, 이유영, 고수경

15:00-15:15 In-situ Oxygen Isotope Study of Olivine in Amoeboid Olivine Aggregates 
and Chondrules in TIL 07007 CV3 Chondrite
Soogyoung Goh*, Byeon-Gak Choi, Jeongmin Kim

15:15~15:30 휴식

좌장: 이기욱

15:30-15:50 Megascopic evidence for impact cratering in the Jeokjung–Chogye Basin, 
Hapcheon, South Korea 
Jaesoo Lim*, Sei-Sun Hong, Min Han, Sangheon Yi, Sung Won Kim

15:50-16:10 Atomic-scale mixing between MgO and H2O in the deep interiors of water-
rich planets
Taehyun Kim, Stella Chariton, Vitali Prakapenka, Anna Pakhomova, Hanns-Peter Liermann, 
Zhenxian Liu, Sergio Speziale, Sang-Heon Shim, Yongjae Lee* 

16:10-16:25 Atomic-Scale Structure and Non-Stoichiometry of Meteoritic Hibonite: 
Understanding the Formation of the First Solar System Solids  
Jangmi Han*, Lindsay P. Keller, Ichiro Ohnishi, Akira Yasuhara

10. 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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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5-16:40 화성 shergottite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들  
박정우

16:40-16:55 C형 소행성에서 직접 회수한 시료의 연구
박창근

16:55-17:15 한국의 첫번째 소행성탐사: 아포피스 탐사임무 계획 소개
최영준*, RMA Team

17:15-17:30 종합토론

18:00-19:00 석식

19:00-21:00 특별강연 I (이성근 교수)

2021. 10. 26.화 - 28.목     7



수도권 및 한반도 중부 지역 지진 및 단층 특성 특  제2발표장

좌장: 홍태경, 이상준

14:00-14:10 세션 소개
홍태경

14:10-14:30 추가령단층대의 지질특성 및 단층활동 개요
송윤구*, 심 호

14:30-14:45 수도권 임시 지진 관측망 구축과 추가령단층대 횡단 탄성파탐사 소개
이준형*, 홍태경, 박성준, 김병우, 이정인, 길동우, 정동찬, 윤현호, Seismic exploration team

14:45-15:00 임시 지진관측망을 활용한 수도권 미소지진목록의 작성과 배경잡음 분석
신동훈*, 김성진, 김보현, 홍윤택, 변아현

15:00-15:15 기계학습을 활용한 서울 지역 미소지진 탐지
김병우*, 홍태경

15:15-15:30 휴식

좌장: 신동훈, 이준형

15:30-15:45 미소 지진 탐지를 통한 수도권 지역 활성단층 조사
박성준*, 홍태경, 김병우, 정동찬, 이준형

15:45-16:00 수도권 지역의 미소 지진 위치와 진원 메커니즘 결정
정동찬*, 홍태경, 김병우, 이준형, 박성준, 김우한

16:00-16:15 배경잡음 토모그래피를 이용한 수도권 상부지각 전단파 속도구조 및 이방성 연구
이상준*, 이준기, 홍태경, 길동우, 이준형

16:15-16:30 고밀도 지진 관측망과 연합 역산 방법을 활용한 수도권 지각 구조와 단층대 연구
이정인*, 홍태경

16:30-16:45 S파 주시와 배경잡음을 이용한 수도권 지역의 활성지하단층 추정 연구
김민경*, 장성준, Michael Witek, 이준형, 정동찬, 김병우, 박성준, 홍태경

16:45-17:00 휴식

10. 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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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홍태경, 박성준

17:00-17:15 수도권 지역 부지 증폭 특성과 강지진동 모사
김병우*, 홍태경

17:15-17:35 (종합) 수도권 지진 특성과 단층 활동
홍태경*, 이준형, 박성준, 김병우, 정동찬, 이정인, 길동우, 김일구, 김우한, 이준기, 신동훈, 장성준, 
Alireza Malehmir, Seismic exploration Team, Seismic study Team

17:35-18:00 종합토론

18:00-19:00 석식

19:00-21:00 특별강연 I (이성근 교수)

2021. 10. 26.화 - 28.목     9



한국의 활화산: 백두산, 울릉도, 제주도 특  제3발표장

좌장: 윤성효

14:00-14:15 백두산의 역사시대 화산활동 재평가: (1) 폭발성 분화
윤성효*, 이정현, 장철우, Clive Oppenheimer

14:15-14:30 백두산의 폭발성 분화 시 화쇄류로 인한 시설 및 인명피해 영향 평가
윤성효*, 장철우

14:30-14:45 백두산의 제4기 폭발성 분화에 의한 광역 화산재
김혜리, 윤성효*, 이정현, 장철우

14:45-15:00 2021년 지구상의 화산 활동 동향 및 피해 현황
이정현*, 반용부, 윤성효

15:00-15:15  S-velocity Mantle Structure of East Asia From Teleseismic Traveltime 
Tomography: Inferred Mechanisms for the Cenozoic Intraplate Volcanoes 
Yong-Woo Kim*, Sung-Joon Chang, Michael Witek, Jieyuan Ning, Jingchong Wen

15:15-15:30 휴식

좌장: 장철우

15:30-15:45 인공위성 영상레이더 위상간섭기법을 이용한 백두산 변위 관측
정성우*, 홍상훈

15:45-16:00 필리핀 따알 화산의020년 분화 개요
장철우*, 윤성효

16:00-16:15 화산가스에 의한 피해와 대처
장철우

16:15-16:30 수신함수와 표면파분산 통합역산을 통한 백두산 하부 지각구조 연구
임연주*, 김성룡, 이상준

16:30-16:45 위성영상을 활용한 백두산 화산 활동관련 수온변화 연구
박성재*, 이창욱

10. 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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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5-17:00 GNSS와 가속도계를 융합한 지표 변형 산출 기법의 개발
이승우*, 장철우, 윤성효

18:00-19:00 석식

19:00-21:00 특별강연 I (이성근 교수)

2021. 10. 26.화 - 28.목     11



기후변화에 따른 남극 빙상 용융 물리기작과 미래예측 특  제4발표장

좌장: 이춘기, 윤숙영

14:00-14:15 On the Rocks
이원상

14:15-14:30 지구온난화에 따른 서남극 스웨이트 빙하 질량 변화와 연관된 해수면 상승 미래 전망
진 경*, 박인우, 이현주, 나지성, 이원상

14:30-14:45 Effect of geothermal heat fluxes and ice velocities on initialization of ice 
sheet model 
In-Woo Park*, Emilia Kyung Jin, Kang-Kun Lee

14:45-15:00 Upper mantle P-wave velocity structure beneath the northern Victoria 
Land: Implication to the origin of the Terror rift and volcanic activities
Yongcheol Park*, Won Sang Lee, Choon-Ki Lee, Jin-Seok Kim, Jiwoong Chung 

15:00-15:15 육지 담수 질량 변화에 의한 미래 해수면 변화 예측
이동혁*, 김병훈, 서기원, 김예은 

15:15-15:30 위성 중력계와 고도계 관측을 합산한 지난 20년 간의 남극 얼음 질량 변화
김병훈*, 서기원, 이춘기, 김재승, Jianli Chen, Clark Wilson 

18:00-19:00 석식

19:00-21:00 특별강연 I (이성근 교수)

10. 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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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발표
10. 27.수



지질유산 국가관리시스템 구축 기본방향 설정 특  제1발표장

좌장: 이동찬

09:00-09:15 지질유산 보존·관리 및 연구 역량 강화 전략 추진 
황권순

09:15-09:30 화석 조사·연구·보존· 관리 시스템: 고생물학적 관점 
이정구

09:30-09:45 자연유산 디지털데이터 구축을 위한 화석표본 목록화 사업: 과제 중간 발표 
이동찬

09:45-10:00 화석표본 목록화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기술적 고려사항들 
정직한*, 이동찬, 박태윤, 이미리내, 김지훈, 오영주, 심은영

10:00-10:15 문화재로서의 화석: 문제점 및 제언 
이승배

10:15-10:30 휴식

좌장: 이동찬

10:30-10:40 매장문화재로서 지질유산 조사 사례와 문제점 
김경수*, 조권래, 김태완 

10:40-10:50 화석 발견부터 매장문화재로서의 행정적 처리 과정 
남기수

10:50-11:00 화석의 학술 연구를 위한 행정 절차: 국내외 사례 소개 및 토의 
이정현

11:00-11:10 화석 외 지질유산의 보호·조사·관리방안의 국내 현황 및 개선안
이기욱

11:10-11:20 지질유산 관리 법제도 관련 토의
이수재

11:20-11:30 휴식

10. 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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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12:10 종합토론

12:10-13:30 중식

13:30-14:30 초청강연 (손영관 교수)

14:30-14:45 휴식

차세대가속기와 지질환경과학 특

좌장: 이용재, 정성욱

14:45-15:10  4세대 오창 원형방사광가속기 소개 
원종한*, 윤형중, 고경태, 안득순, 이주한

15:10-15:30 Amorphous Earth Materials beyond Multi-megabar Pressures: A View from 
Inelastic x-ray Scattering
Sung Keun Lee

15:30-15:50 고분해능 실시간 고온/고압 빔라인 개발과 활용
성동훈*, 김표상, 김현수, 이용문

15:50-16:10 산화환원 민감원소의 토양 환경 내 거동 이해를 위한 방사광 가속기 X-ray  
흡수분광법의 활용
한영수*, 박지현 

16:10-16:30 침철석 기질표면에서의 능망간석(MnCO3) 산화반응에 의한 광물상전이 연구
남궁선이*, 이기현 

16:30-16:50 Pressure- and temperature-induced insertion of N2 , O2, and CH4 to Ag-
natrolite
Donghoon Seoung, Hyeonsu Kim, Pyosang Kim, Yongmoon Lee* 

16:50-17:00 휴식

10. 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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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이용재, 정성욱

17:00-17:25 가속기를 이용한 활용 연구
안득순*, 원종한, 윤형중, 고경태, 이주한 

17:25-17:45 가속기 분석기법을 활용한 환경지구화학 연구
이기현

17:45-18:05 Mechanism of changes in plant toxicity by redox reaction of metals in Cr(III) 
and Cr(VI) contaminated soil
Jin Hee Park

18:05-18:25 X-선 흡수 분광법(XAS)을 이용한 이중층수산화물-나노복합체(LDH-NCs)의  
형성 및 음이온성 오염물질 저감 특성 규명
이선용*, 이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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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환경 핵종거동 특  제2발표장

좌장: 이준엽, 권장순

09:00-09:15 처분환경 지하수 내 방사성물질 용해도 측정
조혜륜*, 김희경, 차완식, 김태형, 김주은, 엄우용 

09:15-09:30 사용후핵연료 심층처분환경 핵종거동 예측을 위한 열역학 DB 현황
김희경*, 차완식, 김태형, 조혜륜, 고용권, 권장순 

09:30-09:45 Stability of uranium inventory under dynamic redox condition in highly 
eroded granites, demonstrated by long-lived radioactive isotopes in uranyl 
carbonates
YeoJin Ju*, Ji-Hun Ryu, Hun Suk Im, Min Hoon Baik 

