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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10. 27.
화요일

09:00~ 온라인 학술대회 사이트 오픈

특별강연

14:00~16:00 Pleasure of writing things out   Live 이성근 / 서울대학교

16:00~17:00 과학자의 글쓰기   Live 최병관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7:00~18:00 과학을 쿠키처럼이란?   Live 이효종 / 과학쿠키

10. 28.
수요일

특별세션 종합토의  

10:00~11:00 환경 생지구화학 – 미생물, 광물, 동위원소 등 살아있는 지구에서의 물질순환

11:00~12:00 기후변화와 극지환경변화

13:00~14:00 인공신경망과 지질과학

14:00~15:00 고원생대에서 백악기 까지의 한반도 지구조 진화와 한중일 지구조 대비

15:00~16:00 백두산 화산

16:00~17:00 해양지각 및 맨틀의 지구화학, 지구물리, 지구시스템 연구

10. 29.
목요일

특별세션 종합토의  

10:00~11:00 영남지역 대단층계에 대한 육상 및 해양에서의 지진지질학 연구결과 토의

11:00~12:00 원자력 발전 전주기 지질학적 부지 안전성 평가

13:00~14:00 지하수 특성화 인자 DB 구축 및 가시화 현황과 전망

14:00~15:00 지구과학분야 여성과학기술인 연구교류

15:00~17:00 대한지질학회 제75차 정기총회   Live

17:00~18:00 폐회식 및 경품추첨   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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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강연

14:05~15:45  Live

Pleasure of writing things out 
학생회원�및�신진과학자�대상�학술논문�작성법�특강

이성근 교수 / 서울대학교

학생회원 및 학생기자단을 주 대상으로 대학원생 지원프로그램, 취업/창업 및 신진과학자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특별 초청강연을 준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6:00~16:55  Live

과학자의 글쓰기 
학생기자단�및�학생회원�대상�초청강연

최병관 박사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7:00~18:00  Live

과학을 쿠키처럼이란? 
학생기자단�및�학생회원�대상�초청강연

유튜버 이효종 / 과학쿠키

2020. 10. 27.(화), 14:00~18:00
인사말. 최성희 준비위원장
진행 및 사회. 이은지 학생기자단장

2020. 10. 27. 화 - 29. 목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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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후·고해양학�및�제4기지질학�

좌장: 남욱현

1-1 천연기념물 제260호 백룡동굴의 가을철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관측 결과
김상윤*, 조경남 

1-2 Cosmogenic isochron burial ages of Lower Colorado River alluviums: Insights into 
stratigraphy and river evolution 
Yeong Bae Seong*, Ryan Crow, Greg Balco, Dong-Eun Kim, Byong-Yong Yu

1-3 북서태평양 쿠로시오 확장역의 post-LGM (Last Glacial Maximum) pCO2 기록 복원 및  
기후 변화 요인들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고찰
방선화*, 허영숙, 강정옥 

광물학�

좌장: 권기덕

2-1 소듐-버네사이트 양이온 교환반응 기작 연구 
박수정*, 권기덕 

2-2 토도로카이트의 세슘 흡착: 세슘은 도대체 어디에 흡착되는가? 
김한솔*, 권기덕 

2-3 Mineralogy and geochemistry of Asian dust 
Gi Young Jeong 

2-4 아라고나이트의 Mg 안정동위원소 분별기작 
손상보*, 권기덕 

2-5 토도로카이트 터널 양이온 및 물분자 구조 규명
김주혁*, 권기덕 

2-6 칼코파나이트 광물군 탈수 반응에 대한 원자수준의 이해  
한수연*, 권기덕

2-7 Pb, Zn이 포함된 비정질 규산염의 원자구조 변화와 원소 분배 특성  
이서영*, 이성근 

10. 27. 화 - 29. 목 / 구두발표

10     대한지질학회 제75차 정기총회 및 2020 추계지질과학연합학술대회



2-8 고해상도 수소 핵자기공명분광법을 이용한 준결정의 수소 환경 연구  
권진중*, 김효임, 이상화, 김재용, 이성근

2-9 지구 내부 맨틀 마그마 용융체의 중간-길이단위의 구조규명 
이성근

광상학�및�자원지질학�

좌장: 신동복

3-1 Gold mineralization of Phayaung Taung, Patheingyi Township, Mandalay Division, 
Myanmar    
Naing Aung Khant*, Chungwan Lim

3-2 The geochemical reserach of Precambrian metamorphic rocks in the Yeongnam 
massif area, South Korea 
Cheolhong Kim*, Chungwan Lim 

구조지질학�및�지체구조학�

좌장: 천영범

4-1 취성-연성 변형 전이대에서 화강암의 변형과정 
김재훈*, 이진한 

4-2 단층비지의 색을 결정하는 요인들: 인제군 하남리에 발달한 금왕단층의 예 
박초원*, 김재훈, 이진한 

4-3 노르웨이 오하임 지역 각섬석 감람암에서 나타나는 감람석과 각섬석의 연성변형에 대한 연구 
정세진*, 정해명 

4-4 군산 금성리층 천매암의 변형 미구조와 지진파 비등방성에 대한 함의  
한석영*, 정해명 

4-5 각섬암 변형 실험을 통해 발견한 고압 조건 각섬석의 새로운 격자선호방향  
김준하,*, 정해명  

4-6 경주 천군동 지역에 발달하는 암맥의 수동적 관입과 단층재활 특성 
이진현*, 김영석

2020. 10. 27. 화 - 29. 목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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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중기 마이오세 영해분지와 양산단층대 영덕-울진 연장 일원의주요 지질구조 특징과  
지구조적 의미 
김민철*, 이선갑, 강희철, 하상민, 이성준, 한종원, 강혜진, 손 문 

빙권과학�

좌장: 안진호

5-1 Freeze-induced Mn(II) precipitation in solutions containing dissolved carbonates 
Younghoon Won*, Jisu Lee, Giehyeon Lee 

5-2 다양한 동결조건 내 용존 Mn(II) 산화 및 망간산화물 형성 연구 
이지수*, 원영훈, 이기현 

5-3 Sea salt species in firn cores drilled at Styx Glacier, Northern Victoria Land, 
Antarctica, as a proxy for past variability in large-scale atmospheric circulation  
Seokhyun Ro*, Sang-Bum Hong, Yeongcheol Han, Soon Do Hur, Heejin Hwang, Chaewon Chang,  
Jangil Moon, Songyi Kim, Ah-Hyung Lee, Sanghee Lee, Youngkyu Ahn, Sungmin Hong

암석학�

좌장: 길영우

6-1 백령도-평택-아산  지역 신생대 알칼리 현무암의 맨틀 부화물질 특성과 불균질성
김선규*, 최성희

6-2 경기육괴 서남부 가로림만 일대에 분포하는 후기 고원생대(~1.7 Ga) 화강편마암 및 아나텍틱
(anatectic) 화강암의 성인 
김지인*, 최성희

6-3 산소동위원소를 이용한 남극 북빅토리아랜드 플레이아데스 화산암 연구  
김낙규*, 이미정, 이종익, 김지혁

6-4 고압에서 단순전단변형된 남섬석과 녹렴석의 변형미구조 및 격자선호방향에 대한 실험 연구 
박 용*, 정세진, 정해명 

6-5 초고압 활석 편암 내부 광물들의 격자선호방향이 섭입대에서 지진파 P파 비등방성에  
미치는 영향
이정진*, 정해명, Reiner Klemd, Matthew Tarling, Dmitry Konopelko  

