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Korean Society of 
Mineral and Energy Resources 
Engineers 50th Anniversary



The Korean Society of Mineral and Energy Resources 
Engineers 50th Anniversary

한국자원공학회

THE KOREAN SOCIETY OF 
MINERAL AND ENERGY 
RESOURCES ENGINEERS 
5 0 t h A N N I V E R S A R Y

1962~2012 년사







한국자원공학회
The Korean Society of Mineral And
Energy Resources Engineers 50th Anniversary

1964년 5월 창간호 1989년 6월 1989년 8월

역대 학회지 변천사

1998년 4월 2003년 2월 2011년 2월



003002

1960년대

1962.4.14 창립총회 ┃ 본회기사 제1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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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 9. 18-20 대한석탄공사 ┃ 총회 및 제13회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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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 4. 30  ┃ 1969년도 제6회 정기총회



◀ 광산학회 정기총회 임기만료 이사 개선
    (매일경제신문 1973년 4월 25일자)

대한광산학회 (회장 김종석)는 24일 상오 광진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금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임기
만료된 23명의 이사중 8명을 개선하고 나머지 15명은 유
임시켰다.

제20회 학술발표회도 겸한 이날 총회에서는 한국원자력연
구소 정호근씨 외 12명이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개선된 8명의 이사 및 감사 명단은 다음과 같다. 
(…생략)

1970년대

1973. 4. 24 대한광업진흥공사 ┃ 총회 및 제20회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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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 8. 16. 학회 사무실 

┃ 이사회 및 입주식 

    (과학기술회관)

1978. 8. 26. 학회사무실 ┃ 친선바둑대회

1977. 11. 20. 서울대학교 ┃ 제1회 친선테니스대회



1980년대

 1980. 4. 26. 자원개발연구소
    ┃ 총회 및 제34회 학술발표회

 1982. 10. 22-23. 강원대학교

   ┃ 총회 및 제39회 학술발표회

 1984. 4. 28. 대한석탄공사 
    ┃ 총회 및 제42회 학술발표회 

 1985. 4. 27. 한국동력자원연구소

    ┃ 총회 및 제44회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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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4. 22-24. 쉐라톤워커힐 & 경주 ┃ 석탄개발 및 보안 국제심포지엄

1987. 10. 24-25. 청주대학교 ┃ 총회 및 제49회 학술발표회



1990년대

1994. 10. 21-22. 전북대학교 ┃ 추계총회 골재자원 FORUM 및 제63회 학술발표회

1992. 10. 16-17. 동아대학교┃ 총회 및 제59회 학술발표회 

1990. 4. 27-28. 서울대학교

┃ 총회 및 제54회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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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2001. 10. 18-19 서울대학교 호암컨벤션센터 ┃ 추계총회, 국제심포지엄 및 제77회 학술발표회

2005. 4. 15-16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제84회 학술발표회



2000년대

2006.11.14~15 강원랜드  

┃ 제87회 학술발표회

2006.11.14 ┃ 정기총회 모습

2008. 10. 16 한양대학교 ┃ 추계총회 제91회 학술발표회

2007. 4. 19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춘계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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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5. 7  서울대학교 호암컨벤션센터 ┃ 석유가스개발 심포지엄

2009. 9. 23 ┃ 정기총회 모습 2009. 9. 24  강원랜드 ┃ 광해방지 국제심포지엄

200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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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5. 6  ┃ 춘계간친회

2010. 5. 7  ┃ 녹색성장과 자원기술 심포지엄

2010. 5. 7  라마다 프라자 제주호텔  

┃ 녹색성장과 자원기술 심포지엄

200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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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0. 20  한국해양대학교 ┃ 제95회 학술발표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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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0. 20-21 ┃ 추계총회 및 제95회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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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2010. 10. 20-21 ┃ 추계총회 및 제95회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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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9. 21  강원랜드 ┃ 제97회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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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원공학회와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의

전신인 대한광산학회의 창립총회가 1962년 4월 

개최된 이래 어언 50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10년 단위로 학회의 발전사를 준비해오지 못한 것이 유

감스럽기는 하나, 다행히도 지난 2002년 학회 40주년을 맞으면서 

이경한 회원(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전 기술정보부장)이 연대별 학회

발전사, 국제교류, 자원관련기관의 움직임, 학문분야별 활동편 등

에 대해 기안한 자료와 원고들이 남아있어 이번 50년사 편찬을 위한 기획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2011년 10월 21일 학회 50년사 제1차 편찬위원회를 개최하여 50년사의 구성

내용을 1962년부터 2011년까지 기획정리하고 원고의 집필진을 선정하였으며 집필진은 다음과 

같다. 

문현구(한양대), 민경원(강원대), 성원모(한양대), 오종기(과학기술연), 이경한(지질자원연), 

이상규(지질자원연), 전효택(서울대), 허대기(지질자원연), 허은녕(서울대).

학회 50년사의 주요 구성 내용은 먼저 총괄편에서 연대별 학회발전사를 창립기(1962~1972), 

정비기(1973~1980), 확대기(1981~1990), 전환기(1991~2000), 국제화기(2001~2011)로 구분

하였고 다음으로 국제교류, 자원관련기관 동향을 다루었다. 학문분야별 활동편에서는 광업일반, 

응용지질 및 응용지구화학, 물리탐사, 개발공학, 자원처리 및 활용, 석유공학, 자원경제 등의 7

개 분야를 다루기로 하였다. 마지막 자료편에서는 역대 학회 임원 명단, 학회 총회 및 학술발표

회 관련 내용 등 학회와 관련된 많은 자료들을 50년사 책자에서는 그 분량을 고려하여 간략하게 

정리하고 자세한 자료들은 부록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학회 50년사 편찬위원회에는 전임회장을 중심으로 전공분야를 고려하여 총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고 50년사의 발간은 2012년도 춘계 정기총회에 맞추어 배포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

나 2012년중 학회 명칭이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에서 한국자원공학회로 변경되면서 발간이 일

년여 지연되었다. 50년사 발간을 위해 자료 정리와 편집에 많은 수고를 하여준 이혜영 실장과 

구건희 양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는 학회발전사가 적어도 10년 단위로 정리되고 발

간되기를 기원한다. 