09:45-10:00 자연 지하수 조건에서 삼성분 우라늄(VI) 착물 화학종의 형성거동
이준엽

10:00-10:15 우라늄(VI)-천연유기물질 모델리간드 착화합물 형성거동 규명
최승규*, 윤종일

10:15-10:30 휴식

좌장: 이민희, 권장순

10:30-10:55 처분환경 핵종거동 실증 기반기술 개발 추진전략
권장순*, 김건영, 조동건

10:55-11:10 심층처분시스템 종합성능평가를 위한 천연방벽 내 핵종이동 모델링 기법 
김정우*, 김용민, 이재원, 김민정, 지성훈 

11:10-11:25 Sorption Capacities and Contribution of Multiple Sorptive Sites on Illitic 
Clays to Assess the Cesium Immobilization
Jeonghwan Hwang*, Weon Shik Han, Sungwook Choung, Wonwoo 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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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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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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0-15:45 처분환경 핵종거동에 영향을 미치는 천연방벽의 수리지질학적 특성
박경우

15:45-16:00 고온 조건에서 염기성 용액이 투과된 압축 나트륨 벤토나이트의 수리전도도와 양이온 
교환 특성 
윤여원, 하녹안, 나선원, 김진석, 조호영* 

16:00-16:15 Horizontal and vertical changes in microbial community composition and hy
drogeochemistry in deep granitic groundwater
Man Jae Kwon*, Baknoon Ham, Jang-Soon Kwon 

16:15-16:30  Porosity and permeability evolution driven by biofilm growth under various 
flow and reaction conditions
Heewon Jung*, Christof Me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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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16:45 핵종거동 장기현장실험 사전 타당성 조사
김봉주*, 장기종, 박정균, 권장순 

16:45-17:00 휴식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특성 조사 및 평가 특  

좌장: 현승규

17:00-17:15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특성 조사 및 평가 규제요건(안)
현승규, 심택모*, 진소범, 최호선, 양준모, 최강룡, 박선종, 이세현, 우현동, 박보나, 배재석

17:15-17:30 부지특성 조사 및 평가를 위한 지구물리검층 방법의 품질관리
황세호*, 신제현, 현승규 

17:30-17:45 경주지진 원인단층을 고려한 처분시설 부지의 지진안전성 예비 평가  
- RWD 지진관측소를 중심으로 
최호선*, 현승규 

17:45-18:00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의 수리지질학적 특성 조사 및 평가 규제요건(안) 
현승규*, 심택모, 진소범, 배재석 

18:00-18:15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의 수리지화학적 평가 및 특성분석
현성필*, 김은경, 조수빈, 김유홍

18:15-18:30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 암반역학적 특성 조사 규제요건(안)
박보나*, 현승규 

18:30-18:45 부지고유 지하연구시설 관련 규제요건 개발
우현동, 심택모, 현승규*

18:45-19:00 원자력 관계시설에 대한 부지 특성 조사
황종선*, 조광호, 정혜진, 한재문

19:00-19:15 부지특성 자료 및 평가 결과의 관리 체계 
김수진*, 정재열, 조현진, 하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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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화산 특성 및 화산 감시 기반기술 연구 특  제3발표장

좌장: 권창우

09:00-09:15 국내 백두산 화산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부출연연구원의 역할
이승렬

09:15-09:30 말굽형 분석구의 형성과 진화과정 : 제주도 지미봉 분석구와 종달리 해안을 중심으로 
전용문*, 기진석

09:30-09:45 한반도 최남단 수중 화산체 이어도의 탄생과 진화 – 수증기 마그마성 분화와 침식작용
장태수*, 정종옥, 이영윤, 서영교, 이화영, 변도성, 이은일

09:45-10:00 국내 화산연구에 있어서의 다학제적 협력 필요성
안웅산*, 권창우, 전용문, 김현철, 정종옥, 김건기 

10:00-10:15 제주도 송악산 응회환에서의 화산-대기-해양의 상호작용
손영관*, 손찬우, 윤우석, 정종옥, 윤석훈, 조형성 

10:15-10:30 휴식

좌장: 전용문

10:30-10:45 제주도 와도의 화산활동과 형성과정 
전용문, 기진석*, 권창우, 김현철 

10:45-11:00 제주도 차귀도 화산발달사 예비연구
권창우*, 김현철

11:00-11:15 제주도 화산암내 협재된 고토양층의 퇴적시기 및 기원지
이태호*, 권창우, 김현철, 안웅산, 이기욱, 이신애 

11:15-11:30 Petrogenesis of the Cenozoic volcanic rocks in Baekdu volcano 
in northeastern Asia and the expected depth of the magma chamber 
based on geochemistry, mineral chemistry, and Sr-Nd-Pb isotope chemistry
Chang Whan Oh*, Seung Hwan Lee, Youn Soo Lee, Seung-Gu Lee, Jia-Qi Liu

11:30-11:45 마그마의 분화과정과 Eu 동위원소 분별작용: 백두산 화산암과 울릉도 화산암의 비교 
이승구*, Shuang-Shuang Chen, 이승환, 김현철, 이윤수, 이태종, 오창환, 최성희 

11:45-12:00 Contribution to deciphering emplacement processes of ancient ignimbrites 
via analyses of magnetic susceptibility and isothermal remanent 
magnetization: a case study from the Southern Kusandong Tuff
Hyeon-Seon Ahn*, Jong Ok Jeong, Young Kwan Sohn, Moon Son, Hyeongseong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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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3:30 중식

13:30-14:30 초청강연 (손영관 교수)

14:30-14:45 휴식

좌장: 김기범

14:45-15:00 울릉도의 폭발성 화산 분화와 관련된 지형학적 특성
천종화*, 이홍진 

15:00-15:15 동해 제4기 울릉도-독도 화산그룹의 탄성파 층서 및 반사상 연구
제윤희*, 김기범

15:15-15:30 울릉도 나리칼데라 내부 화산활동의 최종국면 연구
안호준*, 김기범

15:30-15:45 화산분화예보를 위한 지식관리시스템 설계 구축과 함의
심규홍*, 장은미, 박 경 

15:45-16:00 울릉도 임시 광대역 지진 관측망 운영 및 초기 결과
한종원*, 김성룡, 이상준, 전영준, 조경준, 임연주, 이수진, 강태섭, 이준기, 김기범 

16:00-16:15 울릉도 심부구조 분석을 위한 2차원 MT탐사 연구
김기연*, 오석훈, 권형석, 홍진표, 류경호, 이성곤, 이승렬, 박순천

16:15-16:30 한반도 하부 마그마의 잠재성
김희준*, 이현우, 홍정표, 송정훈, Takahata Naoto, Sano Yuji

16:30-16:45 울릉도 화산섬 약수의 용존 기체 지화학 연구
이원희*, 이현우, 김희준, 유정연, 김윤배, 박종훈, Takahata Naoto, Sano Yuji

16:45-17:00 휴식

10. 27.수

2021. 10. 26.화 - 28.목     21



좌장: 이현우

17:00-17:15 다중 물리와 다상 유체 개념을 이용한 마그마 화도 내 흐름 수치 모사 기법 개발
소병달

17:15-17:30 암석권 두께 차이에 의해 구동되는 소규모 맨틀 대류와 마그마 부분 용융체 생성
장찬희*, 소병달, 김대희

17:30-17:45 한탄강 현무암의 비활성기체 및 산소 동위원소를 통한 마그마 성인연구 
김동환*, 박창근, 이미정, 김화영, 강필모, 한승희, Andrea Luca Rizzo, 이현우

17:45-18:00 양산 단층대의 이산화탄소 플럭스 연구
홍정표*, 김희준, 이현우

18:00-18:15 Seismo-acoustic characterization of the 2018 Ambae eruption, Vanuatu
Iseul Park*, Arthur Jolly, Robin Matoza, Ben Kennedy, Geoff Kilgour, Richard Johnson,  
Esline Garaebiti, Sandrine Cevu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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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권과학 제4발표장

좌장: 이강현

09:00-09:15 Greenhouse gas formation in permafrost ice wedges at Batagay megaslump, 
Yana Uplands, Northeast Siberia
Hansu Park*, Na-Yeon Ko, JeongEun Kim, Thomas Opel, Sebastian Wetterich,  
Alexander Fedorov, Anderei Shepelev, Jinho Ahn

09:15-09:30 (중)탄산염 수용액의 동결에 따른 용존 Mn(II) 지화학적 거동 연구
원영훈*, 이기현 

09:30-09:45 수용액의 동결에 의한 용존 이가철(Fe(II))의 산화반응 연구
최소영*, 이기현

09:45-10:00 Climate-induced variations in atmospheric nitrous oxide during the 
Holocene
Syed Azharuddin*, Jinho Ahn, Yeongjun Ryu, Ed Brook 

10:00-10:15 Modeling CO2 data with effective variables from Antarctic ice core records 
through Artificial Intelligence
Nasrin Salehnia*, Jinho Ahn

10:15-10:30 휴식

좌장: 안진호

10:30-10:45 대한민국 남극내륙연구 현황과 향후 계획
이강현*, 이주한, 정창현, 지건화, 강정호, 김옥선, 김지희, 양은진 

10:45-11:00 성분별 네오디뮴 동위원소 비 차이를 활용한 스발바르 빙하 거동 복원 연구
장광철*, 안영규, 조영진, 손영주, 김정현, 남승일

11:00-11:15 마지막 해빙기 이후 북극 스발바르 비데피오르드 퇴적 환경 변화
안영규*, 조영진, 장광철, 김정현, 손영주, Matthias Forwick, 홍성민, 남승일 

11:15-11:30 북극해 퇴적 양상을 통한 제4기 중, 후기 서북극해 빙하역사 이해
조영진*, 장광철, 김정현, Leonid Polyak, Frank Niessen, Ruidiger Stein, Jens Matthiessen,  
Gerrit Lohmann, 윤석훈, 우경식, 남승일 

10. 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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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11:45 Diel variations of chemical and isotopic compositions of a stream in 
King George Island, Antarctica: Implications for hydrologic pathways of 
meltwater
Hyejung Jung*, Sung-Wook Jeen, Hyoungseok Lee, Jeonghoon Lee 

12:00-13:30 중식

13:30-14:30 초청강연 (손영관 교수)

14:30-14:45 휴식

구조지질학 및 지체구조학 

좌장: 최진혁

14:45-15:00 Paleoseismological investigation of a covered active fault in the cultural 
heritage site of Gyeongju city, Korea
Hoil Lee*, Jin-Hyuck Choi, Yire Choi, Tae-Ho Lee, Keun-Soo Lee 