6-6 청송 구과상 유문암에 대한 암석학적 연구: 구과의 형성원리 
김우열*, 장윤득 

12     대한지질학회 제75차 정기총회 및 2020 추계지질과학연합학술대회



6-7 경기육괴 북동부 구룡층군에 분포하는 각섬암의 산출상태  
박병준*, 김형수 

6-8 변형정도에 따른 녹니석의 격자선호방향 변화와 지진파 비등방성에의 영향
김도현*, 정해명, 이정진 

6-9 섭입대의 알바이트가 물 순환과 유체의 염기성도에 미치는 영향 
황길찬, 황희정, 방윤아, 최진혁, 박용, 전태열, 채복남, 정해명, 이용재* 

6-10 제주도 현무암과 맨틀 포획암의 헬륨 동위원소와 감람석 반정 지화학 연구       
김동환*, 이현우, 이원희, 김종욱, 오지혜, Finlay M. Stuart 

6-11 P-T conditions of impure marble and calc-silicate layers in the northwestern margin 
of the Gyeonggi Massif, Korea 
Jeongmin Lee*, Hyeongsoo Kim 

6-12 태백산 분지 전기 백악기 어평화강암체 내 동시기 쇼쇼나이트질 및 고포타슘 칼크알칼리계열 
화강암류의 성인  
임성환*, 박정우, 김지혁, 최선규, 이미정

일반지질학(자원정책�등)�

좌장: 김성용

7-1 지자체 지진방재 대책을 위한 지질·지반정보구축 정책방안 연구 
임현지*, 손 문, 이상호, 오상훈, 김진만, 안재훈, 송철우

지구물리학�및�물리탐사�

좌장: 김승섭

8-1 Spatial variation and frequency dependence of Lg wave attenuation along the 
CCSE array, and the impact of site response on Lg Q structure in central  
California, US
Jeena Yun*, YoungHee Kim, Robert Clayton 

8-2 표면파 토모그래피를 사용한 사우디아라비아 인근지역의 S파 맨틀 속도 및 이방성 연구 
김린희*, Michael Witek, 장성준, Martin Mai, Hani Zahran

8-3 난카이 해구 슬로우 슬립 지역에서의 b값 변화 연구 
이준형*, 홍태경, 김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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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지진 자료의 주파수 특성 분석 및 실시간 지진자료 품질 관리 기술 개발 
이혜지*, 신동훈 

8-5 시추공 관입 시험과 배경잡음을 이용한 한반도 부지 특성 파악 
김병우*, 홍태경 

8-6 순천 연속 지진들의 지진학적 특성 연구
곽다현*, 신동훈 

8-7 해남 연속 지진의 지진원 요소 및 군집 특성 분석 
신동훈

8-8 파형 역산을 사용한 동해지역 S파 속도·이방성 구조 연구
이선무*, 장성준, Michael Witek, Suzan Van der Lee

8-9 포항지진 동력학 지진단층 파열 모델링 예비 연구 
송석구*, Goeffrey Ely

8-10 배경잡음 토모그래피를 이용한 수도권 지역 전단파 속도구조 
길동우*, 홍태경 

8-11 경주 미소지진 관측망 지진관측시스템 구축   
허다빈*, 강태섭, 김광희, 이준기, 김영희, 이진한

8-12 2020년 해남 연쇄지진의 진원과 단층면해의 시공간 분포
이승구*, 김미지, 강태섭

8-13 국지 지진관측망을 기반으로  한 수도권 미소지진 및 단층 구조 조사  
박성준*, 홍태경, 김우한

8-14 수신 함수 역산을 이용한 수도권의 하부 지각 구조 연구 
이정인*, 홍태경 

8-15 지구동역학 모델링을 통한 암석권의 두께 변화와 한반도 주변 판 운동에 의한 응력 계산  
그리고 지진학적 의미
이성호*, Arushi Saxena , 송정훈, 이준기, 최은서

8-16 2020년 해남 연속지진 진원의 시공간적 분포 특징: 유체 확산에 따른 진원 이동 제안  
손민경*, 조창수, 최진혁, 전정수, 박윤경

8-17 2017 M w 5.5 포항 지진의 여진에 대한 지진학적 특징 분석
우정웅*, 김민욱, 이준기, 강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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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화학�

좌장: 류종식

9-1 Behavior of Mg isotopes during glacial weathering in Ny-Ålesund, Svalbard
Jong-Sik Ryu*, Hyeongseok Song, Ji-Hoon Kim, Hyoun Soo Lim, Ok-Sun Kim

9-2 동굴생성물의 통계적 연대모델 작성기법 연구 
백소영*, 조경남 

9-3 High precision analyses of three oxygen isotopes using Cameca IMS 1300 
Soogyoung Goh*, Byeon-Gak Choi, Jeongmin Kim

9-4 얼음상에서의 흑운모 풍화에 관한 연구
이승수*, 허영숙 

9-5 포항 지열발전소 부지 인근에서의 활성단층 분포 지시자로서의 헬륨 연구 
김희준*, 이현우, 이재민, 이현아, 우남칠, 이윤수, Takanori Kagoshima, Naoto Takahata, Yuji Sano

9-6 활성 단층 식별을 위한 토양 이산화탄소 플럭스 연구
홍정표*, 이현우, 김희준 

9-7 동해 해저에서 발견된 백두산의 폭발적 분화에 의한 강하 테프라들 
김혜리, 윤성효*, 이정현, 장철우 

지질공학�및�응용지질학�

좌장: 최정해

10-1 Groundwork to build up Korea Did You Feel It (DYFI) system in the Korean 
Peninsula
Hwasung Cheon*, Junkee Rhie, Seongryo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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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유산�

좌장: 임현수

11-1 광석-제련철-슬래그의 암석기재학 및 지화학 특성에 기초한 제철유적 산지추정 
조재국*, 김서진, 곽병문, 신동복, 염경훈, 유병용, 임헌경

11-2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의 지질유산의 국제적 가치 
이수재*, 박경필, 유완상, 최종문 

11-3 우리나라 지질공원 방문객센터의 현황과 개선방안
강선아*, 우경식 

11-4 설악산과 금강산의 세계자연유산 공동등재를 위한 제언 
우경식

지질정보학(GIS�및�원격탐사)�

좌장: 홍상훈

12-1 KIGAM 야외지질조사시스템 소개
연영광*, 김성원, 김유홍

층서·퇴적학�및�석유지질학�

좌장: 최태진

13-1 The Ordovician succession of the Taebaek Group revisited: old conodont data, new 
perspectives and implications 
Se Hyun Cho*, Byung-Su Lee, Dong-Jin Lee, Suk-Joo Choh

13-2 수증기-마그마성 화산 내 기공질 응회암의 특징과 형성 과정 
고선영*, 손영관 

13-3 Stratigraphy of the Jurassic Kirkpatrick Basalt, Antarctica: a virtual field trip 
Jusun Woo*, Donghyeok Kang, Myeongho Seo, Mi Jung Lee, Jong Ik Lee

16     대한지질학회 제75차 정기총회 및 2020 추계지질과학연합학술대회



해양지질학�

좌장: 박장준

14-1 북극해 척치 대지 남서 사면에 분포하는 가스 하이드레이트 언덕(아라온 언덕): 현재 활동성 및 
지구조적 함의 
김영균*, 김수관, 이동헌, 이영미, 김형준, 강승구, 진영근, 소병달