2013년 2월

편찬위원장  전  효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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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한국자원공학회 회원여러분! 

1962년 4월 14일 대한광산학회로 창립된 우리 학회는 올해가 

만 50주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먼저 오늘날의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가 있기까지 정부, 산업

계, 학계, 연구계에 종사하시는 모든 회원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학회와 우리나라 자원산업이 지나온 발자취는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학회 창립 50

주년을 맞이하여 과거를 되돌아보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여 앞으로 새로운 50년을 준비해

야 하겠습니다.

초창기 산업기반이 취약하던 시기에는 광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자원산업에 대한 선호

도가 높았습니다. 이때는 석탄산업을 주축으로 일반광 개발이 활성화되어 자원산업이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핵심축 역할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70년대에는 2차례의 석유위기로 무연탄 개발과 

대륙붕 석유개발이 추진되어 자원산업의 명맥을 유지하였으며, 80년대 들어 세계적인 경기하

락과 석탄합리화 사업으로 자원산업은 급속히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90년대

의 IMF 사태를 맞아 빈약한 부존자원으로 인해 자원산업이 붕괴되는 고통과 시련의 시간을 보

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학회도 새로운 학술분야로의 변신을 위해 2002년 학회명을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로 

변경하고 전통적인 자원개발 분야보다는 엔지니어링, 탐사공학, 암반공학, 자원활용 분야에 집

중하게 됩니다.

다행히 2005년 이후 중국, 인도 등 신흥공업국의 등장으로 글로벌 자원확보 경쟁이 날로 심

각해지고, 자원가격도 급격히 증가하여 새로운 자원산업의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어 우리 학회

로서는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붕괴되었던 자원산업을 부활시키고 해외자원개발에 소요되는 인력부족을 타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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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전국 9개 대학에 자원개발 특성화대학 사업을 출범시켜 자원개발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

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 자원 확보를 국가 아젠다로 설정하여 지속적인 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고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공기업과 개인 기업에 의한 국내

외 자원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우리 회원들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자원산업의 전성기를 맞이하여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학회활동 참여로 자원산업이 

국가의 미래성장 동력으로 발전하고 학회도 한 단계 도약하는 새로운 50년을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50년사 편찬위원장이신 전효택 전임회장님을 비롯한 편찬위원과 실무집필진, 그리고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학회를 후원해 주신 기업체, 관계기관, 정부에 계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

을 드립니다.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 제25대 회장  허  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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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회가 광업계의 뜻을 모아 1962년 4월 

14일 태화관에서 대한광산학회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지 어느덧 반세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반세기 동안 오늘날과 같이 우리 학회가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해 온 것을 볼 때 선배 회원님들의 수많은 노고가 없이는 있

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학회 출범 당시 우리나라 산업은 주로 농업과 경공업 위주의 산업구조였고, 변변한 수출 상

품이 없는 실정에서 광산물 수출은 외화획득의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서 자원개발 기술력은 

국가산업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광업 기술력은 체계적으로 정

립되지 못한 채 일제시대의 기술과 경험을 답습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

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업기술의 체계적인 정립과 기술교류의 장이 필요하다는 광업계 선지자

들의 판단에 따라 본 학회를 창설하였으며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은 전통적으로 광물원자재와 에너지 다소비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안정적으

로 원자재를 수급할 수 있어야만 지속발전이 가능하나, 우리나라는 자원부존이 빈약하여 해외

로부터 자원을 개발하는데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도 국가 

최우선 정책 아젠더로서 해외자원개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자원개발 

시장의 육상, 해상의 대륙붕 등 개발이 대체로 쉬운 자원은 선진국에서 이미 선점하였으며, 오

지, 심해, 심부 및 극지 등 고난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극한지 자원만이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개

발 후발국이 차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멕시코만 심해유전 기름유출 사고 이

후, 각국의 자원개발 관련 환경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세계적 환경은 우리나라 자원개발 기술자들에게 세계 자원개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적 자원개발 첨단기술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소명을 부여받기에 이르렀다는 것

을 의미합니다. 이는 한편으론 자원개발 기술자들에게는 위기감을 느낄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

로는 최대의 기회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자원개발 학계의 후배 학생회원님 그

리고 연구계와 업계의 회원님들에게 다가온 최대의 기회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 학회는 최첨단 자원개발 기술력을 확보해 나감은 물론이고 이 첨단기술력을 활용할 수 있

는 글로벌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장의 중심이 되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양성된 전문 인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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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자원개발 산업체와의 안정적인 상호유기적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줌으로써, 우리나라 기업

들이 자원개발의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데 있어 우리 학회가 학술적, 기술적 차원에서 산업계

를 앞서서 이끌어 가는데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는 학술적, 기술적으로 놀라울 만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 전환점

에 있는 우리로서는 무거운 중책감을 가지고 향후 반세기는 세계 자원개발 산업의 중심에 우리

나라가 앞장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선배, 후배 회원님들 모두 다함께 힘을 합쳐 

그 역사를 새롭게 쓸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우리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의 창립 50주년을 맞아 학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

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한국자원공학회 제26대 회장  성  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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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 회장님, 전임 회장을 

역임하신 원로 회원님들, 그리고 회원여러분!