15:00-15:15 Long-term weakening process forming multiple core strands and short-term 
seismic slip behavior within the PSZ along the Yangsan fault using low-angle 
well-log data 
Chang-Min Kim*, Youngbeom Cheon, Tae-Ho Lee, Jin-Hyuck Choi, Jong Ok Jeong 

15:15-15:30 남부 양산단층 월산-인보 구간에서의 고지진특성
김태형*, 최진혁, 천영범, 이태호, 김남권, 이호일, 김창민, 최이레, 배한경, 김영석, 류충렬 

15:30-15:45 Mapping of surface rupture associated with the 1967 MW 7.0 Mogod, 
Mongolia, earthquake using K3(A) satellite image and UAV-derived DEM
Han-Kyung Bae*, Jin-Hyuck Choi, Laurent Bollinger, Yann Klinger, Hee-Kwon Lee,  
Ulziibat Munkhuu

15:45-16:00 퇴적물 기원지 분석을 활용한 제4기 단층의 운동 시기 연구
이태호*, 최진혁, 천영범, 이호일, 최이레, 이기욱, 이신애 

16:00-16:15 Evidence of Late Pleistocene earthquake from the Central Segment of  
Ulsan Fault
Naik Sambit Prasanajit*, Ohsang Gwon, Kiwoong Park, Hyeonjo Shin, Young-Seog Kim

16:15-16:30 울산단층 남부지역의 제4기 운동 특성: 차일지점과 호계지점을 중심으로
권오상*, Naik Sambit Prasanajit, 박기웅, 신현조, 김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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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16:45 울산단층 중부에서 새로이 발견된 신계3단층의 제4기 운동특성
박기웅*, Naik Sambit Prasanajit, 권오상, 신현조, 김영석

16:45-17:00 휴식

좌장: 천영범

17:00-17:15 한반도 남동부 호미반도(구룡포)의 마이오세 지괴 회전
김민철*, 정래윤, 강경걸, 손 문 

17:15-17:30 백악기 영양소분지의 지층자세 분석을 통한 변형사 연구
강혜진*, 하상민, 이성준, 임현지, 한종원, 임혜원, 김광연, 손 문

17:30-17:45 백악기 경상분지 울산지괴 내 지질구조와 변형사
임혜원*, 이성준, 하상민, 한종원, 김소희, 강희철, 손 문 

17:45-18:00 태백산분지 내의 단양 매포지역의 탄산암에 나타나는 반복적인 층구조의 특성
류현덕*, 김재훈, 이진한 

10. 27.수

2021. 10. 26.화 - 28.목     25



지구화학 제5발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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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5-17:30 탄산염암에 발달한 수복 W-Pb-Zn 맥상광체의 광화작용 연구
임헌경*, 신동복

17:30-17:45 높은 Mn/Fe 비를 가지는 동시베리아해 천해저 망간단괴의 성인
구효진*, 조현구, 진영근, 이동헌, 김지훈, 이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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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5-18:00 경남 하동 반려암질 회장암복합체 내 희토류 분포 및 점토입자의 양이온교환을 통한 
희토류 회수
조재국*, Toshiro Yamanaka, 김의준, 신동복

10. 27.수

2021. 10. 26.화 - 28.목     27



환경지질학 및 지하수학 제6발표장

좌장: 정희원

14:45-15:00 Identification of flow transition from linear to nonlinear regimes in rock 
fractures using a flow imaging technique 
Dahye Kim*, In Wook Yeo 

15:00-15:15 Saltwater Intrusion Modeling and Simulation in a Coastal Aquifer to 
Establish Proper Future Management
Dewandra Bagus Eka Putra*, Eunhee Lee, Yongcheol Kim, Kang-Kun Lee 

15:15-15:30 Influential Factors of Thermal Conductivity Estimation through Thermal 
Response Test
Hae-Rim Oh*, Byeong-Hak Park, Ji-Young Baek, Kang-Kun Lee 

15:30-15:45 Hydraulic Conductivity Estimation Considering 2D Heterogeneity with 
Ensemble Kalman Filter from Pumping Test Data
Daeha Lee*, In-Woo Park, Kang-Kun Lee 

15:45-16:00 New semi-analytical solutions of the radial advection-dispersion equation 
for solute transport in divergent radial flow in a transient state
Heejun Suk*, Jui-Sheng Chen, Seunghyo Son, You Hong Kihm 

16:00-16:15 Hydrogeological change near a borehole due to stress redistribution in 
fractured rock
Sung-Hoon Ji*, Kyung-Woo Park, Chae-Soon Choi, Byeong-Hak Park 

16:15-16:30 Experimental and Numerical Investigation of Dispersivity Ratio for 
Predicting Environmental Impacts from Thermal Use of Shallow Aquifers
Byeong-Hak Park*, Kang-Kun Lee 

16:30-16:45 지중의 DNAPL 거동 예측을 위한 3D 연속체-암반균열망 결합 수치 모델링
김태훈*, 한원식, 신제현, 윤선규, 강경철, 박길택 

16:45-17:00 휴식

좌장: 지성훈

17:00-17:15 Evaluating the applicability of 222Rn in groundwater as a tracer to monitor 
the migration of artificially injected CO2 plume in shallow aquifer system 
Jaeyeon Kim*, Kang-Kun Lee 

17:15-17:30 WELCUP 지수를 이용한 제주도 지하수 질산성질소 오염도 평가 사례 
송성호*, 황보동준, 장기영, 김진성, 서상기, 양원석, 장희영, 황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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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17:45 지질 특성을 고려한 공간분석 기반의 국내 전통 천연 광천수 수원의 수질과 분포특성 
평가
이재민, 고동찬*, 채기탁, 고경석

17:45-18:00 안정화 고형화 공법을 적용한 비소 오염 토양의 전기비저항 및 유도분극 측정과 용출 
특성을 고려한 모니터링 방법 및 평가
이선재*, 한만호, 안용태, 조정만, 박상현, 이해석, 최재영

10. 27.수

2021. 10. 26.화 - 28.목     29



고기후·고해양학 / 해양지질학 / 고생물학 제7발표장

좌장: 조아라

14:45-15:00 붕소 동위원소를 이용한 북서태평양 쿠로시오 확장역의 post-LGM pCO2 변동  
기록 복원
방선화*, 허영숙 

15:00-15:15 서북극 척치해 대륙붕 코어 퇴적물 내 황철석의 황 동위원소를 이용한 고환경  
복원 연구
문종한*, 정진기, 주영지, 심민섭, 김지훈, 남승일 

15:15-15:30 Physical properties characterization of the Nakdong River valley sediments 
according to depositional units
Kiju Park*, Gil Young Kim, Seok-Hwi Hong, Gwang Soo Lee, Dong Geun Yoo, Shin Yu 

15:30-15:45 Latest Neogene-Quaternary seismic stratigraphy related to the regional 
tectonic evolution on the southeastern continental shelf of the Korea 
Peninsula
Bo-Ram Lee*, Dong-Geun Yoo, Gwang-Soo Lee, Seok-Hwi Hong, Gee-Soo Kong,  
Byoung-Yeop Kim 

15:15-16:00 화순군 서유리에서 발견된 소형 익룡 발자국화석 군집: 후기 백악기 소형 익룡의 분포 
및 고생태학적 해석
정종윤*, 허 민

16:00-16:15 Ultra-high resolution record of storm events recorded within Cretaceous 
lacustrine stromatolite, Banyawol Formation, south-eastern Korea
Mar Simonet Roda*, Jeong-Hyun Lee 

16:15-17:00 휴식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지질명소의 학술적 가치 규명 특  

좌장: 김희정

17:00-17:15 한탄강 지질공원의 현황과 전망
신승원*, 정대교 

17:15-17:30 연천 전곡 차탄천변 신생대 제4기 백의리층의 조직과 역 기원 분석
정대교*, 이기창, 안효리, 신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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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17:45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에 서식하는 물거미의 분포 및 수리생태학적 연구
문진아*, 김희정, 유한선, 유지희 

17:45-18:00 전곡 선사유적지 일대의 코어퇴적물을 활용한 석영입자 표면미세조직 및 퇴적물 구성
입자 연구
백소영*, 조경남

18:00-18:15 연천군 일대 미고화 퇴적층 형성 시기 고찰
김진철*, 김주용, 정대교, 신승원, 이진영 

18:15-18:30 Basaltic Lava Flow Simulation on Prehistorical Eruption of Hantangang 
Volcanic Field using Q-LAVHA
Wahyu Luqmanul Hakim*, Muhammad Fulki Fadhillah, Chang-Wook Lee

18:30-18:45 Facies analysis of the Quaternary Hantangang Basalt of the Hantangang 
River Volcanic Field (HRVF)
Donghyeok Kang*, Jusun Woo

10. 27.수

2021. 10. 26.화 - 28.목     31





구두발표
10. 28.목



층서·퇴적학 및 석유지질학 제1발표장

좌장: 최태진

09:00-09:15 해수에 잠겨 있는 제주화산체의 범위 추정
고창성*, 박원배, 고기원, 박준범, 문덕철, 한희주

09:15-09:30 제주도 산지하천에서의 용암과 화산쇄설성 퇴적층의 동시 정치
이승민*, 손영관

09:30-09:45 퇴적상, 대자율이방성 및 Rock-Eval 분석을 통한 포항분지 저탁류성 이암과 반원양성 
이암의 구분
조순미*, 황인걸

09:45-10:00 18개 심부 시추공에서 확인되는 포항분지의 기반암 
황인걸*, 손정희, 조순미 

10:00-10:15 시추공과 육상노두에서의 열쇠층 대비를 통한 포항분지 연일층군의 퇴적환경 진화사
황인걸*, 손정희, 조순미 

10:15-10:30 휴식

좌장: 주영지

10:30-10:45 셰일가스저류층의 취성평가에서 가스포화도 효과 보정의 필요성과 유기물에 의한 취
성도 감소 영향 분석
박은영*, 김영석 

10:45-11:00 Petrophysical property modification in a volcanic sequence on the 
Naturaliste Plateau, offshore SW Australia (IODP Site U1513): Implications of 
volcanic stratigraphy, paleoenvironment, and hydrothermal activity
Eun Young Lee*, Maria Luisa G. Tejada, Insun Song, Seung Soo Chun, Susanne Gier,  
Laurent Riquier, Lloyd T. White, Bernhard Schnetger, Hans-Jürgen Brumsack,  
Matthew M. Jones, Mathieu Martinez

11:00-11:15 수력학적 분급에 의해 조절되는 저어콘 연령분포
손정희*, 황인걸 

11:15-11:30 실험 퇴적을 중심으로 자생적 프로세스 영향에 따른 선상지의 층서 발달 연구
신혜인*, 김원석, 이효재, Chris Paola

10. 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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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11:45 설악산에서 폭우에 의한 거력질 선상지의 형성
김지수*, 손영관 