환경지질학�및�지하수학�

좌장: 김희정

15-1 A comparative study on supervised machine learning models for assessing 
groundwater contamination vulnerability index of Miryang aquifer, Korea  
Hussam Elzain*, Sang Yong Chung 

15-2 Is it possible that the hydraulic test analysis is skewed due to excessive injection  
or extraction? 
Sung-Hoon Ji*, Byeong-Hak Park, Kyung-Woo Park 

2020. 10. 27. 화 - 29. 목     17

프
로

그
램

 / Program
구

두
발

표
 / 일

반
세

션
구

두
발

표
 / 특

별
세

션
포

스
터

발
표

IGC 2024 지
질

꿈
나

무
 프

로
그

램



고원생대에서�백악기�까지의�한반도�지구조�진화와�한중일�지구조�대비� 특  

좌장: 오창환

16-1 Paleoproterozoic igneous and metamorphic activity in the Jiao-Liao-Ji Belt, North 
China Craton and its tectonic implication: a review 
Xiaohan Wang*, Chang Whan Oh 

16-2 경기육괴와 영남육괴의 고원생대 화성 및 변성작용에 대비 및 이들의 지체구조적 의미 
이병춘*, 오창환* 

16-3 Age and the tectonic setting of the Neoproterozoic igneous activities in the 
Gyeonggi Massif of Korean Peninsula and its implication for the tectonics of 
northeast Asia
Bo Young Lee*, Chang Whan Oh 

16-4 The origin and tectonic meaning of the Neoproterozoic sedimentary and igneous 
rocks in the Gogunsan Islands 
Wonjeong Kim*, Chang Whan Oh 

16-5 The tectonic evolution from Neoproterozoic to Triassic in Jangbong Island in the 
northwestern Gyeonggi Massif on the Korean Peninsula 
Ji Wan Jeong*, Chang Whan Oh, Deung-Lyong Cho

16-6 한반도 중생대 광화작용   
서지은*, 최선규, 이영재 

16-7 The interpretation of mid-Cretaceous tectonic environment of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based on the  age and geochemistry of the mid-
Cretaceous volcanic rocks in the Jinan Basin 
Seung Hwan Lee*, Chang Whan Oh, Jung-Woo Park

16-8 한반도의 백악기 화성활동에 대한 재고찰 
박정우*, 임성환 

16-9 Zircon U-Pb ages and geochemical signatures of the Kurosegawa belt, Southwest 
Japan, as an Early Paleozoic continental fragment
Kenta Kawaguchi 

16-10 The tectonic relationship between the Korean Peninsula and China based on the 
geologic events from Paleoproterozoic to Triassic  
Chang Whan Oh

종합토의 / 10월 28일(수) 14:00~15:00

10. 27. 화 - 29. 목 / 구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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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극지환경변화� 특  

좌장: 안진호

17-1 Identification of sediment provenance in Amundsen Sea continental rise using 
elemental composition and cation exchange capacity of smectite 
Young Kyu Park*, Moonseon Koo, Claus-Dieter Hillenbrand, Kyu-Cheul Yoo, Jaeil Lee, Jinwook Kim

17-2 극지 고해양 복원을 통해 미래 기후 위기를 엿볼 수 있는 지난 간빙기 연구 
유규철

17-3 Evolution of atmospheric nitrous oxide for the last 100 years: Insights from the 
stable isotope values of firn air at Styx Glacier, East Antarctica 
Sambit Ghosh*, Sakae Toyoda, Jinho Ahn, Youngjoon Jang, Naohiro Yoshida

17-4 A high-resolution record of atmospheric nitrous oxide concentration from the 
South Pole ice core during the mid- to late Holocene 
Syed Azharuddin*, Jinho Ahn, Yeongjun Ryu, Ed Brook 

17-5 Preliminary results for stratigraphy of Larsen Glacier at blue ice area, East 
Antarctica, showing one of the glacial terminations
Giyoon Lee*, Jinho Ahn, Hyeontae Joo, Florian Ritterbusch, Ikumi Oyabu, Songyi Kim, Kenji Kawamura, 
Zheng-Tian Lu, Sangyoung Han, Sambit Ghosh, Yeongcheol Han, Sangbum Hong, Changhee Han,  
Soon Do Hur, Wei Jiang, Guomin Yang 

17-6 빙하코어를 이용한 과거 2만년 간의 고정밀도 고해상도 대기 온실기체 농도기록 분석 
안진호

종합토의 / 10월 28일(수) 11:0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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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주변부의�지질�및�지각�구조:�한반도�동남부를�중심으로� 특  

좌장: 김승섭

18-1 대마도 마이오세 관입암류의 지구화학 및 Sr-Nd-Pb-Hf-O 동위원소 성분과 성인적 의미 
이은지*, 최성희, 김지인, 이정현, 김낙규 

18-2 포항, 장사리, 영덕 지역의 페름기-초기 트라이아스기 관입암의 SHRIMP 저어콘 U-Pb 연대  
및 지구화학적 연구
최현옥*, 최성희, 김승섭 

18-3 Provenance analysis and tectonic controls on the Doumsan fan-delta system in the 
Pohang Basin (Miocene; South Korea) 
Hyojong Lee*, Jeong-Hyun Lee, Taejin Choi, Min-Kyu Oh, Sung Hi Choi

18-4 울산시 울주군 일대 양산 단층대 노두 분석을 위한 지상라이다 적용 연구
이병우*, 김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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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및�주변�해저화산의�성인�및�변동연구� 특  

좌장: 박찬홍

19-1 Geochemistry and petrogenesis of Quaternary volcanic rocks from Ulleung Island 
Sung Hi Choi 

19-2 독도 화산체 정상부의 정밀해저지형 연구  
김창환*, 박찬홍, 이명훈, 김원혁, 최순영

19-3 독도 화산체 정상부 표층 퇴적물 입도 분포와 퇴적작용  
강가은*, 박장준, 배희철, 김창환, 박찬홍 

19-4 Microbial activities and mineralogical characteristics investigating the paleo-
depositional conditions during the late Quaternary: Ulleung Basin, East Sea
Kee Hwan Lee*, Chang Hwan Kim, Chan Hong Park, Sang Hoon Lee, Jinwook Kim 

19-5 동해 맨틀 미세광물의 원소 및 결정구조 분석  
김표상*, 김현수, 이용문, 성동훈 

19-6 독도와 울릉도 화산암의 헬륨 지화학 연구 
이원희*, 이현우, 김동환, 김종욱, 오지혜, 김창환, 박찬홍, Finlay M. Stuart

19-7 동해 화산체의 형성 기원: 대륙지각 하부 암석권 맨틀에 의한 연약권의 EM1 조성
오지혜*, 김종욱, 김창환, 박찬홍 

19-8 동해 확장의 메카니즘과 고지리 복원
이윤수*, 박찬홍, 김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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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화산� 특  

좌장: 윤성효

20-1 백두산 후기 신생대 현무암질 암석의 지구화학적 연구: 성인과 근원맨틀에 대한 고찰 
최현옥*, 최성희

20-2 SAR 영상의 텍스처 분석법을 이용한 백두산 천지의 얼음 면적 변화 탐지  
박성재*, 이창욱

20-3 Historical records of volcanic rumbling caused by the explosive eruption of Mt. 
Baekdu: 939 AD and 946-947 AD super-eruptions
Sung-Hyo Yun*, Jeonghyun Lee, Cheolwoo Chang 