1962년 4월 14일 대한광산학회로 창립한 이래 오늘까지 대한

지질학회와 더불어 국내 자원 및 응용지질 분야를 주도적으로 이

끌어온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의 만 50주년 생일을 대한지질학회

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자원의 탐사 및 개발이 절실하던 

1960년대에 창립되어, 자원개발 기술력 향상 및 광업기술의 체계적인 정립을 위한 기술교류의 

장으로서 국가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와 국가 경제의 꾸준한 고도성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국내 광업분야의 국

제 경쟁력이 저하됨과 동시에 암반역학 및 응용지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1989년 ‘한

국자원공학회’, 2003년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로 바꾸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으며, 그동안의 

많은 회원들의 활발한 학술활동을 통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자원개발 전문인력들

이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정부, 산업계, 학계, 연구계에 종사하시는 모든 회원을 아우르는 중추

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 자원산업이 지나온 발자취는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

습니다. 지질자원의 개발과 이에 기인한 환경문제가 서로 상충되는 것으로 인식하기 쉬우며, 

일면 자원개발로 인한 국토의 훼손은 환경문제 및 지질재해를 야기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

러나 이러한 문제는 보다 심도 있는 지질학적 이해를 기반으로 환경친화적 해결이 가능하며, 

환경문제의 효과적인 대응책 제시와 조화로운 개발을 위해서도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의 역할

이 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학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과거를 되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50년을 준비하여, 

세계 자원개발 산업의 중심에 우리나라가 앞장서는 향후 반세기의 역사에 한국지구시스템공학

회가 중심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대한지질학회 회장  유  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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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 회원여러분!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의 창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

다. 나이 50이면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는 知天命이라 하며, 성서

적으로 50주년은 禧年이라하여 7년 주기의 안식년이 일곱 번 지난 

50번째의 해를 기쁨의 해, 은총과 축복을 받는 거룩한 해라고 하여 

숫양의 뿔나팔을 불어 새로운 해의 시작을 알리곤 하였습니다. 

반세기 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시작되는 1962년도에 

창립되어 순탄치만은 않았던 50년의 세월을 지내고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이제,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는 새로운 도약의 또 다른 50년을 맞이하여 학회로써의 진

정한 의미를 알게 되는 기쁨과 은총, 축복을 받는 뜻깊은 해가 아닌가 합니다.

Well-being을 추구하여온 인류 문명사회에서 지구와 자원을 대상으로 연구하고 관련 기술

을 발전시켜온 학회로써는 지난 시간을 반추하고 앞으로의 새로운 50년이란 시간이 어떠한 의

미를 가져다줄 것인가를 생각하여 볼 때입니다. 향후 50년은 자원산업이 과거에도 그러하였듯

이 인류 문명 발전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커다란 변혁을 가져다줄 것으로 예고하고 있으며, 이

러한 시대흐름의 주역이 되고자 한다면 학문적, 기술적으로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사고의 전환

과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마인드, 획기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지구과학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신대륙을 향하여 달걀을 깨뜨려 세

우는 콜럼버스 같이, 에디슨이나 아인슈타인, 잡스와 같이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지혜와 통찰력

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는 만큼 보이고 볼 수 있는 만큼 애정을 느끼게 되며 해야 하는 일에 호기심과 열정

을 가질 때, 우리가 가진 역량이 더욱 커지게 되고 글로벌 경쟁사회에 진정으로 필요한 인간 또

는 조직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단순히 편안하게 걷기 위한 길보다는 뚜렷한 목표가 있는 가기 

위한 길을 가야 하겠습니다. 지천명의 의미를 되새기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뿔나팔 소리와 함

께 변화하는 시대에 앞서 나가도록 하기 위한 학문적, 기술적 토론의 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회원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유대강화와 긴밀한 상호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 창립 50주년을 축하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금년 용

띠 해에 짙푸른 심연에서 창공으로 비상하는 흑룡의 기운을 받아 더욱 발전하는 학회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회장  유  인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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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 회원여러분!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 창립 50돌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 자원산업의 발전을 위

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학계, 연구계, 산업계에 종사하시는 

모든 회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0년을 돌아 보건데, 자원산업은 60년대 국가경제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70년대 들어서면서 두 차례의 석유파

동을 겪었으며, 80년대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석탄합리화사업 등으로 쇠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1997년 말부터 IMF 외환위기로 구조조정의 고통과 시련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습니

다. 2003년~2008년까지는 에너지 및 광물자원 가격의 급등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으

며, 2008년 후반에는 국제 금융위기가 도래하여 국제 자원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지난 50년 동안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는 98차례의 학

술발표회와 수차례의 특별심포지엄 등을 개최하여 자원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습니다. 

자원탐사, 개발, 선광, 제련 및 환경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학술적인 발전에 기여한 회원여

러분들의 열정과 노고에 대해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 국제자원시장은 세계 각국이 자원 확보에 국가적인 역량을 쏟고 있는 가운데 중국, 인

도 등 신흥공업국들이 자원수요의 블랙홀로 등장하면서 글로벌 자원 확보 경쟁은 날로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또한 광업메이저들의 등장으로 인한 독과점의 심화, 신자원민족주의 등 자원무

기화 확산 등으로 인한 자원 확보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자원시장

에서 우리나라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기술경쟁력과 아울러 창의적인 사고 및 도전정신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원영토의 확장을 통한 자원빈국에서 자원부국으로 가기 위해 회원여러분의 역할은 그 어

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광물공사는 에너지광물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라는 

국가적 책무를 다하고, 세계최고의 자원개발 공기업이 되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

다. 회원여러분의 열정과 같이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헤쳐나가리라 믿으며, 회원여러분께서 

자원산업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매우 뜻깊은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의 창립 50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학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고  정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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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 창립 50주년을 진심

으로 축하드립니다. 