12:00-13:30 중식

좌장: 김문기

13:30-13:45 고흥지역 백악기 두원층 퇴적물의 기원지: 전기 백악기 저어콘들의 새로운 공급기작
채용운*, 하수진, 최태진, 김정빈, 김경수, 임현수 

13:45-14:00 전남 고흥군 백악기 두원층의 퇴적환경: 유역분지의 지질학적 특성과 충적선상지퇴적
작용의 성인적 연관성
이경진*, 박승익, 이효종, 김용식 

14:00-14:15 Dynamic responses of biogeochemical sulfur cycle to Early Permian tectonic 
and climatic events
Hyosang Kwon*, Jusun Woo, Min Sub Sim

14:15-14:30 후기 캄브리아기 세송층의 미터 규모 퇴적윤회
함성훈*, 조석주 

14:30-14:45 The intrinsic hierarchy of lime-shale interbeds from the Late Cambrian of 
Korea
Da Young Jung*, Se Hyun Cho, Suk-Joo Choh 

14:45-15:00 The predawn of skeletal carbonate platform: the “monotonous” micrite 
dominated meter scale cycles of Middle Ordovician Makgol Formation 
Se Hyun Cho*, Suk-Joo Choh

15:00-15:15 Sedimentology of the Myeonsan and Myobong formations, eastern Korea: 
siliciclastic tide-dominated successions formed by the initial Cambrian 
transgression 
Min-Kyu Oh*, Jeong-Hyun Lee

15:15-15:30 태백층군 최하부 장산, 면산, 묘봉층의 층서 재정립 
이정현, 오민규, 최태진* 

15:30-16:00 포스터 발표

16:00-17:30 대한지질학회 제76차 정기총회

특별강연 II (정진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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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18:30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IGC 2024) 준비 진행사항 보고

기타 시상, 경품추첨 및 폐회식

36     2021 추계지질과학연합학술대회 및 대한지질학회 제76차 정기총회



암석학 제2발표장

좌장: 이현우

09:00-09:15 고압실험에서 변형된 녹렴석 청색편암의 지진파 전파 속도 및 이방성: 섭입대에서의 
지진파 전파 특성에 대한 의의
박 용*, 정해명

09:15-09:30 Fluid-fluxed partial melting of the Buncheon granitic gneiss in the 
Yeongnam Massif, Korea: Protracted (ca. 1.86–1.84 Ga) reworking of the 
Paleoproterozoic Korean arc 
Yuyoung Lee*, Moonsup Cho, Jeongmin Kim 

09:30-09:45 제주도 현무암류의 Nd-Hf 동위원소로 유추한 부화 맨틀의 성인 고찰
김지인*, 최성희

09:45-10:00 고분화 화강암에서의 Eu 동위원소 분별작용 
이승구*, Tsuyoshi Tanaka

10:00-10:15 P-T-X(CO2) modelling for scapolite bearing mineral assemblages in calc-
silicate in the north-western Gyeonggi Massif
Jeongmin Lee*, Hyeongsoo Kim

10:15-10:30 휴식

좌장: 이유영

10:30-10:45 시추공 정보를 이용한 KURT 주변 지역의 삼차원 지질 모델 구축
박재용*, 정수림, 정두희, 최지민

10:45-11:00 The fluid-induced metasomatic garnet decomposition of amphibolite in the 
Odaesan Gneiss Complex, northeastern Gyeonggi Massif
Byeongjun Park*, Hyeongsoo Kim

11:00-11:15 태백산분지 쇼쇼나이트질-고포타슘 칼크알칼리 계열 어평화강암체의 성인과 전기  
백악기 한반도 화성활동에 대한 고찰
임성환*, 박정우, 김지혁, 최선규, 이미정

11:15-11:30 트라이아스기 영남육괴 연화 황반암의 성인 및 기원 암석권 맨틀의 특성
김지혁*, 박정우, 이미정, 임성환, 오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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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11:45 무등산 화산암의 산소동위원소 지화학
이현우*, 김동환, 박창근, 김화영, 강필모, 성동훈, 이용문 

11:45-12:00 The study on the igneous and metamorphic activities fromPrecambrian to 
Triassic in the Yongduri area, located in the central part of Gyeonggi Massif 
in the Korean Peninsula
Yong Heon Kim*, Chang Whan Oh

12:00-12:15 Zircon U-Pb and Lu-Hf ages of the Jurassic granites, Southwest Japan: A key 
for the tectonic correl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Kenta Kawaguchi*, Chang Whan Oh, Masaya Furusho, Satoshi Shibata 

12:15-13:30 중식

광물학 

좌장: 권기덕

13:30-13:45 Hydration and Dehydration Breakdown of Pyrophyllite in the Subducting 
Sediments
Yoonah Bang*, Huijeong Hwang, Hanns-Peter Liermann, Tae-Yeol Jeon, DuckYoung Kim,  
Yu He, Yongjae Lee 

13:45-14:00 납 및 아연 함량에 따른 비정질 규산염의 원자구조 변화 연구: 원소 분배 특성에 대한 
적용
이서영*, 이성근

14:00-14:15 Probing local atomic configurations around hydrogen in kaolinite, gibbsite, 
and bayerite: A high-resolution 1H fast magic-angle spinning NMR study
Hyo-Im Kim*, Sung Keun Lee 

14:15-14:30 나노플라스틱의 표면흡착 기작 연구
명현아*, 김주혁, 권기덕 

14:30-14:45 머신러닝을 활용한 울릉분지 가스 하이드레이트 퇴적물의 광물 정량분석 
박선영*, 이경북, 손병국, 최지영, 진홍근

14:45-15:00 상대습도가 인공 단층비지의 함수량에 미치는 영향 예비 연구 
오솔비*, 김영석, 이주현, 김현나 

15:00-15:15 행성내부 구성물질의 원자핵 스핀간의 상호관계 규명
이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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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16:00 포스터 발표

16:00-17:30 대한지질학회 제76차 정기총회

특별강연 II (정진아 교수)

17:30-18:30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IGC 2024) 준비 진행사항 보고

기타 시상, 경품추첨 및 폐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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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지질학 제3발표장

좌장: 신승원

09:10-09:30 제주도 물장오리 오름 퇴적물을 이용한 홀로세 동안의 고기후 연구
조아라*, 임재수, 김영은 

09:30-09:50 백룡동굴 종유관의 연간 성장 특성과 조절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연구결과
김상윤*, 조경남

09:50-10:10 K-장석 pIRIR225 신호를 이용한 제4기 퇴적층 연대측정 신뢰도 고찰: 신호 초기화를  
중심으로
김석진*, 최정헌, 임현수

10:10-10:30 휴식

좌장: 전창표

10:30-10:50 낙동강 범람 퇴적물 입도분포 특성
한 민*, 양동윤, 임재수, 남욱현

10:50-11:10 Hydroclimatic extreme events in the middle reach of the Nakdong River, 
South Korea, during the middle to late Holocene 
Jaesoo Lim*, In-Kwon Um, Sangheon Yi 

11:10-11:30 경남 합천 가호 퇴적물에 기록된 홀로세 여름 극한 수문기후 변화 연구 
박수정*, 임재수, 임현수 

11:30-11:50 합천지역 적중-초계분지에서 발견된 Kb-Ks 화산재
신승원*, 임현수, 남욱현, 이진영, 홍세선

12:00-13:30 중식

좌장: 한 민

13:30-13:50 Magnetic property investigations of a Holocene sediment core from the 
Yeongsan Estuary (the southwestern coast of South Korea)
Hyeon-Seon Ahn*, Jaesoo Lim

13:50-14:10 홀로세 동안의 해수면 상승률 감소에따른 연안 퇴적 시스템의 변화: 한반도 서해안 대
조차 고창 연안
윤현호*, 양우헌, 전승수, Alexander R. Simms, 김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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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14:30 한반도 남부의 화분-기후 관계와 화분 기반의 홀로세 중기 정량적 고기후 복원
이재영*, 이상헌, 전창표, 김용미, 이은미, 김동욱

14:30-14:50 CNFT: a tool for identifying climatic niche of fossil taxa 
Chang-Pyo Jun*, Sangheon Yi 

14:50-15:10 한반도 후기 플라이스토세 퇴적층에서 관찰되는 fish burrow에 관한 연구
신승원*, 김진철, 하수진, 박승철, 정대교, 채용운, 김용준, 김우락, 이진영, 남욱현, 임현수 

15:10-15:30 국내외 제4기 지질도 제작 사례
김진철

15:30-16:00 포스터 발표

16:00-17:30 대한지질학회 제76차 정기총회

특별강연 II (정진아 교수)

17:30-18:30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IGC 2024) 준비 진행사항 보고

기타 시상, 경품추첨 및 폐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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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지질학 및 지체구조학 제4발표장

좌장: 박문재

09:00-09:15 Twinning induced reduction of seismic anisotropy in lawsonite blueschist
Seungsoon Choi*, Olivier Fabbri, Gültekin Topuz, Aral I. Okay, Haemyeong Jung 

09:15-09:30 변형 크기에 의한 녹니석의 격자선호방향 변화가 지진파 이방성에 미치는 영향
김도현*, 정해명, 이정진 

09:30-09:45 군산 금성리층 천매암의 변형 미구조에 대한 연구: 지진파 비등방성에 대한 함의   
한석영*, 정해명

09:45-10:00 가평 지역의 각섬암에서 관찰되는 변형 미구조와 지진파 비등방성에 대한 연구
김준하*, 정해명 

10:00-10:15 경녹니석의 변형구조와 이것이 섭입대의 지진파 비등방성에 미치는 영향
이정진*, Mainak Mookherjee, 김태환, 정해명, Reiner Klemd 

10:15-10:30 휴식

좌장: 김창민

10:30-10:45 양산단층의 단층대 발달양상과 진화 : 동향전단과 반향전단
류충렬*, 한기환, 황인걸, 천영범, 강지훈, 김창민

10:45-11:00 변형집중화와 화강암체 지진발생: 예천전단대의 예
김재훈*, 이진한 

11:00-11:15 금왕단층 주슬립대의 동적 약화작용과 강화작용: 지진재발과 단층대 두께에 미치는 영향 
박초원*, 김재훈, 이진한

11:15-11:30 한반도 내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의 시간적 활동 형태
김만재*, 이희권

11:30-11:45 활성단층(제4기 단층)의 최후기 운동시기 제한 
원효정*, 최정헌, 이희권

11:45-12:00 활성단층으로부터의 안전거리 결정과 규제: 해외사례의 고찰을 바탕으로 한 제언
홍예지*, 김영석

12:00-13:30 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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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김민철

13:30-13:45 한반도 남동부 밀도 이상체에 의한 국지적 압축 응력이 단층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소병달*, 김현섭, 김민수, 최한진