20-4 Estimating the Potential Risk of the Mt. Baekdu Volcano using a Synthetic 
Interferogram 
Arief Rizqiyanto Achmad*, Seulki Lee, Sungjae Park, Jinah Eom, Chang-Wook Lee 

20-5 시나리오에 근거한 Laharz_py 수치모의 : 백두산에서 발생 가능한 라하르 범람지역의 예측 
장철우*, 윤성효

20-6 백두산 화산에서 Titan2D 수치모형 분석에 의한 화쇄류의 영향 범위 예측 
윤성효, 장철우*, 김선경

종합토의 / 10월 28일(수) 15:00~16:00

22     대한지질학회 제75차 정기총회 및 2020 추계지질과학연합학술대회



영남지역�대단층계에�대한�육상�및�해양에서의�지진지질학�연구결과�토의� 특  

좌장: 최진혁

21-1 Tectonic geomorphology and Quaternary fault slip rates of the Tsambagarav 
Massif in Mongolian Altay 
Sangmin Ha*, Yeong Bae Seong, Moon Son 

21-2 Blind-thrusted foreberg in the Bogd fault system, Gobi-Altay, south-central 
Mongolia: focusing on its geomorphic constraints 
Cho-Hee Lee*, Yeong Bae Seong, Lindsay Schoenbohm, Dong-Eun Kim, Byung Yong Yu 

21-3 한반도 남동부 제4기 단층노두 퇴적층의 석영과 K 장석 루미네선스 신호특성 연구:  
루미네선스 연대측정결과 신뢰도 
김석진*, 최정헌, 원효정, 임현수 

21-4 울산단층 중부지역의 고지진학적 특성 연구 
박기웅*, 이진현, 권오상, 신현조, 김영석 

21-5 울산단층 남부지역에서의 제4기 단층활동 특성 연구 
권오상*, 이진현, 박기웅, 신현조, 김영석

21-6 포항시 흥해읍 일원에서 발견된 제4기 단층의 고지진학적 의미      
이성준*, 하상민, 임혜원, 강희철, 김민철, 최정헌, 성영배, 손 문 

21-7 다학제적 조사를 통한 중남부 양산단층의 기하와 고지진 연구 
최진혁*, 이호일, 천영범, 신영홍, 배한경, 이창현, 이승렬 

21-8 경주-언양 일원의 양산단층 제4기말 운동 특성: 인보지점과 월산지점을 중심으로 
천영범*, 이태호, 최진혁, 이호일, 최이레, 김남권, 배한경 

21-9 해저단층 특성 파악을 위한 심부시추 연구 
이광수*, 유동근, 홍석휘, 김소라, 김길영 

21-10  Seismic stratigraphy and structural analysis in the western margin of the Ulleung B
asin, East Sea (Japan Sea)
Yongjoon Park, Nyeonkeon Kang*, Boyeon Yi, Donggeun Yoo

종합토의 / 10월 29일(목) 10:0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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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전주기�지질학적�부지�안전성�평가� 특  

좌장: 박동희

22-1 평균값과 중앙값 PSHA 
노명현

22-2 경주지진의 지진원 특성을 반영한 설계지진동 평가 기술기준(안) 개발 방향
최호선*, 박선정, 심택모, 양준모, 우현동

22-3 해체원전 부지개념모델 구축 및 활용 
황종선*, 한재문, 박창희

22-4 해체 원전부지 EPRI 지하수 모니터링 지침 고찰
주병찬*, 홍슬기

22-5 방폐물 심층처분 시 고려해야 할 지진에 의한 수리지질 특성 변화 
현승규*, 심택모, 진소범, 최강룡, 우현동, 민기훈 

22-6 연구지역 지형특성 변화와 지하수유동의 상관성 
정재열*, 김수진, 조현진  

22-7 처분공 굴착에 따른 수리지질학적 진화 예비 연구 
박경우*, 박병학, 이창용, 고낙열, 지성훈 

22-8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지하수 감시 현황 
조성일

종합토의 / 10월 29일(목) 11:0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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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신경망과�지질과학� 특  

좌장: 김규범

23-1 지질자원분야 기계학습 알고리즘 연구사례
이경북*, 김성일, 박선영, 손병국, 김광현 

23-2 Extraction of valuable information from the structure of the geological big-data 
Jina Jeong*, Jiho Jeong, Eungyu Park, Byung Sun Lee, Sung-Ho Song, MoonSu Kim, Hyunkoo Kim 

23-3 주성분 분석과 LSTM 모델을 활용한 지하수위 예측 기법 개발
김규범*, 황찬익, 최명락 

23-4 Super learner technique to combine several learners in groundwater potential 
mapping  
Sanghoon Lee*, Dugin Kaown, Eun-Hee Koh, Hye-Lim Lee, Kyung-Seok Ko, Kang-Kun Lee 

23-5 National-scale estimation of potential for mineral water using tree-based  
ensemble learning 
Hye-Lim Lee*, Dugin Kaown, Eun-Hee Koh, Sanghoon Lee, Kyung-Seok Ko, Daeha Lee, Kang-Kun Lee 

23-6 오픈소스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이용한 지하수위 변화 예측 
박창희*, 정일문

23-7 Towards establishing a dynamic baseline of real-time hydro-environmental big 
data: 2. Systematic and integrated strategies with the IE&P framework  
Yun-Yeong Oh*, Seong-Taek Yun, Bobby Pejcic, Matthew Myers 

종합토의 / 10월 28일(수) 13:0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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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과학분야�여성과학기술인�연구교류� 특  

좌장: 이주용

24-1 Cretaceous syn-rift to post-rift evolution of the Mentelle Basin on the southwest 
Australian rifted margin (IODP Sites U1513–U1516) 
Eun Young Lee*, Erik Wolfgring, Maria Luisa G. Tejada, Seung Soo Chun 

24-2 그린란드 화석을 통한 초기 동물진화와 캄브리아기 대폭발 연구  
이미리내*, 박태윤 

24-3 천부지열시스템 작동에 따른 지하수의 수리화학적 특성변화       
최한나*, 심병완 

24-4 광물의 기계화학적 변화가 단층의 거동에 미치는 영향  
김현나*, 김진우, 김민식, 소병달, 김영석 

24-5 Gas hydrates: Issues for long-term productions 
Joo Yong Lee 

24-6 Hydraulic fracture propagation in soft and viscoelastic layered formations: 
Photoelastic observation
Soo-Min Ham*, Tae-Hyuk Kwon 

종합토의 / 10월 29일(목) 14:0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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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특성화�인자�DB�구축�및�가시화�현황과�전망� 특  

좌장: 문상호

25-1 유역통합 지하수 기초조사 개선방향
박재현*, 이재경

25-2 금강권역의 지질과 지하수 산출성 
문상호*, 김형찬, 김용철, 고동찬, 하규철, 박창희 

25-3 지하수 산출성도 작성 및 검증을 위한 다기준의사결정법 적용 
이충모*, 김용철, 고동찬  

25-4 다기준의사결정기법과 GIS를 이용한 지하수 산출성 분석도구 개발 
박창희*, 이상철 

25-5 유역단위 지하수 수질상태 평가 및 지도 작성방안 연구  
김락현*, 여영도, 장종근, 김광식

25-6 지하수 수질지수(GWQI)를 이용한 금강유역 적용성 평가  
고경석*, 고동찬, 이재민 

25-7 금강권역 암반지하수의 자연기원 및 오염 지시자 분포 특성  
최한나*, 권홍일, 고동찬 

25-8 지하수 수질 특성인자 DB 구축에서 주성분 분석을 이용한 자료 검토 효과 분석
권홍일*, 고동찬, 문상호, 이재경, 김용철

종합토의 / 10월 29일(목) 13:0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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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내�미세플라스틱의�발현/운명�및�거동� 특  