1962년 창립한 대한광산학회를 모태로 지난 50년간 우리나라의 

에너지 및 광물자원 개발 분야를 선도하며 국가발전에 헌신해 온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와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와 찬사를 드

립니다. 그동안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를 매개로 자원공학 및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회원 및 산업체들이 협심하여 학문과 기술을 교

류하고 산학협동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오늘날 자원의 불확실성이 점차 커지고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짐에 따라 에너지 자원의 안정

적 확보를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바탕으로 

한국석유공사는 진취적인 도전정신과 창조적 사고를 바탕으로 에너지 강국을 선도하는 세계적 

에너지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석유개발사업을 비롯하여 석유비축

사업, 오일허브사업 및 시추선사업 등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석유개발연구원과 

Global Technology & Research Center를 국내·외로 설립하여 세계적 국영석유회사로 발전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전통 석유뿐만 아니라 오일샌드, 셰일플레이 등 비전

통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해 해외 우수 석유기업 및 학계,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로 국제 수준의 

전문 기술인력 및 연구역량을 꾸준히 양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 원유가스 자주개발률 향

상과 글로벌 석유기업으로서의 초석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의 미래는 대한민

국 에너지의 미래이며,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원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목표는 한국석유공사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달성할 수 없

을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값진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첨단 자원기술의 개발과 산업화를 구현

하는데 공헌해 온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를 비롯 유관 학회들의 조언과 동참이 무엇보다도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원 관련 기술의 선진화와 산학협력의 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

록 학회와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 창립 50주년을 거듭 축하드리며, 학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

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한국석유공사 사장  서  문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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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 임직원 및 

회원여러분!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 창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62년 대한광산학회로 창립된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는 지난 50

년 동안 임직원 및 회원여러분의 끊임없는 연구와 노고가 있었기

에 우리나라 자원 및 에너지 분야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

었습니다. 50년에 이르는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의 반세기 역사 

속에는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한 산·학·연 및 정부기관의 피땀 어

린 노고가 고스란히 배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한국가스공사 역시, 국내 최초로 천연가스 시대를 열어 그동안 천연가스의 안전하고 안정적

인 공급으로 국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공사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

을 존중하며 더 많은 가치, 성장, 보상 추구를 위해 세계 에너지원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천연가스와 관련하여 모든 에너지자원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팩케지딜 등 거래형

태의 다변화, 가스산업 수직일관체제 구축과 전사적인 세계진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계적 

기술수준 확보와 더불어 글로벌 에너지기업으로서의 인류사회 공헌이라는 사회적 책임까지 다

하겠습니다. 북극에서의 가스 자원 확보에서부터 아프리카 모잠비크 대형 가스전 개발 성공과 

더불어 미국에서의 LNG 수출물량을 확보함으로써 한국가스공사는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우리

나라의 보다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에 만전을 기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를 비롯한 학계와 연구기관의 협조로 국제 수준의 연구역

량을 양성하는데 힘쓰며, 이를 바탕으로 자주개발률 향상과 해외사업수익 증대, 생산성향상의 

초석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자원·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산·학·연 모두가 합심해 자원개발사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

다. 오늘의 50년 역사에 이르는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 임직원 및 회원여러분의 발전이 곧 우리

나라 자원·에너지 산업의 발전이기 때문입니다. 

5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를 필두로 관계기관 간에 지속적인 기술교류와 협

력이 이루어져 국내·외 자원개발 산업 기술 발전에 공헌하기를 바라며, 아울러 이런 발전을 

위해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가 든든한 다리 역할을 해주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 창립 50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한국가스공사 사장  주  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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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 회원 여러분! 

자원탐사와 개발, 자원·에너지 분야의 미래 학문 발전을 위해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모임으로 설립된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의 창

립 50주년과 이를 기념한 50년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는 1962년 ‘대한광산학회’로 창립된 이

래, 1960년대 우리나라의 산업화 초기 광업이 국가 주력산업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데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70년대 이후 1, 2차 석유파동 시에는 국내 석탄광 개발을 통해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자원전쟁시대를 맞아 해외자원개발 및 확보가 국가 

최우선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배출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학술단체

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원을 개발하고 확보하기 위해서는 오지(奧地), 극지(極地), 심해(深海)로 진출해야만 

하며, 개발환경이 열악하고 품위가 낮아도 이를 기술력으로 극복해 가면서 자원을 확보해야하

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는 자원 확보의 열쇠가 자본이 아닌 기술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의미와

도 같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귀 학회는 학술적, 기술적으로 많은 업적을 이루었으며 앞으로

도 많은 성과를 통하여 자원 확보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저희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학회는 2006년 광해방지심포지엄을 시작으로, 지난해 광해방지 

국제심포지엄의 성공적인 공동개최까지 끈끈한 인연을 맺어오고 있습니다. 자원개발과 광해관

리 문제는 동전의 양면처럼 별도로 분리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귀 학회와 공단간의 관계 또한 

끊임없이 지속·발전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자원개발에 따른 광해관리 문제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쟁점사항이 되고 있기에 앞으로 함께 해야 할 일들이 보다 많아질 것이라 생

각합니다. 국제적 자원산업 환경변화에 맞추어 저희 공단 또한 ‘제2차 광해방지 5개년 기본계

획’을 수립하였고, 광해방지 R&D로드맵도 재구축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광해관리 신기술 개발

과 더불어 전문인력 양성 등에 많은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공단의 광해방지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의 일선에서 활

동하고 있는 학회 여러분들의 참여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학회 창립 50주년을 축하드리며, 학회와 회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  권  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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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혁

1962

4. 대한광산학회 창립

4. 14 창립총회 개최 (장소 : 태화관)

4 대한광산학회 제1대 김종석 회장 취임

1963 9. 23 사단법인 대한광산학회 인가

1964

4. 24 춘계총회 및 제1회 학술발표회 개최

5. 25 대한광산학회지 제1권 제1호 창간

10. 16 ~ 17 추계총회 및 제2회 학술발표회 개최 (장소 : 대한석탄공사)