13:45-14:00 습곡-충상단층대 진화 모형에서 기반암의 탄성계수에 따른 구조 양상 :  
2차원 이산요소법을 이용하여
안수정*, 소병달

14:00-14:15 해양-대륙 지각 주변부의 열개 현상에서 나타나는 맨틀 흐름과 동시성 열개의 연관성 : 
3차원 수치 모형 연구
장민석*, 김영균, 소병달

14:15-14:30 지하처분연구시설(KURT) 부지의 지질구조와 변형사 
최호석*, 소진현, 김종찬, 정수림, 김영석

14:30-14:45 Structural controls on the Amgififa VMS (Volcanogenic Massive Sulfides) 
deposit in the southwestern part of the Haya terrain, Arabian Nubian Shield, 
Sudan 
Mohammed S.M. Adam*, Khalid A. Babikir, Jose F.H. Orellana, Young-Seog Kim 

15:30-16:00 포스터 발표

16:00-17:30 대한지질학회 제76차 정기총회

특별강연 II (정진아 교수)

17:30-18:30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IGC 2024) 준비 진행사항 보고

기타 시상, 경품추첨 및 폐회식

10. 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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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물리학 및 물리탐사 제5발표장

좌장: 이상준

09:00-09:15 해석적불확실성과 논리수목 
노명현*, 양준모

09:15-09:30 계기 관측 기반 실시간 지진해일 검출시스템 구축 
유설한*, 조태환, 박종숙, 조창범, 박순천

09:30-09:45 해수면 지문과 지역적 해수면 변화 
전태환*, 서기원, 김예은, 오현경 

09:45-10:00 Secular polar motion observed by GRACE
Ki-Weon Seo*, Jae-Seung Kim, Kookhyoun Youm, Jianli Chen, Clark Wilson

10:00-10:15 High-resolution magnetic investigation of hydrothermal circulation in the 
Danakil Depression
Hanjin Choe*, Daniel Mege, Jerome Dyment  

10:15-10:30 휴식

좌장: 김성룡

10:30-10:45 Lithospheric structure of the East Sea from a joint inversion of waveform 
fits and ambient noise dispersion
Michael Witek*, Sung-Joon Chang 

10:45-11:00 MEMS 가속도 센서 자료를 이용한 지진 분석과 관측망 확대 효과

박은아, 안재광*, 황의홍, 김정규 

11:00-11:15 Tsunami waveform inversion using ocean bottom pressure data for the 
2003 Tokachi-Oki earthquake
SatByul Kim*, Tatsuhiko Saito, Tatsuya Kubota, Sung-Joon Chang 

11:15-11:30 다양한 점탄성 구조가 지진 후 변형에 미치는 영향: 한반도 및 동해 하부 구조와 강도에 
관한 함의 
김현섭*, 소병달 

11:30-11:45 한반도의 지진 재해 분석 및 지진위험지도 갱신 
박성준*, 홍태경, 나규병 

12:00-13:30 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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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소병달

13:30-13:45 Earthquake source properties and epicentral relocation with Lg-wave cross 
correlation of 2021 ML 4.6 Gunsan basin earthquake in Yellow Sea, South 
Korea
Jun Yong Park*, YoungHee Kim, Won Young Kim, Xuzhang Shen 

13:45-14:00 중대형 선행 지진에 의한 응력 환경 변화에 따른 지진 유발 효과 
이준형*, 홍태경

14:00-14:15 GAN을 활용한 지진 시나리오 생성 연구
김병학*, 안재광, 황의홍 

14:15-14:30 초대형 지진에 의한 초장주기 지반 운동의 위험성
홍태경*, 김일구, 박성준, 길동우 

14:30-14:45 지진학 어디까지 해봤니?- 지진학을 이용한 경제성장률 예측
홍태경*, 이정인, 이기하, 이준형, 박성준 

14:45-15:00 한반도 지진파 자료를 사용한 동아시아 하부 상부 맨틀 전이대 3차원 속도 구조 영상화
송정훈*, 김성룡, 이준기 

15:00-15:15 실시간 자료를 활용한 인프라사운드 자동 분석 시스템 구축 연구
민경민*, 우남철 

15:30-16:00 포스터 발표

16:00-17:30 대한지질학회 제76차 정기총회

특별강연 II (정진아 교수)

17:30-18:30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IGC 2024) 준비 진행사항 보고

기타 시상, 경품추첨 및 폐회식

10. 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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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지질학 및 지하수학 제6발표장

좌장: 석희준

09:00-09:15 품격있는 농어촌지하수 가치 창출 연구
이병선*, 서상진, 이규상

09:15-09:30 제주도 화산대수층에서 화산활동 휴지기에 형성된 저투수성 지층의 역할
안웅산*, 고동찬, 허중혁, 조병욱, 김태희, 염병우

09:30-09:45 Resolving environment-microbe feedback: Coupling pore-scale reactive 
transport and genome-enabled microbial metabolism
Heewon Jung*, Christof Meile 

09:45-10:00 기상자료를 활용한 증발산량 추정 및 사례조사 연구
권은혜*, 박경우, 박병학

10:00-10:15 다중채널 이미지 분석법을 활용한 형광 추적자의 확산 농도분포 추정
김창민*, 허준용, 양민준 

10:15-10:30 휴식

좌장: 양민준

10:30-10:45 최대 주입을 위한 인공함양정의 배치 방안
최명락*, 장준환, 박황성, 김사윤, 김규범 

10:45-11:00 Controls on Periodicity of CO2-Driven Cold-water Geyser: Tenmile Geyser in 
Utah
Jize Piao*, Weon Shik Han, Kue-Young Kim, Eungyu Park 

11:00-11:15 조건부 생성 모델을 이용한 지하수위 패턴 기반 대수층 수리특성 예측 모델 성능 향상 
기술 개발 
정지호*, 정진아, 이형목 

11:15-11:30 Evaluating the heterogeneity and petrophysical properties of conglomerate 
using X-ray CT image analysis at multiresolution
Gidon Han*, Weon Shik Han, Kue-Young Kim, Eungyu Park  

12:00-13:30 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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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공학 및 응용지질학 / 지질정보학(GIS 및 원격탐사) 

좌장: 조용찬

13:30-13:45 양산단층 최남단의 지표파열 흔적과 결정론적 지진재해평가: 부산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임현지*, 하상민, 류충렬, 이태호, 손 문

13:45-14:00 한국의 대심도 터널 지질 위험인자
임명혁*, 김학준, 이하나, 이용천 

14:00-14:15 심층처분연구시설을 대상으로 한 암반 역학적 부지 평가 모델 구축 기법 논의  
최채순*, 박경우, 지성훈 

14:15-14:30 Hydromechanical Seismicity Rate Model for Induced Microearthquakes in 
the Karapiti Reinjection Field, New Zealand
Jongchan Kim*, Young-Seog Kim, Rosalind Archer 

14:30-14:45 Hydraulic permeability and specific storage measurements of tight rock types
Insun Song*, Yuna Lee

14:45-15:00 Interferometric SAR observation of the 2021 Mount Nyiragongo Eruption In 
Congo using Sentinel-1 data
Arip Syaripudin Nur*, Muhammad Fulki Fadhillah, Suci Ramayanti, Chang-Wook Lee

15:00-15:15 Surface Deformation Analysis using a Novel Application of Improved 
Combined Scatterers Interferometry with Optimized Point Scatterers 
(ICOPS) 
Muhammad Fulki Fadhillah*, Wahyu Luqmanul Hakim, Suci Ramayanti, Chang-Wook Lee 

15:30-16:00 포스터 발표

16:00-17:30 대한지질학회 제76차 정기총회

특별강연 II (정진아 교수)

17:30-18:30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IGC 2024) 준비 진행사항 보고

기타 시상, 경품추첨 및 폐회식

10. 28.목

2021. 10. 26.화 - 28.목     47



지질유산 제7발표장

좌장: 임현수

09:00-09:15 경상지역 제철유적 산지추정을 위한 암석기재학 및 지화학 연구
조재국*, 김서진, 곽병문, 신동복, 염경훈, 유병용, 임진아, 임헌경 

09:15-09:30 울산 지질유산의 가치평가: 국가지질공원 인증 가능성
하수진*, 채용운, 강희철, 임현수 

09:30-09:45 철원-평강 용암대지를 중심으로한 유네스코 초국경 세계지질공원 
길영우*, 전호성, 우경식, 이한영, 박정호, 최동원 

09:45-10:30 휴식

12:00-13:30 중식

15:30-16:00 포스터 발표

16:00-17:30 대한지질학회 제76차 정기총회

특별강연 II (정진아 교수)

17:30-18:30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IGC 2024) 준비 진행사항 보고

기타 시상, 경품추첨 및 폐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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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발표
10. 26.화- 28.목



10. 26.화 - 28.목
좌장: 류종식

고기후·고해양학

P001 물안정동위원소를 활용한 시베리아 얼음쐐기 자료 해석
김민지*, 정혜정, 이정훈

고생물학

P002 전남 압해도 백악기 달리도층에서 산출된 이매패류의 분류 및 생층서학적 연구
이동윤*, 최병도, 김치우, 정종윤, 허 민

P003 First troodontid specimen (Dinosauria: Theropoda) from the Upper Cretaceous 
Baruungoyot Formation of Mongolia
Sungjin Lee*, Yuong-Nam Lee, Jin-Young Park, Su-Hwan Kim, Zorigt Badamkhatan,  
Damdinsuren Idersaikhan, Khishigjav Tsogtbaatar

P004 The first comprehensive study of fossil fishes, Osteoglossomorpha (Actinopterygii: 
Teleostei) from the Upper Cretaceous Nemegt Formation of Mongolia and 
implication for their paleobiology and paleobiogeography 
Su-Hwan Kim*, Yuong-Nam Lee, Jin-Young Park, Sungjin Lee, Dale A. Winkler, Louis L. Jacobs,  
Rinchen Barsbold

P005 통계적 접근을 통한 익룡 발자국화석의 생흔분류학적 기준 및 생태학적 해석
정종윤*, 이동윤, 허 민

P006 경상북도 의성군 제오리와 만천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의 산출 양상 재고찰
하연철*, 이정현, 정성혁, 조권래, 김경수

P007 Microbial carbonate-coated grains in the Jinju Formation (Lower Cretaceous), 
Korea: a preliminary result
Seunghoon Lee*, Jeong-Hyun Lee

광물학

P008 Distribution of Magnetic Coercivity in Rocks and Soils
Raegyung Ha, Yongjae Yu* 

P009 Structure of Bloch Walls and Néel Walls in Magnetite
Yoo Kyoung Yee, Yongjae 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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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0 Low Inclination of Depositional Remanence in Sediments
Ji-In Jung, Yongjae Yu* 

P011 Self Demagnetization of Cylindrical Magnetite Rods
Hyun-Jung Noh, Yongjae Yu* 