좌장: 이진용

26-1 지하수 내 미세플라스틱의 발현, 운명 및 거동 연구 
이진용*, 정은주, 권기덕, 김희정, 안진성

26-2 농촌지역의 지하수 내 미세플라스틱 분포 연구
정은주*, 이진용, 김희정 

26-3 지하수환경에서 미세플라스틱 거동 모의
김희정*, 유한선, 이진용, 권기덕, 안진성

26-4 카르스트지역 지표수 및 지하수 미세플라스틱 조사 연구 및 방법 
유한선*, 김희정, 이진용

26-5 지하수내 미세플라스틱 거동: 환경광물학적 접근    
명현아*, 권기덕 

26-6 풍화로 인한 미세플라스틱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중금속 흡착 특성 변화 
안진성*, 최형준, 이진용, 권기덕, 김희정

26-7 미세플라스틱 시험방법 국제표준화 동향  
정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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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지각�및�맨틀의�지구화학,�지구물리,�지구시스템�연구� 특  

좌장: 김종욱

27-1 Brothers 해저산의 마그마-열수 시스템 연구 
이현주*, 서정훈

27-2 지구의 냉각에 따른 섭입대 글루코패인의 안정성 변화
방윤아*, 황희정, 김태현, 신현채, 박 용, 정해명, 박창용, Dmitry Popov, Vitali B. Prakapenka,  
Lin Wang, Hanns-Peter Liermann, Tetsuo Irifune, Ho-Kwang Mao, 이용재

27-3 Gold and Tin Mineralization of Sulfide Chimneys from the Ultramafic-Hosted 
Cheoeum Vent Field, Central Indian Ridge
Sun Ki Cho*, Sang Joon Pak, Jonguk Kim, Jung-Woo Park, Seung-Kyu Son 

27-4 Sesismic anisotropy generated from lithospheric mantle beneath Mt. Melbourne, 
norhtern Victoria Land, Antarctica 
Daeyeong Kim*, Munjae Park, Chao Qi, Sung-Hyun Park 

27-5 고해상도 수심 자료와 음향 후방산란 자료를 이용한 인도양 중앙해령 내 Ocean Core 
Complex 구조의 지형적 특성 분석
황규하*, 김승섭, 고영탁, 김종욱, 박상준, 손승규 

27-6 호주-남극 중앙해령 KR1 구간의 지형적 변화와 맨틀의 불균질성의 상관성 
박숭현*, Charles Langmuir, Peter Michael, Kenneth Sims, Janne Blichert-Toft, 김승섭, Sean Scott,  
Jian Lin, 최학겸, 양윤석

27-7 Magnetic and bathymetric constraints on tectonic evolution of the North Fiji Basin: 
Preliminary results  
Alysse BEBIN*, Seung-Sep Kim

27-8 해저구릉 정단층의 재활성화 가능성  
송지현*, 김승섭, 고영탁, 박장준 

27-9 섭입대에서 해양지자기 이상대의 소멸과정에 관한 연구: 일본 섭입대로부터 다른 섭입대까지  
최한진*, 소병달 

27-10 Investigation on the geochemical variations of mid-ocean ridge basalts along the 
Central Indian Ridge from 14°S to 21°S 
Vincent Clement*, Jung-Woo Park, Sang-Mook Lee, Jonguk Kim, Sang-Joon Pak

종합토의 / 10월 28일(수) 16:00~17:00

2020. 10. 27. 화 - 29. 목     29

프
로

그
램

 / Program
구

두
발

표
 / 일

반
세

션
구

두
발

표
 / 특

별
세

션
포

스
터

발
표

IGC 2024 지
질

꿈
나

무
 프

로
그

램



환경�생지구화학�–�미생물,�광물,�동위원소�등�살아있는�지구에서의�물질순환� 특

좌장: 남인현

28-1 Biogeochemical transport of arsenic in wetland microcosm  
In-Hyun Nam*, Young-Soo Han, So-Jeong Kim, Jungho Ryu, Chul-Min Chon 

28-2 Microbial effect in iron oxide/oxyhydroxide transformation process in natural 
environment 
Hanbeom Park*, Jonguk Kim, Jinwoo Lee, Seungkyu Son, Jinwook Kim 

28-3 미생물학적 철 환원 및 황산염 환원에 의한 비소의 거동 연구 
고명수  

28-4 Internal dynamics of inorganic and methylmercury in marine fish: Insights from 
mercury stable isotopes
Sae Yun Kwon, Saebom Jung* 

28-5 다중검출 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분석기(MC-ICP-MS)를 이용한 미량 황산염의  
동위원소 분석
문종한*, 강정옥, 주영지, 심민섭

28-6 공공하수처리장시설 방류수의 질산염 동위원소 변동에 대한 특성: 오염원 추적, 질산화 및  
탈질화에 대한 고찰  
정혜정, 박범성, 유지수, 김윤석, 이정훈*

28-7 The effects of indigenous soil bacteria on arsenic extraction from contaminated 
soil using Shewanella putrefaciens 
Jong-Un Lee*, Thi Minh Tran, Hyeop-Jo Han 

28-8 Batch experimental study of microbially induced Smectite-to-Illite reaction at high 
temperature/pressure: Analogy in Nankai Trough 
Tae-Hee Koo*, Hanbeom Park, Yuki Morono, Fumio Inagaki, Jin-Wook Kim 

28-9 Importance of speciation and mineralogy of toxic metals on microbial community 
diversity and composition in subsurface environments
Man Jae Kwon 

28-10 토양 중 탄산무수화효소 보유 박테리아를 위한 프라이머 개발       
조은혜*, 홍진경, 양동진

28-11 척치해 아라온 마운드 메탄 생성 기작 및 속성 작용 
김지훈*, 이동헌, 진영근, 류종식, 이영미, 허 진, 박명호, 김영균, 강무희, 박상희, 강승구, 김수관

28-12 생지구화학적 황 순환에서 황철석의 산화와 매장 사이의 균형  
심민섭*, 주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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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3 Combining isotopic and pyrosequencing approaches to assess denitrification in a 
hyporheic zones 
Heejung Kim*, Han-Sun Ryu, Dugin Kaown 

28-14 Microbial Fe(III) reduction in clay minerals as a potential iron source 
Jinwook Kim 

종합토의 / 10월 28일(수) 10:0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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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7. 화 - 29. 목 / 포스터발표
좌장: 류종식, 김성룡

고기후·고해양학�및�제4기지질학

1-1 동해 한국대지 코어 퇴적물(E09-08)에 대한 화학층서와 고해양환경 
현상민*, 김진경, 강나연

1-2 척치 고원 사면 코어 퇴적물의 광물학적 특성 및 기원지 연구
구효진*, 민수영, 임효진, 류나형, 조현구

1-3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일대에 발달한 하안단구 특성 및 연대측정 
이재훈*, 이희권 