1965

4. 24 춘계총회 및 제3회 학술발표회 개최 (장소 : 국립공업연구소)

5 대한광산학회 제2대 김종석 회장 취임

10. 15 ~ 16
추계총회 및 제4회 학술발표회 개최 

(장소 : 대한중석광업 (주)상동광업소)

1966

4. 23 춘계총회 및 제5회 학술발표회 개최 (장소 : 서울대학교)

7. 18 ~ 20 1966년도 하기 광산지학질 세미나 개최 (장소 : 대한석탄공사)

10. 23 ~ 24 추계총회 및 제6회 학술발표회 개최 (장소 : 대한석탄공사 은성광업소)

1967

1. 17 ~ 18 수갱굴하 세미나 개최 (장소 : 대한석탄공사)

4. 29 춘계총회 및 제7회 학술발표회 개최 (장소 : 서울대학교)

5 대한광산학회 제3대 김종석 회장 취임

7. 30 추계총회 및 제8회 학술발표회 개최 (장소 : 인하대학교)

10. 5 시추 세미나 개최 (장소 : 대한석탄공사)

1968

4. 26 춘계총회 및 제9회 학술발표회 개최 (장소 : 대한석탄공사)

7. 26 ~ 27 추계총회 및 제10회 학술발표회 개최 (장소 : 대한철광 양양광업소)

9. 27 제11회 학술발표회 개최 (장소 : 대한석탄공사)

1969

4. 30 춘계총회 및 제12회 학술발표회 개최 (장소 : 대한석탄공사)

5 대한광산학회 제4대 김종석 회장 취임

9. 1 광산보안 세미나 개최 (장소 : 대한석탄공사)

9. 18 ~ 20 추계총회 및 제13회 학술발표회 개최 (장소 : 대한광업진흥공사)

9. 19
채탄과 항내출수문제 광산보안 Symposium 개최 

(장소 :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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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4. 29 춘계총회 및 제14회 학술발표회 개최 (장소 : 서울대학교)

6. 12 세미나 개최 (장소 : 충북 세멘트 제천공장)

10. 9 ~ 10 추계총회 및 제15회 학술발표회 개최 (장소 : 문경초등학교)

1971

4. 9 춘계총회 및 제16회 학술발표회 개최 (장소 : 대한석탄공사)

8. 10 제철, 제련 원료 광물자원의 개발 촉진문제 심포지엄 개최 (장소 : 풍전호텔) 

8. 26 심부개발 심포지엄 개최 (장소 : 대한석탄공사)

10. 17 추계총회 및 제17회 학술발표회 개최 (장소 : 함백고등학교)

12. 6 광산보안 및 광해에 관한 세미나 개최 (장소 : 대한광업진흥공사)

1972
4. 28

춘계총회 및 제18회 학술발표회 개최, 제1회 광산학회상 시상 

(장소 : 대한광업진흥공사)

10. 6 추계총회 및 제19회 학술발표회 개최 (장소 : 대한광업진흥공사)

1973

4. 24 춘계총회 및 제20회 학술발표회 개최 (장소 : 대한광업진흥공사)

5 대한광산학회 제5대 홍준기 회장 취임

9. 28 금광 세미나 개최 (장소 : 대한광업진흥공사)

10. 4 ~ 6
추계총회 및 제21회 학술발표회 개최 (장소 : 한국일보사)

대한광산학회 발전공로상 시상 (수상자 : 김종석 회장)

11. 2 물리탐사에 관한 세미나 개최 (장소 : 대한광업진흥공사)

12. 11 시추 세미나 개최 (장소 : 대한광업진흥공사)

1974

3. 2 광산평가에 관한 세미나 개최 (장소 : 대한석탄공사)

3. 25 광산보안 세미나 개최 (장소 : 대한석탄공사)

4. 26 춘계총회 및 제22회 학술발표회 개최 (장소 : 서울대학교)

10. 12 추계총회 및 제23회 학술발표회 개최 (장소 : 대한광업진흥공사)

10. 30 석탄기술에 관한 세미나 개최 (장소 : 대한탄광협회)

1975

4. 25 춘계총회 및 제24회 학술발표회 개최 (장소 : 대한광업진흥공사)

8. 13 ~ 14 선광, 제련 세미나 개최 (장소 : 국립지질광물연구소)

10. 2 물리탐사 세미나 개최 (장소 : 대한탄광협회)

10. 10 추계총회 및 제25회 학술발표회 개최 (장소 : 삼척탄좌개발)

10. 30 채광 세미나 개최 (장소 : 대한탄광협회)

1976

4. 24 춘계총회 및 제26회 학술발표회 개최 (장소: 대한광업진흥공사)

5 대한광산학회 제6대 홍준기 회장 취임

9. 25 제6회 선광 제련 세미나 개최 (장소 : 자원개발연구소)

10. 29 추계총회 및 제27회 학술발표회 개최 (장소 : 대한광업진흥공사)

11. 20 광산지질 세미나 개최 (장소 : 황륭산업 포천철산)

11. 27 초저주파탐사(VLF) 세미나 개최 (장소 : 자원개발연구소)

12. 11 심부채탄에 관한 세미나 개최 (장소 : 대한탄광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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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

4. 23 ~ 24 춘계총회 및 제28회 학술발표회 개최 (장소 : 영풍광업 연화광업소)

8.  2 심부채탄 세미나 개최 (장소 : 대한석탄공사)

10.  7 추계총회 및 제29회 학술발표회 개최 (장소 : 연세대학교)

1978

4.  22 춘계총회 및 제30회 학술발표회 개최 (장소 : 대한광업진흥공사)

10.  7 추계총회 및 제31회 학술발표회 개최 (장소 : 대한광업진흥공사)