P012 하와이 화산암을 이용한 고지자기 강도 획득 향상 시도 
정두희*, 유용재, 박경우

P013 고압 환경에서 붕소를 함유한 함수 유문암질 용융체의 물에 의한 원자 구조 변화: 지구 내부 붕
소 동위 원소 조성에 관한 고찰
이아침*, 이성근

P014 무산소 환경에서의 원주화강암에 대한 세슘 수착 특성 연구  
조수빈*, 권기덕, 현성필

P015 머신러닝기반 동해  가스하이드레이트 부존층 XRD 실험자료 분석
진홍근*, 이경북, 박선영, 손병국, 김현나

P016 비정질 홍석류석과 비정질 모델 현무암의 저온 압축에 의한 원자 구조 변화 연구: 섭입하는 해
양지각으로의 적용 
이주호*, 이성근

P017 리독스 액티브 벤토나이트 합성을 위한 논트로나이트 개질 및 인공 합성법 연구
심소정*, 박지현, 한영수

광상학 및 자원지질학

P018 볼음도 반려암의 내부 대상구조와 Fe−Ti oxide 광화작용에 관한 예비 연구  
이지현*, 양석준, 김의준, 신동복, 조성준

P019 경상분지 내 화강암체의 암석지화학적 특성과 황 동위원소에 대한 연구 
염경훈*, 신동복, 유병용, 임헌경, 조재국, 윤종열

P020 젠지고우 및 검덕 연-아연 광상들에서 산출되는 돌로마이트의 산상 및 화학조성
유봉철

P021 태백산광화대 화강암체의 암석지화학적 특성 및 황 안정동위원소 조성
유병용*, 신동복, 염경훈, 임헌경, 조재국, 신현완

P022 팰로우광상 마그네사이트 광체의 발달 특성 연구 
임헌경*, 신동복, 유봉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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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23 브라더스 해저화산 화성암의 백금족원소 지구화학 – 예비연구 결과
황지원*, 박정우, 서정훈

P024 물질수지 분석을 통한 삼척탄전의 CO2 저장 능력 평가
박혜리, 이승윤, 김윤호, 장호창*

구조지질학 및 지체구조학

P025 낙동-상주-옥산동 지역에서 단층 및 단열계의 특성과 진앙분포 선상구조 사이의  
상관관계 고찰
강지훈

P026 남섬석 편암 내부 광물들의 격자선호방향과 지진파 비등방성에의 적용
하윤해*, 정해명

P027 함양 농월정 지역에서 인지되는 연성 및 취성 변형작용
배상열*, 소진현, 김영석

P028 한반도 남동부 횡압축성 신기 지각변형
김남권*, 박승익, 천영범

P029 고흥 지역 백일도 단층 주변 단열계의 발달 특성: 기하, 연결성 그리고 제어 요소
박채은*, 곽유정, 박승익

P030 지형지표를 활용한 조구조지형 연구
정수호

P031 북부 양산단층과 영덕단층의 제4기 단층운동에 대한 예비 연구
한종원*, 이성준, 하상민, 이초희, 성영배, 강희철, 김민철, 길태언, 손 문

빙권과학

P032 Continuous ice stratigraphy corresponding to the last deglaciation at the Larsen 
blue ice area in the Northern Victoria Land, East Antarctica
Giyoon Lee*, Jinho Ahn, Hyeontae Ju, Florian Rittrbusch, Ikumi Oyabu, Songyi Kim, Jangil Moon,  
Christo Buizert, Sambit Ghosh, Kenji Kawamura, Zheng-Tian Lu, Sangbum Hong, Chang Hee Han,  
Soon Do Hur, Wei Jiang, Guo-Min Yang

P033 Study on the formation process of ice wedges and origin of occluded greenhouse 
gas at Zyryanka, Northeastern Siberia
Nayeon Ko*, Hansu Park, Hyejung Jung, Go Iwahana, Alexander Fedorov, Jinho 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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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34 동결 과정 중 철을 포함한 인산염 광물 형성 연구 
정현영*, 김기태

P035 Ultraclean pre-concentration methods to control reliable water quality for polar 
snow and ice research
Seungmi Lee*, HeeJin Hwang, Hyejin Jung, Jung-Ho Kang

P036 동시베리아 얼음 쐐기 내의 광물 희토류 원소 지화학 연구
김소연*, 이현우

P037 Snowpit Record from a Coastal Antarctic Site and its Preservation of Meteorological 
Features
Yalalt Nyamgerel*, Sang-Bum Hong, Yeongcheol Han, Songyi Kim, Jeonghoon Lee, Soon Do Hur

암석학

P038 Geochemical studies on the mantle source lithologies of late Cenozoic alkali basalts 
from Baengnyeong, Pyeongtaek, and Asan in the Korean Peninsula 
Seongyu Kim, Sung Hi Choi*

P039 노르웨이 오하임 각섬석 감람암의 미세구조와 변형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
정세진*, 정해명

P040 Geochemistry of late Paleoproterozoic (~1.7 Ga) granitic gneisses and anatectic 
granites at Garorim Bay, southwestern Gyeonggi massif 
Ji-In Kim*, Sung Hi Choi

P041 Crystal preferred orientation and seismic property of minerals in retrograded 
eclogites from Xitieshan, NW China, and implications for seismic reflectance of 
rock contact boundaries in the subduction zone
Jaeseok Lee*, Haemyeong Jung

P042 Relationships between deformation microstructures and petrogenesis of upper 
mantle xenoliths beneath the Baekdusan volcano
Munjae Park*, Youngwoo Kil, Haemyeong Jung 

P043 연구용 시추공과 KURT를 활용한 암상 분포 예비 연구
최지민*, 정수림, 정두희, 박재용, 김영석

P044 The petrology of a gabbroic inclusion from Dokdo Island
Jongkyu Park*, Yun-Deuk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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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질학(자원정책 등)

P045 배터리용 주요금속(Li, Co, Ni) 및 희토류 시장 현황 분석
이현복

P046 CCS 도입의 산업 및 재정 유발효과 추정연구
김지환

P047 산업생산 비용의 유가변화효과 추정 연구
김지환

P048 국외 석재산업 동향 조사
채광석*, 이영근, 구남인, 윤호중, 임종환

P049 표층처분시설의 장기 성능 검증을 위한 가상물리시스템 기반 모니터링시스템 개발
정문식*, 이종화, 안준영, 전성천 

제4기지질학

P050 경상북도 봉화군 너뱅이굴의 동굴지질학적 특징 및 형성과정
민준홍*, 조경남

P051 경기도 포천시-연천시 일대 영평천 하류에 발달한 하안단구 퇴적층의 연대측정
김채은*, 이희권

P052 몽골 남동부 Bayan Tohom Gobi 지역 호수 퇴적물 분석에 의한 후기프라이스트세 이후의  
고수문환경 변화
강수민*, Tanaka Yukiya, 배경민, Altansukh Ochir

P053 남극 북빅토리아랜드 테라노바만 지역 토양의 지화학적 특징
권지은*, 김옥선, 홍순규, 임현수 

P054 강원도 홍천군 홍천강 일대에 발달한 하안단구 퇴적층의 연대측정
박종범*, 이희권 

Withdr
aw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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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물리학 및 물리탐사

P055 부분 파형 역산을 사용한 사우디 아라비아 S파 속도 및 이방성 연구
김성원*, Michael Witek, 장성준, P. Martin Mai, Hani Zahran

P056 The lateral travel of mantle plume: a case study of Canary Plume with an insight 
gained from seismic anisotropy
Hwaju Lee*, YoungHee Kim, Maximilano Bezada

P057 Observation of repeating microearthquake cluster near Gwangyang city,  
South Korea
Min-Seong Seo*, YoungHee Kim, Won-Young Kim

P058 육상지진계와 해저지진계를 사용한 하기비스 태풍의 맥동 특징 분석
고지원*, 김태신, 박지훈, 오세영, 장성준, 김기영, 이상묵, 김영희, Hisashi Utada, Hitoshi Kawakatsu,  
Hajime Shiobara, Takehi Isse, Nozomu Takeuchi

P059 배경잡음 토모그래피를 이용한 OLDEST-1 Pacific Array 지역의 S파 속도 구조 연구
김태신*, 장성준, 이상묵, 김영희, Hisashi Utada, Hitoshi Kawakatsu, Hajime Shiobara, Takehi Isse,  
Nozomu Takeuchi

P060 현장실험을 통한 시추공 자료의 보정 기법 연구
임도윤*, 조성흠, 안재광, 황의홍

P061 서태평양에 설치된 OLDEST-1 Pacific Array 해저지진계의 배경잡음 특성 
박지훈*, 김태신, 오세영, 고지원, 장성준, 이상묵, 김영희, Hisashi Utada, Hitoshi Kawakatsu,  
Hajime Shiobara, Takehi Isse, Nozomu Takeuchi

P062 Back-projection imaging of small earthquake ruptures using the data from 
Gyeongju High-Density Broadband Seismic Network
Sangwoo Han*, YoungHee Kim

P063 수치모의를 활용한 한반도에서의 해저지형효과에 의한 지진해일 영향 분석
조태환*, 유설한, 박종숙, 조창범, 박순천 

P064 기상청 지진관측소 관측환경별 표준 배경잡음 모델 개발
임정아*, 윤원영, 서동일 

P065 기상청 지진조기경보 규모 분석 정확도 개선 연구
박혜진*, 조은영, 서동일 

P066 한반도 지진관측망 편향 지진 위치 재분석
채경돈*, 박순천, 박종숙, 조창범, 최미경, 강태섭 

P067 한반도 남부 지역 레일리파 위상 속도 토모그래피
권조아*, 유현재, 강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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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68 백령도 연속 지진 진원 재결정
최미경*, 박종숙, 조창범, 박순천 

P069 논리수목 가지치기를 통한 입력자료 최적화 방안 검토
정수호, 이현미*, 이경수, 임정묵, 권헌우 

P070 동태평양 KODOS14-2 해역의 심해퇴적물에 대한 자기적 특성 연구 
박지혜*, 박용희, 김원년

P071 벌칙 기법이 적용된 비압축성 맨틀 흐름에서의 압력 재구성 방법 비교 연구
박상진*, 소병달

P072 경주지진관측망의 배경잡음 분석
민기훈*, 신동훈, 김민욱, 최호선 

P073 경주지진관측망의 배경잡음 수준을 고려한 지진관측능력 분석 
민기훈*, 신동훈, 최호선, 노명현

P074 심층학습을 이용한 P파 초동 극성 결정 기술 개발
변아현*, 신동훈 

P075 인공지능 기반 지진파 위상 발췌 기술 개발
김성진*, 변아현, 신동훈 

P076 확률론적 지진재해도 분석을 위한 단층지진원의 지진발생율 산정
박제찬*, 유현재, 한신애, 서경한, 이상선

P077 기계학습과 특징증대를 이용한 지진 카탈로그부터 지진 전조현상 요소 인식
장진수*, 소병달

P078 HVSR 방법을 이용한 지표 하부 지질구조 영상화
권기백*, 안병석, 허다빈, 강태섭, 임호빈, 한재승, 김영희, 이준기, 김광희, 이진한