광물학

2-1 From Planetesimals to Terran’s World
Suyeon Heo*, Yongjae Yu

2-2 Magneto-static Energy of Magnetite and Hematite 
Hanul Kim, Yongjae Yu*

2-3 Shallow Bias in Magnetic Inclination of Sediments 
Yoo Kyoung Yee, Yongjae Yu*

2-4 Petrological Delineation of Pumice Eruptions in Kirishima-Kinkowan National Park, Japan  
Eun-Hye Choi, Yongjae Yu* 

2-5 Self-reversed Remanent Magnetization of Haruna Dacite Pumice 
Ji-In Jung, Yongjae Yu* 

2-6 Decompression of Gas Bubbles in an Ascending Magma 
Hyun-Jung Noh, Yongjae Yu* 

2-7 Reversals of Earth’s Magnetic Field: A Gamma Process?
Raegyung Ha*, Yongjae Yu 

2-8 Crater Depth-to-Diameter Ratio of the Lunar Impact Craters 
Yu Kyung Shin*, Yongjae Yu

2-9 명목상의 무수광물의 함수량 측정 방법 연구 
오솔비*, 김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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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대면적 입자 측정 분석법을 이용한 셰일 저류층 내 공극 구조 연구 
박선영*, 윤충식, 고용규, 최지영, 김민기, 이현석

2-11 Structural modifications of microbially iron reduced smctite at high pressure 
Moonseon Koo*, Seohee Yun, Wooseung Choi, Yongjae Lee, Jin-Wook Kim

2-12 경녹니석이 함수광물로써 지진파 비등방성에 주는 영향
이정진*, Mainak Mookherjee, 김태환, 정해명, Reiner Klemd

2-13 합성 제올라이트-W 및 일가 양이온 치환체의 구조비교 연구
김현수*, 김표상, 송치현, 이수형, 이시현, 채성민, 이현승, 성동훈, 이용문

2-14 북극 동시베리아해 망간단괴의 광물-화학조성  
구효진*, 신은주, 유혜진, 조현구 

2-15 소듐-산소 고체상 핵자기공명기법을 통한 비정질 소듐 규산염의 구조 연구
이정재*, 이성근 

광상학�및�자원지질학

3-1 고남산 화성복합체와 관련된 Fe-Ti (-V) 광화작용의 형성과 기원 
이지현*, 김의준, 양석준, 신승욱, 조성준, 신동복

3-2 모암 특성에 따른 금은광상 광석광물 및 황동위원소 조성 비교
이상용*, 신동복, 조재국, 임헌경, 유현민

3-3 홍천 희토류 광화대의 산출양상에 따른 분광학적 특성 
Emmanuel Habimana*, 유병운, 유재형

구조지질학�및�지체구조학

4-1 암석 변형 모사실험 및 최소자승기법을 적용한 변형과정 내의 입자군집 변형률 분석  
김성실*, 하창수

4-2 경상북도 포항시 호미곶과 구룡포 일원에서 관찰되는 활성단층의 운동학적·고지진학적 특성
한종원*, 하상민, 이성준, 김민철, 강희철, 성영배, 최정헌, 손 문

4-3 3D 모델링을 통한 백악기 음성분지의 복원과 구조적 진화 
이 정, 김만재*, 이희권

With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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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위상기하 분석을 이용한 단열계 특성화의 응용가능성
손효록*, 김영석

4-5 캘리포니아 Jenner 지역의 남섬석 편암과 에클로자이트의 변형 미구조와  
지진파 비등방성 연구  
하윤해*, 정해명 

4-6 고압에서 변형된 로소나이트 청색편암의 미구조와 지진파 이방성에 대한 영향 
최승순*, 정해명 

4-7 울릉 분지 좌굴 구조의 2차원 점탄소성 수치 모사 
도석현*, 소병달, 김영균, 김기범

빙권과학

5-1 남극 세종과학기지 인근 활동층의 열적 특성 및 토양수분 특성 평가
김창성*, 이진용, 김희정, 전우현, 김기태 

5-2 북동시베리아와 북알라스카 지역 얼음쐐기의 온실기체 및 Ar-O2-N2 농도 분석을 통한  
고기후 해석  
고나연*, 양지웅, Go Iwahana, Alexander Fedorov, Andrei G. Shepelev, Thomas Opel,  
Sebastian Wetterich, 안진호

암석학

6-1 Lattice Preferred Orientation (LPO) and seismic anisotropy of minerals in 
retrograded eclogites from Xitieshan, NW China  
Jaeseok Lee*, Haemyeong Jung 

6-2 Evolution of deformation fabrics related to petrogenesis of upper mantle xenoliths 
beneath the Baekdusan volcano 
Munjae Park*, Youngwoo Kil, Haemyeong Jung

6-3 가평 각섬암 내부 각섬석의 광물선호방향(CPO)과 지진파 비등방성  
김준하*, 정해명 

6-4 심부 결정질 암반의 화학적 풍화와 투수성 상관관계 연구  
이주연*, 양민준

6-5 Petrogenesis of the Niagara Icefalls Ultramafic-mafic complex, Northern Victoria 
Land, Antarctica 
Austin Arias*, Jung-Woo Park, Sang-Bong Yi, Mi Jung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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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질학(자원정책�등)

7-1 한국형 동위원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구성 
양수민*, 김승섭, 김정민

지구물리학�및�물리탐사

8-1 Detecting pore-fluid pressure changes with shear wave splitting measurements at 
Groningen gas field, Netherlands  
Jaewoo Kim*, YoungHee Kim 

8-2 Detection and location of local earthquakes in the oldest Pacific plate using the 
Oldest-1 (Pacific Array) data  
Jun Yong Park*, YoungHee Kim, Takehi Isse, Kwang-Hee Kim, Hajime Shiobara, Hitoshi Kawakatsu, 
Sang-Mook Lee, Hisashi Utada, Nozomu Takeuchi, Hiroko Sugioka 

8-3 Fault zone structure imaged by teleseismic receiver function with geophone array 
in Clark fault, California 
Hobin Lim*, YoungHee Kim, Fan-Chi Lin

8-4 신호대잡음비 분석을 통한 MEMS 가속도계 자료 활용 방안 연구 
박은아*, 이지민, 안재광 

8-5 수도권 지역의 미소지진 탐색과 단층면해 분석
정동찬*, 이준형, 박성준, 김우한, 홍태경

8-6 Matched Filter 알고리즘을 활용한 해남지역 발생지진 분석   
임도윤*, 이지민, 이덕기 

8-7 표면파 분산 및 수신함수의 베이시안 통합역산으로 추정된 백두산 하부 암석권 구조 변화 
임연주*, 이상준, 김성룡

8-8 계층적 베이지안 역산법을 이용한 Mw 5.5 포항지진 모멘트 텐서 해와 불확실성 추정
이지연*, 김성룡, Marija Mustać, 이상준

8-9 Pn, Sn 토모그래피를 이용한 한반도 최상부 맨틀의 3차원 속도구조 연구
김민경*, 김성룡, 송정훈, 이상준

8-10 전단파 분리 특성을 활용한 한반도 주변 상부 맨틀 비등방성 연구
조경준*, 이상준, 김성룡

8-11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지진 후 점탄성 완화에 관한 3차원 수치 모사: 동해 하부 지각과  
상부 맨틀의 강도에 관한 함의 
김민수*, 김나원, 김현섭, 소병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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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지각 내 밀도 이상체에 의한 하방 응력에 관한 3차원 유한요소 수치 모사: 한반도 남동부  
응력 변화에 관한 함의 
김나원*, 김현섭, 김민수, 소병달