10.  28 제3회 선광 제련 세미나 개최 (장소 : 자원개발연구소)

11.  4 암석역학 세미나 개최 (장소 : 황지 보안지도소)

12.  28 물리탐사 세미나 개최 (장소 : 자원개발연구소)

11.  25 채광 세미나 개최 (장소 : 영풍광업주식회사 부평광업소)

1979

4.  21 춘계총회 및 제32회 학술발표회 개최 (장소 : 자원개발연구소)

6.  20 물리탐사 세미나 개최 (장소 : 자원개발연구소)

8.  27 광산지질 세미나 개최 (장소 : 서울대학교)

10.  20 추계총회 및 제33회 학술발표회 개최 (장소 : 자원개발연구소)

1980
4. 26 춘계총회 및 제34회 학술발표회 개최 (장소 : 자원개발연구소)

10.  25 추계총회 및 제35회 학술발표회 개최 (장소 : 자원개발연구소)

1981

4. 25 춘계총회 및 제36회 학술발표회 개최 (장소 : 한국동력자원연구소)

5 대한광산학회 제7대 김재극 회장 취임

10. 30 ~ 31 추계총회 및 제37회 학술발표회 개최 (장소 : 전남대학교)

1982
5.  7 ~ 8 춘계총회 및 제38회 학술발표회 개최 (장소 : 서울대학교)

10. 22 ~ 23 추계총회 및 제39회 학술발표회 개최 (장소 : 강원대학교)

1983

4. 30 춘계총회 및 제40회 학술발표회 개최 (장소 : 한양대학교)

5 대한광산학회 제8대 현병구 회장 취임

10. 22 ~ 23
추계총회 및 제41회 학술발표회, 우리나라 탄광의 나아갈 길 세미나 개최 

(장소 : 대한광업진흥공사)

1984

4. 28
춘계총회 및 제42회 학술발표회, 우리나라 광업의 육성방안 광업심포지엄 개최

(장소 : 대한석탄공사)

10. 27
추계총회 및 제43회 학술발표회, 우리나라 석탄산업의 생애 광업심포지엄 개최

(장소 : 조선대학교) 

1985

2. 9 암석역학 분과위원회 세미나 개최 (장소 : 서울대학교)

4. 27 춘계총회 및 제44회 학술발표회 개최 (장소 : 한국동력자원연구소)

5 대한광산학회 제9대 전용원 회장 취임

10. 26 ~ 27 추계총회 및 제45회 학술발표회 개최 (장소 : 동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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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4. 12 춘계총회 및 제46회 학술발표회 개최 (장소 : 인하대학교)

7. 1-2 광산지질 분과 세미나 개최 (장소 : 서울대학교)

7. 12 제13회 광물자원활용세미나 (장소 : 한국동력자원연구소)

10. 2 ~ 26 추계총회 및 제47회 학술발표회 개최 (장소 : 전북대학교)

1987

4. 22 ~ 24
International Symposium on Coal Mining and Safety 국제심포지엄 개최

(장소 : Sheraton Walker Hill)

4. 24 춘계총회 및 제48회 학술발표회 개최 (장소 : 쉐라톤워커힐)

5 대한광산학회 제10대 황기엽 회장 취임

10. 24 추계총회 및 제49회 학술발표회 개최 (장소 : 청주대학교)

1988

1. 11 서암 김종석 선생님의 미수기념사업 잉여금으로 서암상 기금 전입

1. 11 대한광산학회 학회상 특별상(서암상) 제정

4. 23 춘계총회 및 제50회 학술발표회 개최 (장소 : 한국동력자원연구소)

10. 22 ~ 23 추계총회 및 제51회 학술발표회 개최 (장소 : 삼척공업전문대학)

1989

4. 22 춘계총회 및 제52회 학술발표회 개최 (장소 : 대한광업진흥공사)

5 한국자원공학회 제11대 박우병 회장 취임

6. 12 사단법인 한국자원공학회로 학회 명칭 변경

6. 24 제6회 암반역학 심포지엄 개최 (장소 : 한국동력자원연구소)

8 한국자원공학회지 발간

10. 20 추계총회 및 석재산업의 현황과 발전 학술심포지엄 개최 (장소 : 한국전력공사)

11. 25 탐사학술전문위원회 학술발표회 개최 (장소 : 석유개발공사)

12. 1
세라믹원료처리기술 자원처리기술 전문위원회 심포지엄 개최 

(장소 : 한양대학교 박물관)

●● 연  혁

1990

3. 24 탐사학술전문위원회 심포지엄 개최 (장소 : 한국동력자원연구소)

4. 27 ~ 28 춘계총회 및 제54회 학술발표회 개최 (장소 : 서울대학교)

5. 25 제15회 자원활용 기술심포지엄 개최 (장소 : 한국동력자원연구소)

6. 23 제7회 암반역학 학술전문위원회 심포지엄 개최 (장소 : 한국동력자원연구소)

10. 26 ~ 27
추계총회 및 요업원료 광물자원의 현황과 전망 학술심포지엄 개최 

(장소 : 광주 신양파크 호텔)

11. 10 응용지질 및 지구화학 분과위원회 학술 세미나 개최 (장소 : 부산수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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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4. 13 물리탐사분과위원회 학술발표회 개최 (장소 :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5 한국자원공학회 제12대 김두영 회장 취임

5. 3 ~ 4
춘계총회 및 지하공간의 개발과 활용 특별 심포지엄, 제56회 학술발표회 개최

(장소 : 인하대학교)

6. 21 제16회 자원활용기술 심포지엄 개최 (장소: 한국동력자원연구소)

9. 27 암반역학 및 개발 견문위원회 공동 세미나 개최 (장소 : 한국동력자원연구소)

10. 2 암반역학 및 개발 견문위원회 공동 세미나 개최 (장소 : 서울대학교)