P079 포항 지열발전소 부지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들의 베이지안 전 성분 모멘트텐서 결정
이지연*, Marija Mustać, 이상준, 김성룡 

P080 GPR탐사를 통한 새만금 방조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서상진*, 용환호, 이규상

P081 유한 요소 소프트웨어, FEniCS를 사용한 열수 순환 벤치 마크 연구:  
섭입 전 해구방향으로의 자화 감소
금재윤*, 최한진, 소병달

P082 Pn, Sn 주시 토모그래피로부터 추정된 한반도차원 최상부 맨틀의 속도구조에 대한 연구
김민경*, 송정훈, 이상준, 김성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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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83 KIGAM 지진관측자료 웹 공유 시범서비스 계획
조형익*, 이문교, 김영채, 김인호, 제일영 

지구화학

P084 수영강 수계 내 용존 물질에 대한 수리지화학적 연구
김정훈*, 이지영, 류종식

P085 한반도 하부 고생대 퇴적암에서의 리튬과 붕소 분리 및 동위원소 분석법 개발
정제나*, 이승수, 방선화, 허영숙 

P086 남극 스코샤 해 해양퇴적물 코어 및 공극수의 지화학적 특징 
이지영*, 류종식, 박호진, 김지훈, 김길영

P087 희토류 원소를 이용한 북경 및 광주의 미세먼지 특성 비교
정 석*, 이지영, 장혜정, 류종식

P088 LA-MC-ICPMS를 이용한 탄산염광물의 Sr 동위원소 분석과 reference materials 개발
정연중*, 김 하, 박채원, 김효진, 송윤구, 한기운, 정원석

P089 Development of biofilm on the fractured rock under oligotrophic environment :  
a experimental study using in-situ reactor 
Kanghyun Park*, Kue-Young Kim, Man Jae Kwon

P090 분광학적 분석을 통한 혐기환경 하의 FeS의 pH조건에 따른 As(V)/Sb(V) 반응 연구
이무열*, 한영수

P091 농촌 하천변 지하수의 다양한 산화-환원 상태에 따른 영양염류 저감 특성 
권홍일, 고동찬*, 서효식, 김용철 

P092 음성 분지 일대 지하수의 물-암석 반응에 따른 수리지구화학적 특성 평가
오종현*, 고동찬, 조병욱, 염병우, 김성원, 유용재

지질공학 및 응용지질학

P093 Topographic model 과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활용한 토심추정기법 연구
황인탁*, 박혁진, 박소정, 김만일, 곽재환

P094 유한요소 소프트웨어 PyLith와 COMSOL Multiphysics®를 이용한 암석권의  
전단열 수치 모사
김나원*, 김현섭, 소병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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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95 지하수 오염원에 지중확산제어시설 적용을 위한 최적 부지 평가
장현우*, 윤병용, 신선호, 차용훈, 김정우, 천정용, 이명재

지질유산

P096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오빌리지 후보 마을 가치평가
안선영*, 이유리, 차범근, 정종윤, 우 연, 조혜민, 홍민선, 김민국, 허 민

P097 국가지질공원 인증 현황 및 공원별 특징
최종문*, 김수민, 류완상 

P098 자연유산 기록화 사업을 통한 보존·관리·활용(문화재청 사례를 중심으로)
정승호*, 김태형, 유영완, 김재환

지질정보학(GIS 및 원격탐사)

P099 GNSS를 활용한 동일본대지진 전후 한반도 지각운동
김희언*, 이근희, 이하성, 박순천 

P100 로지스틱 회귀와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상주 지역 산사태 취약성 분석
이아연*, 김형래, 박혁진, 김순태

P101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이용한 제주도에서의 해저 용천수 연구
최준혁*, 박 욱, 원중선 

P102 토양 수리학적 특성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강수량 데이터 기반 실시간 사면 안전성  
추정 기법 개발
박희정*, 김유한, 정진아, 조천형, 권미진, 전성천 

P103 디지털 시추코어 이미지로부터 정밀 암상 분류를 위한 컨볼루션 오토인코더의 활용
박재성*, 정진아, 이소연 

P104 인공위성 SAR 영상을 이용한 필리핀 Taal 화산의 지표변형 관측
서희정*, 김희언, 이하성, 이근희, 박순천

P105 ZigBee 기반 IoT 기술을 이용한 진동 데이터 취득 기술 개발 
이우혁*, 김호진, 이충현, 김성민With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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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서·퇴적학 및 석유지질학

P106 쇄설성 저어콘 지질연대학에서 다차원 척도분석법(MDS)의 효과적 적용: 경상분지 밀양 
소분지 남부 지역 사례연구
채용운*, 최태진, 김정빈, 김경수, 하수진, 임현수

P107 경남 하동군 양포리 해안의 하산동층에 발달한 호성퇴적층: 산상, 고환경 및 층서
백인성*, 김현주, 김영석

P108 Analysis of Geopotential Field Data to Forecast Prospective Hydrocarbon 
Reservoirs by Artificial Intelligence
Zahra Ashena, Hojjat Kabirzadeh, Xin Wang, Sun Il Kwon, Youngsoo Lee, Mohammed Ali,  
Jeong Woo Kim* 

P109 부산 기장군 신평리 해안에 분포하는 백악기 이천리층의 산상과 고환경에 대한 예비연구
김현주*, 백인성, 박정규, 정은경, 김경식, 백승균, 서영교, 김영석, 이호일

P110 자생적 유로 변화와 자연 제방 형성 과정의 연관성: 유로 이동 빈도와 유형 평가에 대한  
지형학적 분석
한정연*, 김원석

P111 삼각주 지형 형성 프로세스에 미치는 삼각주 전삼각주의 영향: 수치모델과 수조실험
김민식*, 김원석

P112 하부 오르도비스계 영월층군 문곡층의 연질퇴적 변형구조: 예비 연구
김준기*, 홍종선

P113 남중국 캄브리아계 제2통 선유동층의 Girvanella  크러스트 바운드암: 미생물 구조 발달에  
대한 제한인자
김대철*, 홍종선

P114 남중국 캄브리아계 제2통 선유동층의 미생물-고배류 생물초의 발달: 규산질 쇄설성 퇴적물  
유입의 영향
김다영*, 홍종선

P115 남중국 상부 오르도비스기 시아젠층에서 나타나는 각기둥 균열 구조
한혜민*, 이정현, 박진오

P116 Tectono-sedimentary development of early synrift subbasins formed in the north-
central Pohang Basin (Miocene), SE Korea
Jino Park*, Jeong-Hyun Lee, Jongsun Hong

P117 태백산분지 세송층 상부 사암의 퇴적상분석
김소정*, 우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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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18 조선누층군 용탄층군 내 정선층에 대한 새로운 층서 체계 제안
권유진*, 권이균

P119 쇄설성 저어콘 U-Pb 연대를 이용한 백악기 구례분지의 퇴적 시기와 기원지 해석
김유희*, 채용운, 최태진, 임현수

P120 석병산지구 태백산분지 조선누층군 원평층의 퇴적학적 연구
박세화*, 권이균, 원경식

P121 캐나다 몬트니 셰일플레이의 시추완결인자와 셰일가스 누적 생산량 간의 상관관계분석
허승원*, 이경북, 김하영, 이태엽, 장상엽, 백문석

해양지질학

P122 스발바르 피오르드 표층 퇴적물의 유기물 기원 및 특성 연구
김다해*, 김정현, 손영주, 배민지, 남승일 

P123 울릉분지 이상압력대의 분포와 원인
임용수*, 우희정, 최인영, 한승록, 김민준 

P124 이산화탄소 지중저장(CCS) 후보지 평가를 위한 단층 재활성 가능성 분석
한승록*, 김민준, 장찬동, 임용수, 최인영, 우희정 

P125 CO2 지중저장을 위한 동해 울릉분지 천부대수층 정적모델링 결과 개선
최인영*, 이제현, 우희정, 임용수, 김민준, 한승록 

P126 배호 분지의 좌굴 구조에 대한 암석권 강도의 영향: 울릉 분지와 한반도 남동부에 대한 시사점
도석현*, 소병달, 김영균, 김기범 

P127 울릉분지 남서부 대륙붕에 분포하는 탄산염 마운드의 세 가지 형성 가설 
김태연*, 권이균, 공기수 

환경지질학 및 지하수학

P128 고추 및 생강의 안정동위원소 조성분석에 대한 예비연구
송형석, 조희제*, 조인순

P129 Application of multi-objective genetic algorithm to suggest optimal pump-and-
treat design for groundwater remediation
Suh-Ho Lee*, In-Woo Park, Seong-Sun Lee, Kang-K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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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30 제주도 용천수의 용출량 및 수질의 분포 특성 평가
김미진*, 고은희, 송병찬, 강봉래, 박원배

P131 제주도 농업용수 관리 일원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방안
엄재연*, 김진호, 송성호

P132 Potential of noble gas tracers to characterize the DNAPL contamination in 
fractured aquifer systems: results from a push-drift-pull pilot test
Ye Ji Kim*, YeoJin Ju, Ilryoung Cho, Seong-Sun Lee, Seung-Wook Ha, Won-Tak Joun, Kang-Kun Lee

P133 능암소유역내 탄산지하수와 비탄산지하수의 수리화학적 특성과 지하수 산출에 대한  
지구화학적 과정 제안
최한나*, 고경석, 고동찬

P134 농업지역에서의 토지이용 및 강수량 변화가 토양수분 함량에 미치는 영향
이성빈*, 이진용, Rogers Wainkwa Chia,  박상욱, 김영인

P135 국내 추적자 시험의 고찰 및 전망에 대한 예비 연구
박상욱*, 이진용

P136 The impact of variable plastic mulch color on soil moisture, soil microclimate, and 
weed growth control: A review
Rogers Wainkwa Chia*, Jin-Yong Lee, Sungbeen Lee

P137 화강암 기원 토양의 Cs 흡착 및 탈착 특성
이아영*, 박지원, 전철민, 김재곤, 류정호

P138 하남하산곡 국가지하수측정소의 지하수위 하강 원인규명을 위한 한강권역 교차상관분석 연구
김대희*, 박재현, 안경환, 유정아, 김병우, 김양아, 박경미

P139 농업관행으로 인한 카르스트 대수층의 미세플라스틱 오염
정은주*, 이진용, 김영인, 박상욱, 장지욱

P140 충적층과 현무암에서의 염수 유입 및 CO2 누출에 따른 지하수 화학 변화 평가
정지수*, 진성욱

P141 영양염류 동시 처리법에 대한 지하수 및 지표수에서의 적용가능성
강지영*, 진성욱

P142 산불 지역 토양지하수 환경 내 세슘의 거동 지연 특성 연구
배효진*, 정성욱, 정진아

P143 국지적 수리특성의 추정을 위한 현장 추적자 시험 해석
고낙열*, 박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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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44 카르스트 지역 지표수와 지하수의 수리화학 및 부유물 특성 연구
장지욱*, 이진용, 김희정, 박상욱