8-13 스펙트럼 분석을 통한 2020년 해남지진군 진원 요소 추정
안병석*, 강태섭, 유현재

8-14 한반도 지진활동상수의 일관성 분석 
공민경*, 유현재, 박제찬, 이상선

8-15 지진동 예측을 위한 한반도 남부 지역 적합 GMPE 평가
박하영*, 김성룡, 이상준

8-16 수치 해석을 통한 해구의 모양을 조절하는 기작 제시: 해구 퇴적물의 효과 
금재윤*, 소병달 

8-17 열개 형성에 관한 3차원 유한 요소 수치 모형의 타당성 평가: 한반도와 울릉 분지의 지열류량 
설명의 관점에서 
장민석*, 문병전, 홍윤서, 소병달 

8-18 3D Ground Motion Simulations of Pseudo-dynamic Source Models for the 2016 
Gyeongju Earthquake 
Jaeseok Lee*, Jung-Hun Song, Junkee Rhie, Seok Goo Song, Seongryong Kim

8-19 주성분 분석과 랜덤 포레스트 기반의 기계학습을 활용한 단층 배치 조절 인자 인식 
장진수*, 소병달 

8-20 유한요소법에서 Particle-in-cell 방법을 이용한 맨틀 대류 수치 모사 전략
박상진*, 안수정, 소병달

지구화학

9-1 규산염 표준물질 산소동위원소 비의 국제 상호비교 차이 개선을 위한 2점-표준화 방안  
김낙규*, 박창근, Minoru Kusakabe 

9-2 제주도의 생물학적 섭취 스트론튬 동위원소 조성 
정민지*, 임성균, 정연중, 정기영, 류종식, 정창식

9-3 레이저 삭박 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분석 과정에서의 루비듐과 스트론튬 동위원소  
질량 분별 관찰과 보정 
임성균*, 정민지, 정연중, 김영민, 정창식

9-4 환경추적자를 이용한 중규모 수계 내 하천수 유동 시스템 평가 
정윤영*, 고동찬, 신우진, 이광식, 오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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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산성용액의 미량원소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시린지필터의 평가 
신우진*, 신형선, 황지훈, 이광식

9-6 미세먼지 포집용 필터 내 무기 원소 배경농도 
이지영*, 정 석, 고태경, 박수빈, 류종식 

9-7 The impact of lockdown due to COVID-19 in China on Seoul’s PM2.5 ionic 
composition 
Giyoon Lee*, Jinho Ahn, Min Sub Sim 

9-8 봄철 부산지역 미세먼지 영향에 따른 강우의 화학적 특성
박혜민*, 양민준

지질공학�및�응용지질학

10-1 정압배출시험을 이용한 시추공 확공의 수리지질학적 영향 분석
이창용*, 박경우, 박병학, 지성훈, 진성욱

10-2 이산요소법에서 상사 법칙을 적용한 변형률 속도에 따른 단층 강도 변화 모델링 
안수정*, 소병달 

지질유산

11-1 토기의 소성온도에 따른 석영 OSL 신호변화 연구: 토기의 OSL 연대측정 신뢰도 
여은영*, 최정헌, 장성윤, 이명성, 진홍주

11-2 백악기 발자국 화석의 형태학적 특성 정의를 위한 보존 등급 적용 
하수진*, 임현수, 김경수

지질정보학(GIS�및�원격탐사)

12-1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표층처분 시설의 다중 복토충 사면 안전성 확률론적 예측시스템 개발 
김유한*, 박희정, 정진아, 박은규, 권기정, 권미진, 박창희 

12-2 자료기반 통계 분석 기법을 이용한 물리검층 자료 공간 해상도 향상 기법 개발 
박재성*, 정진아  

12-3 다양한 자료 기반 모델의 지하 매질 예측 성능 비교 분석 
박경태*, 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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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데이터 표준설계와 통합데이터 포맷을 적용한 급경사지 공간정보 DB의 관계형 DB변환 
심규성*, 문치국, 김재영 

12-5 토픽 모델링을 이용한 국내 지질학의 연구 주제 분류 및 연구 동향 분석 
김태용*, 양민준

12-6 인공위성 SAR 영상으로 분석된 동남극 Campbell 빙하설의 25년간 변화
한향선*, 김진영, 김태욱, 김현수, 홍지훈, 김상희

12-7 Integrative Geological Model of Hyperspectral Imaging and LiDAR System for 
Gumunso Area
Huy Hoa Huynh*, Jaehyung Yu, Chanhyeok Park

층서·퇴적학�및�석유지질학

13-1 사천 함안층 상부의 무척추동물 서관구조를 포함하는 백색층의 기원과 퇴적연대  
채용운*, 김종선, 정기영, 김경수, 하수진, 임현수

13-2 우리나라 백악기 퇴적층에 발달한 미생물기원 퇴적구조(MISS): 산상 및 고환경적 의미  
김현주*, 백인성 

13-3 경북 경산시 하양읍 일대에 분포하는 백악기 대구층의 새발자국화석 퇴적층: 산상, 보존특성 
및 고생태 
김현주*, 백인성, 박정규 

13-4 태백산 분지에서 중기 오르도비스기에서 나타나는 황 동위원소의 기록 
권효상*, 방선화, 심민섭 

13-5 Subtidal meter-scale cyclic successions in the Dumugol Formation: Compactional 
influence on thickness trends in a mixed carbonate-siliciclastic succession
Eunhyun Cho*, Jongsun Hong 

13-6  남중국 후기 오르도비스기 시아젠층에 기록된 골격질 생물초암의 시공간적 변화과정 연구:  
중기 고생대 유형 생물초 발달의 서막
박진오*, 전주완, 홍종선, 조석주, 이동진

13-7 A sponge-microbial consortium in the Cool Creek Formation (Lower Ordovician), 
Arbuckle Group, Oklahoma, USA
SeungHoon Lee*, Jeong-Hyun Lee 

13-8 태백산분지 캠브리아 중기 대기층의 퇴적환경 및 순차층서학적 의미 
김병한*, 유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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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제주도 수월봉응회환의 현무암질 화쇄류암에 대한의 대자율이방성(AMS): 자기 미세구조의 
발달과 화쇄류의 고유향과 화구 위치에 대한 논의흐름방향에 대한 논의 
이지수*, 권창우, 이승렬, 손 문, 조형성

13-10 Clay의 함량에 따라 TOC와 가스포화도가 셰일가스저류층의 취성에 미치는 영향 
박은영*, 김영석  

환경지질학�및�지하수학

15-1 국내 농업용 지하수 사용과 변동 분석
전찬혁*, 이진용, 목종구, 김희정, 송성호, 이규상

15-2 해남에서 발생한 집중적인 미소지진이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비연구 
장지욱*, 이성빈, 이진용

15-3 포항시 지열정과 주변 관정의 지하수위 및 수화학적 특성 비교 
박상욱*, 이진용, 김희정, 전찬혁, 김창성, 유한선 

15-4 시계열 자료기반 분석기법을 이용한 제주 대정-한경 유역의 지하수 거동특성 분석 
이소연*, 배효진, 정지호, 정진아, 박원배, 김민철

15-5 Sensitivity analysis for a groundwater flow simulation with simultaneous changes 
of hydraulic parameters and domain resolution 
Jaegeun Jung*, Hyoun-Tae Hwang, Sung-Wook Jeen