10. 4 암반역학 및 개발 견문위원회 공동 세미나 개최 (장소 : 한국동력자원연구소)

10. 25 한국광업의 현황 및 진로 특별심포지엄 개최 (장소 : 한국동력자원연구소)

10. 25 ~ 26 추계총회 및 제57회 학술발표회 개최 (장소 : 한국동력자원연구소)

1992

4. 24 ~ 25
춘계총회 및 석유자원의 개발 현황 및 진로 특별 심포지엄, 

제58회 학술발표회 개최 (장소 : 한양대학교)

5. 15 응용 지질 및 지구화학분과 위원회 세미나 개최 (장소 : 공주대학교)

7. 3 제17회 자원활용기술 심포지엄 개최 (장소 : 한국자원연구소)

10. 16 ~ 17 추계총회 및 제59회 학술발표회 개최 (장소 : 동아대학교)

1993

4. 30 ~ 5. 1
춘계총회, 광산개발의 대형화 추진현황 및 전망 특별심포지엄 개최 

(장소 : 대한광업진흥공사)

5. 1 제60회 학술발표회 개최 (장소 : 서울대학교)

5 한국자원공학회 제13대 신방섭 회장 취임

8. 27 제18회 자원활용기술 심포지엄 개최 (장소 : 한국자원연구소)

10. 22 ~ 23 추계총회 및 제61회 학술발표회 개최 (장소 : 강원대학교)

11. 13 이당 홍준기 교수 출연에 의한 기금전입

11. 13 이당장학금 제정

12. 18 자원지질 및 지구화학 전문위원회 세미나 (장소 : 한국자원연구소)

1994

5. 13 춘계총회 및 제62회 학술발표회 개최 (장소 : 서울대학교)

10. 21 ~ 22 추계총회, 골재자원 Forum 및 제63회 학술발표회 개최 (장소 : 전북대학교)

10. 25
‘94 International Symposium for Grain Elevator and Underground Food

Storage 국제심포지엄 개최 (장소 : 서울교육문화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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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4. 28 ~ 29
춘계총회 및 제64회 학술발표회, 최신 엔지니어링 발파 특별심포지엄 개최 

(장소: 한국자원연구소)

5 한국자원공학회 제14대 이정인 회장 취임

10. 20 추계총회 및 제65회 학술발표회 개최 (장소 : 수안보파크호텔)

11. 3 자원 활용 소재 워크샵 개최 (장소 : 한국자원연구소)

11. 7
지반사고 예방을 위한 물리탐사의 활용 특별심포지엄 개최 

(장소 : 서울대학교 박물관)

11. 17 ~ 18 제4회 석유자원 탐사 및 개발 심포지엄 개최 (장소 : 대덕과학문화센터)

1996

 3. 5
국내 무연탄의 소비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발표회 개최 

(장소 : 서울대 에너지·자원신기술연구소)

4. 19 ~ 20 춘계총회 및 제66회 학술발표회 개최 (장소 : 배재대학교)

7. 18 ~ 19
Korea-Japan Joint Symposium on Rock Engineering 

한·일 암반공학 공동심포지엄 개최 (장소 : 서울대학교 호암컨벤션센터)

10. 18 추계총회 및 제67회 학술발표회 개최 (장소 : 한국석유개발공사)

1997

1 한국자원공학회 제15대 양승진 회장 취임

4. 11 ~ 12 춘계총회 및 제68회 학술발표회 개최 (장소 : 동아대학교)

5. 9 1997년도 지하수특별심포지엄 개최 (장소 : 서울대학교 박물관)

10. 31 ~
           11. 1

추계총회 및 제69회 학술발표회, 석회석 활용기술 특별심포지엄 개최 

(장소 : 상지대학교)

1998

1 한국자원공학회 제16대 조동행 회장 취임

4. 17 춘계총회 및 제70회 학술발표회 개최 (장소 : 세명대학교)

10. 23 ~ 24
추계총회 및 제71회 학술발표회, 점토광물자원의 정제 및 활용기술 특별심포지엄 개최 

(장소 : 전남대학교)

1999

1 한국자원공학회 제17대 김옥배 회장 취임

4. 16 ~ 17
춘계총회 및 공동학술발표회 개최 

(장소 : 충남대학교, 공동주최 :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10. 22 추계총회 및 제73회 학술발표회 개최 (장소 : 한국자원연구소)

11. 2 ~ 4
The Second Asia Pacific Symposium on Environmental Geochemistry 

국제심포지엄 개최 (장소 : 서울대학교 호암컨벤션센터)

●● 연  혁



 41

2000

1 한국자원공학회 제18대 이경운 회장 취임

4. 14 ~ 15 춘계총회 및 공동학술발표회 개최 (장소 : 조선대학교)

10. 27 추계총회 및 제75회 학술발표회 개최 (장소 : 인하대학교)

2001

1 한국자원공학회 제19대 오종기 회장 취임

4. 27 ~ 28
춘계총회 및 공동학술발표회 개최

(장소 :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공동주최 :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10. 18 ~ 19

추계총회 및 제77회 학술발표회, 

Application of Geosystem Engineering for Optimal Design of Underground 

Development and Environment in 21 Century 국제심포지엄 개최 

(장소 : 서울대학교 호암컨벤션센터)

2002

1 한국자원공학회 제20대 전효택 회장 취임

3. 15 비철금속자원 활용 및 리싸이클링 워크샵 개최 (장소 : 한국과학기술회관)

4. 26 ~ 27
춘계총회 및 공동학술발표회 개최 

(장소 : 한양대학교, 공동주최 :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8. 14 ~ 18
2002년 청소년 이공계 전공 및 진로엑스포 참가 

(장소 : 중소기업여의도 종합전시장)