P145 플럭스미터를 활용한 지하수 모니터링 기법에 대한 고찰
이주연*, 박수현, 한경수, 김진수, 양민준

P146 복합 추적 기법을 활용한 암반지하수 오염 평가
이성순*, 전성천, 하승욱, 김예지, 이서호, 이강근

P147 한강과 금강유역 내 강수와 지하수 수위의 시공간적 변동 평가
이재민*, 우남칠, 고경석

P148 단열암반의 수리특성과 단열특성의 통계적 상관관계 분석
이창용*, 박경우, 지성훈, 진성욱

P149 상류 유역에서의 지하수-지표수의 수질 및 수문 상관성 연구
최명락*, 황찬익, 홍택수, 황윤희, 김규범

P150 과거 시계열 특성을 활용한 인공신경망 기반의 지하수 관측지점 선정 방안
황찬익*, 최명락, 황윤희, 김규범, 손영철

P151 농업비점오염원 유래 기저유출 오염물질 식별 및 오염부하량의 정량적 평가
최무진*, 신우진, 김이형

P152 저투수층의 특성에 따른 대수층 내 TCE 오염 지속성 평가
장성간*, 정성우, 양민준

P153 Microplastics in Freshwater: a Critical Review of Sources, Distribution, Potential 
Health Risks, and Management Options
Maimoona Raza*, Jin-Yong Lee

P154 천연광물을 이용한 고결정성 제올라이트의 합성과 중금속 흡착 특성
임우리*, 이창한, 함세영

P155 강원도 양구군 농업 지역 지하수에서의 미세플라스틱 발생과 분포
차지혜*, 이진용, 정은주, 김영인

P156 다양한 입자크기의 PVC 미세플라스틱에서 Cr과 Pb의 흡착특성 비교
하태정*, 박혜민, 양민준

P157 Co-Seismic Groundwater Changes in Korea
Hyun A Lee*, Jonghoon Park, Dongyeop Lee, Jisun Kim, Nam C. Woo

P158 국내 지하수 동위원소 조성의 공간분포
정윤영*, 신우진, 이광식, 고동찬, 고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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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59 Numerical Simulation of Two-Phase Flow for Heterogeneous Conglomerate Rock
Hyunjeong Jeon*, Weon Shik Han, Kue-Young Kim

P160 Application of multiple environmental tracers to understand the N nutrient cycle in 
river-side granitic aquifers
YeoJin Ju*, Dong-Chan Koh, Hong-Il Kwon, Dong-Hun Kim

P161 석탄광산배수슬러지(CMDS)를 이용한 수계 내 세슘 흡착 제거 
탁현지*, 김경태, Ilham Abdul Latief, 한이경, 이민희

P162 지하수역산모델링 기법을 이용한 지하수 오염 위해성 평가 모델 개발
길민경*, 문희선, 이은희

P163 이중층수산화물을 이용한 토양 내 비소 안정화 효율 규명
김선희*, 김경태, 탁현지, 한이경, 이민희

P164 점탄성 물질을 고려한 완전 결합 다공탄성(fully coupled poroelastic)차원 수치모사
장찬희*, 소병달, 김현나

P165 한강권역 국가지하수측정망의 측정자료 분석
박경미*, 박재현, 안경환, 유정아, 김병우, 김양아, 김대희

P166 밭농업 지역 관개용수 수요량 평가 및 수문분석 사례
명우호*, 이병선, 이규상

P167 가뭄 수요대응 관정연계이용을 위한 지하수 최적 배분 연구
이병선*, 명우호, 정찬덕, 이규상

P168 지질시추주상도와 수압시험 자료 해석을 통한 지질/수리지질 통합모델 구축
김민경*, 조호영, 이순재

P169 전주 산업단지 주변 지하수 흐름 모의 및 오염 이동경로 추적
김주희*, 배민서, 이순재

P170 가상적 오염부지에서의 TCE 및 PCE 증기침입 예측
김재현*, 김주희, 배민서, 이순재

P171 PVI2D를 이용한 증기침입 예측 및 매개변수 민감도 분석
김주희*, 김재현, 배민서, 이순재

P172 지하수위변동 과정에서의 불포화대 수분 이동 모델링
곽호연*, 곽은지, 김재현, 이순재

P173 간헐적 양수 처리 기법의 오염 확산 방지 효율 최적화
배민서*, 곽호연, 김주희, 김재현, 이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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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74 증기 침입 해석 알고리즘을 이용한 실내 공기 오염 예측
배민서*, 김재현, 김주희, 이순재

P175 LNAPL 제거를 위한 듀얼펌프 제어장치 개발
이종화*, 안준영, 전성천, 이명재

P176 토양에서 미세플라스틱 종류에 따른 분리 및 정성 분석 
박진희

P177 낙동강 하구 지역의 염수 침투 모사
윤설민, 정재열, 안순모, 함세영* 

P178 우리나라 화강암반 수리전도도 특성 분석
손승효, 석희준*, 한원식, 김유홍

P179 방해석과 아라고나이트를 이용한 인공산성광산배수 중금속 제거 특성
김재민, 송혜원, 정다은, 김영훈, 김정진* 

기후변화에 따른 남극 빙상 용융 물리기작과 미래예측 특

P180 The role of seabed ridges in adjusting basal melt rates near grounding line of Pine 
Island Ice Shelf in Antarctica
Jisung Na*, Won Sang Lee, Kyung Jin

P181 공동 광자 감쇠 분광법을 이용한 해수의 물안정동위원소비 분석법 개발
문장일*, 한영철, 김송이, 장채원, 이정훈, 이원상

P182 Ecological impacts of calving of the Nansen Ice Shelf in Antarctica
Seongseop Park, Jean-Baptiste Thiebot, Jeong-Hoon Kim, Hosung Chung, Won Young Lee* 

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환경 핵종거동 특  

P183 심층처분 안전성평가를 위한 국내외 핵종 수착데이터베이스 개발 현황
이재광*, 최승규, 김낙규, 권장순

P184 미생물 제제의 토양 내 코발트 용출 효율 비교 평가
정다운*, 고명수, 백민훈, 류지훈, 김경웅

P185 지하처분환경 핵종거동 평가를 위한 암석, 지하수, 완충재의 지구화학 특성 조사
김낙규*, 이재광, 정수림, 권은혜, 권장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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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86 KURT 지하수 내 우라늄 화학종 분광 특성
정의창*, 김희경, 조혜륜, 차완식, 백민훈

P187 환원성 지하수 환경에서 우라늄 나노입자와 유기물의 상호작용 연구
차완식*, 윤인학, 조혜진, 조혜륜

P188 처분환경 콜로이드 및 가스의 생성 기원 및 이동 특성 연구 사례
김진석*, 이상호, 이승엽, 권장순

P189 An experimental concept for investigating long-term buffer behaviors considering 
repository conditions
Ja-Young Goo*, Bong-Ju Kim, Ki Jong Jang, Ho Young Jo, Jang-Soon Kwon

P190 A review of recent studies on microbial distribution and activities in deep 
geological disposal environments
Su-Young Park*, Yidan Zhang, Jang-Soon Kwon, Man Jae Kwon

P191 Ca(OH)2 용액과 접촉한 압축 칼슘 벤토나이트의 팽윤압
이지훈*, 조호영

P192 시추공을 활용한 MWCF 지질구조 특성 및 지질구조 연결성 연구
정수림

수도권 및 한반도 중부 지역 지진 및 단층 특성 특  

P193 헬몰츠 토모그래피를 이용한 수도권 지역 상속도 지도 연구
오세영*, 장성준, 이준형, 홍태경

P194 수도권지역 군집형지진의 지진원 요소 분석
이정인*, 홍태경

P195 인공지능 기반 지진 분석 시스템 개발
홍윤택*, 신동훈

P196 템플릿 매칭법을 이용한 수도권 미소지진 검출 
김보현*, 신동훈

원자 구조에서 태양계까지: 행성과학의 현재와 미래 특  

P197 Generation and Distribution of Martian Dust Devils
Seonghyun Kim*, Yongjae 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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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98 Scaling Crater Dimensions: Implications for the Mercury’s Cratering Record
Yu Kyung Shin*, Yongjae Yu

P199 Secular Variation from Multipolar Planetary Dynamo
Yeonji Lee*, Yongjae Yu

P200 Evolution of the Geomagnetic Hexadecapole
Suyeon Heo, Yongjae Yu* 

차세대가속기와 지질환경과학 특  

P201 남극 멜버른 화산의 광물 상동정을 통한 극지 환경에서 화학적 풍화 가능성 연구
이수형, 이현우, 성동훈, 이용문* 

P202 무등산 일대 암석의 광물학적 연구
이현승*, 김표상, 김현수, 성동훈, 이현우, 이용문

P203 Comparative compressional behavior of Zeolite-W with different extra-framework 
cations 
Hyeonsu Kim*, Pyosang Kim, Donghoon Seoung, Yongmoon Lee

P204 압력하에서의 smectite 광물군의 압축률 비교연구
김표상*, 김현수, 이용문, 성동훈

한반도 화산 특성 및 화산 감시 기반기술 연구 특  

P205 제주도 해안지형의 지질학적 분류에 관한 예비적 연구
최윤호*, 고창성, 현범석, 박원배, 박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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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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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부

001 오염지표를 이용한 낙동강 하구와 용호만 표층퇴적물 오염도 평가
강지혜*, 류종식

002 플라스틱 함유 중금속의 환경오염가능성 평가
강경림*, 류종식

003 단양지역 습곡의 특성 및 발달사
소진현*, 김영석

004 춘천시 북산면 추곡리 일대에 분포하는 고철질/초고철질암 및 램프로피어의 산출양상 및  
암석기재학
문인혜*, 박태영, 박영록

005 동시베리아해 비구형 망가니즈단괴의 특징
서충만*, 박무성, 구효진, 조현구

006 CO2 주입에 따른 군산분지 덮개암 안정성 평가를 위한 인공단층비지 제작
이유나*, 백은지, 박주영, 송인선, 김현나

007 아라온 마운드 퇴적물의 기원지와 자생석고의 광물학적 특징
김규리*, 김민주, 구효진, 조현구

008 동 남극 Campbell 빙하 지역의 원형 속도 이상 원인에 관한 연구: 빙저 지형의 기복과  
상 빙하수 배수 영향 평가
백이정*, 임수정, 소병달

009 경상북도 군위군 일대 백악기 경상분지 하양층군 하부의 일직층, 후평동층에 대한 퇴적환경 연구
김다희*, 정대교

010 질산화 박테리아를 이용한 지하수 내 암모니아 제거
김혜원, 신규진, 김도원, 고준석, 진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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