15-6 무산소 환경에서의 화강암과 녹니석에 의한 세슘의 수착 특성  
조수빈*, 현성필, 권기덕

15-7 지하수위 변동 패턴을 이용한 대수층 수리특성 예측 모델 개발 
정지호*, 정진아 

15-8 산불의 온도 조건에 따른 토양 지하수 환경 블랙카본의 특성 변화
전소담, 서 란, 정성욱*, 장경순, 한원식

15-9 지하수 인공함양 지역의 클로깅 평가 인자 특성 분석 
황찬익*, 최명락, 손장호, 김규범

15-10 고속도로 성토공사가 주변 양식농장의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 연구 
차범근*, 여인욱 

15-11 지하수위 변동 자료를 이용한 제주지역 불포화대의 수리지질학적 특성화 연구 
조수환, 김민수*, 정진아, 박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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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 확산 농도분포의 추정을 위한 다색상 이미지 분석법의 적용성 연구
김창민*, 양민준

15-13 수리학적 흐름제어를 위한 지하수 양수-주입 운영장치 개발
이종화*, 박창희, 전성천, 이명재

15-14 A study on the sorption and stabilization of strontium using natural and synthetic 
zeolite
Soo Kyung Kim*, Seo Ha Kim, Minji Park, Hoon Young Jeong 

15-15 대수층 및 저투수층의 다층구조에 관한 용질 확산 모델링
장성간*, 양민준

15-16 DNAPL 오염부지내 장기 모니터링 데이터를 활용한 오염정화 영향 평가 및 오염 초기 정보 유추
이성순*, 전성천, 이종화, 하승욱, 이상훈, 전원탁, 이강근

15-17 Incorporation of cesium in zeolite-structure using thermal treatment
Minji Park*, Su Kyoung Kim, Seo Ha Kim, Hoon young Jeong 

15-18 Spectral Characteristics of Soils Contaminated by Diesel Oil
Jihee Seo*, Jaehyung Yu, Jieun Kim 

15-19 상추의 비소 오염에 따른 분광특성 변이 연구 
조성경*, 김서연, 김송희, 유재형 

15-20 영주댐 유입 유기물의 질소와 탄소의 동위원소 특성
김재민*, 김영훈, 김정진

15-21 이온강도에 따른 대수층 내 우라늄 거동 특성 연구   
김수빈*, 양민준

15-22 충청 중앙지역 주요 탄산수의 질산성 질소 및 미생물 오염의 시기적 변동 특성 분석  
김원빈*, 고동찬, 채기탁, 고경석, 진성욱

15-23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한 지하수 산출성 평가
이재경*, 박재현

With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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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주변부의�지질�및�지각�구조:�한반도�동남부를�중심으로� 특  

18-1 중기 마이오세 포항분지 북동부 지역에 분포하는 역암/사암체의 분포 특성과  
그 지구조적 의의 
박진오*, 이정현

18-2 지하투과레이더를 활용한 울산 양산단층 미고결 퇴적층 피복구간 영상화 
이학민*, 김승섭

18-3 비접지식 전기비저항 탐사를 이용한 천부 미고결층 활성 단층 영상화 연구
최정열*, 김승섭, 이학민, 이병우 

18-4 소규모 맨틀 가장자리대류와 부분용융: 제주도의 성인에 관한 고찰  
소병달*, 박상진 

독도�및�주변�해저화산의�성인�및�변동연구� 특  

19-1  독도 연안의 해저지형자료를 활용한 해저면 변동 분석 및 모니터링
이명훈*, 김창환, 김원혁, 최순영, 박찬홍 

19-2 독도 및 울릉도 해저 조면암 멜트포유물의 지화학적 특성 연구 
문인경*, 이현우, 김종욱, 오지혜, 성동훈, 김창환, 박찬홍, 이인성 

영남지역�대단층계에�대한�육상�및�해양에서의�지진지질학�연구결과�토의� 특  

21-1 경주 삼릉 문화재 보호 구역에서의 피복된 양산단층 추적 연구  
이호일*, 최이레, 최진혁, 이태호, 천영범 

21-2 대자율이방성(AMS) 연구를 통한 한반도 남동부 활성단층의 운동학적 특성 해석
조형성*, 이지수, 이성준, 손 문

21-3 주향이동지진 지표변형의 복잡성: 고지진 자료 분석 및 해석에 대한 제언 
배한경*, 김남권, 최진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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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전주기�지질학적�부지�안전성�평가� 특  

22-1 9.12지진(ML 5.8)의 지진원 규명을 위한 경주일원 고밀도 임시 지진관측망 운영
김민욱*, 민기훈, 우현동, 조호현 

해양지각�및�맨틀의�지구화학,�지구물리,�지구시스템�연구� 특  

27-1 디셉션 섬 현무암의 감람석과 사장석 내의 멜트포유물 Pb 동위원소 연구 
양윤석*, 서정훈, 박숭현, 이신애

27-2 남극중앙해령 KR1 주변 해저화산에 대한 지자기 연령 추산 
최학겸*, 김승섭, 박숭현 

27-3 피지 삼중합점의 맨틀 유동 구조와 헬륨의 수평 변위
오지혜*, 김종욱, Finlay M. Stuart, 박문재, 이인성

27-4 중앙 인도양 해령 하부지각에서 산출하는 마그마 기원 황화물의 산상과 생성기작 
최성준*, 박정우, 박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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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임현수

IGC�2024�지질꿈나무�프로그램�-�차세대�지질과학자�학술대회

001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및 신동면 일대 경기육괴 연천계 의암층군의 변성암석학적 연구 : 
K-Metasomatism, Migmatite, Metamorphism
민준홍*, 김영인, 유재영

002 탄산염 단층의 구성광물이 단층의 미끌림 거동에 미치는 영향: 방해석과 백운석의  
탈이산화탄소 반응 차이 연구
이유나*, 김수연, 김민식, 김현나

003 장기 칼럼 실험을 통한 수동적 처리 시스템을 이용한 지하수 내 질산염 제거 효율성 평가
고혜나*, 진성욱

004 An experimental study on constant water flow for isotopic evolution of  
meltwater from ice
Dayun Min*, Yalalt Nyamgerel, Hyejung Jung, Jeonghoon Lee

005 LDA 모델을 이용한 학술지 자원환경지질의 연구 동향 분석
허준용*, 김태용, 양민준

006 울산 인보리 활성단층의 대자율이방성(AMS): 단층의 운동감각과 고응력장 해석
이승보*, 추승비, 이지수, 조형성

007 한국 지질유산 가치평가 D/B 분석
류희경*, 김지웅, 김동주, 이지수, 조형성

008 함양 농월정 지역에서 나타나는 지질구조 분석 및 단열 발달사 해석
배상열*, 전초희, 최호석, 김영석

009 거제도 신선대 지역의 단열분석을 통해 도출된 고응력장의 변화
소진현*, 오유비, 김영석

010 Li 동위원소 분석법 개발 및 활용 
김민우*, 박호진, 추민균, 이지영, 류종식 

011 봄·여름철 강우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효과와 강우수질 비교 분석
하태정*, 박혜민, 양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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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위원회	 위원장	 최성희
	 위원	 	강태섭,	고동찬,	길영우,	김규범,	김성원,	김영석,		

류종식,	신영재,	안진호,	이기욱,	이진용,	최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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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암석학회	 이승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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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권과학	 안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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