10. 16
추계총회 및 제79회 학술발표회, 

Petroleum Development and Production Technology 국제심포지엄 개최 

(장소 : 서울대학교 호암컨벤션센터)

11. 29 지질 환경재해 및 복원기술 심포지엄 개최 (장소 : 대한광업진흥공사)

2003

1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 제21대 이태섭 회장 취임

2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지 발간

4. 22 ~ 23 춘계총회 및 제80회 학술발표회 개최 (장소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4. 30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로 학회 명칭 변경

8. 13 ~ 17
2003 대한민국과학축전, 청소년 이공계 전공 및 진로엑스포 참가 

(장소 : 서울무역전시장)

10. 27 ~ 29
The 7th Pacific Ri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ater Jetting Technology 

제7회 환태평양 국제워터젯학술회의 개최 (장소 : 제주 라마다프라자호텔)

11. 18 ~ 19
추계총회 및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Fusion Technology of Geosystem

Engineering, Rock Engineering and Geophysical Exploration 국제심포지엄 개최

(장소 : 서울대학교 호암컨벤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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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 제22대 이상규 회장 취임

4. 16 춘계총회 및 제82회 학술발표회 개최 (장소 : 강원대학교)

7. 23 ~ 28 2004 청소년 이공계 진로안내 엑스포 참가 (장소 : COEX 인도양관)

10. 19
추계총회 및 International Symposium on Minerals and Materials Processing 

국제 심포지엄 및 제83회 학술발표회 개최 (장소 : 서울대학교 호암컨벤션센터)

2005

4. 15 ~ 16 춘계총회 및 제84회 학술발표회 개최 (장소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8. 12 ~ 21 2005 청소년이공계 진로안내 엑스포 참가 (장소 : 대전무역전시관)

11. 10 ~ 11
International Symposium on Gas Hydrate Technology 국제심포지엄, 

추계총회 및 제85회 학술발표회 개최 (장소 : 서울 aT센터)

2006

1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 제23대 문현구 회장 취임

4. 13 ~ 14
춘계총회 및 제86회 학술발표회, 

해외 에너지·광물자원 개발과 비축 특별심포지엄 개최 

(장소 : 서울대학교 호암컨벤션센터)

8. 11 ~ 15 2006년도 청소년 이공계 진로안내 엑스포 참가 (장소 : 일산 KINTEX)

8. 22 해외자원개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장소 : 국회의원회관)

11. 14 추계총회 및 제87회 학술발표회 개최 (장소 : 강원랜드 호텔)

11. 15 광해방지 특별심포지엄 개최 (장소 : 강원랜드 호텔)

2007

1. 29 전효택 교수 출연에 의한 젊은공학자상 기금 전입

4. 19
춘계총회 및 제88회 학술발표회 개최, 제1회 젊은공학자상 시상

(장소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4. 20
International Symposium on Minerals and Materials Processing 국제심포지엄 개최

(장소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8. 10 ~ 15 2007년도 청소년 이공계 진로안내 엑스포 참가 (장소 : 일산 KINTEX)

9. 14
2007 International Symposium on Mine Reclamation 국제심포지엄 개최 

(장소 : 강원랜드 호텔)

11. 15 추계총회 및 제89회 학술발표회 개최 (장소 : 제주 라마다프라자호텔)

11. 15 ~ 16
지하수/지열과 산업응용 물리탐사 특별심포지엄 개최 

(장소 : 제주 라마다프라자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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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 제24대 민경원 회장 취임

4. 23 ~ 25 춘계총회 및 지구과학 한마당 학술대회 개최 (장소 : 코엑스)

10. 15 2008 광해방지심포지엄 개최 (장소 : 한양대학교 HIT)

10. 16 추계총회 및 제91회 학술발표회 개최 (장소 : 한양대학교 HIT)

2009

5. 6 춘계총회 및 제92회 학술발표회 개최 (장소 : 서울대학교 호암컨벤션센터)

5. 7 2009 석유가스개발 심포지엄 개최 (장소 : 서울대학교 호암컨벤션센터)

9. 23 추계총회 및 제93회 학술발표회 개최 (장소 : 강원랜드 호텔)

9. 24 ~ 25
2009 International Symposium on Mine Reclamation 국제심포지엄 개최

(장소 : 강원랜드 호텔)

2010

1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 제25대 허대기 회장 취임

5. 6 ~ 7 춘계총회 및 제94회 학술발표회 개최 (장소 : 제주 라마다프라자호텔)

5. 7 2010 녹색성장과 자원기술 심포지엄 개최 (장소 : 제주 라마다프라자호텔)

9. 17 2010 광해방지 심포지엄 개최 (장소 : 한양대학교 HIT)

10. 20 ~ 21 추계총회 및 제95회 학술발표회 개최 (장소 : 한국해양대학교)

2011

4. 21 ~ 22 춘계총회 및 제96회 학술발표회 개최 (장소 : 전북대학교)

9. 21 추계총회 및 제97회 학술발표회 개최 (장소 : 강원랜드 컨벤션호텔)

9. 22 ~ 23
2011 International Symposium on Mine Reclamation with Sustainable Development 

국제심포지엄 개최 (장소 : 강원랜드 컨벤션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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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학회발전사

1. 창립기 (1962 - 1972)

대한광산학회 창립 시기 (1962 - 1972)

가. 학회의 창립과정

현 학회는 1962년 4월 14일 창립총회를 태화관에서 갖고 대한광산학회로 정식 출범을 

하였다. 학회가 출범한 1962년도의 우리나라의 산업은 농업과 경공업 위주의 구조였고 변

변한 수출상품이 없어 광산물의 수출이 외화 획득에서 큰 역할을 할 때였다. 경제사회적으

로는 제1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된 첫 해로 사회 전반적으로 잘 살아보자는 구

호를 내걸고 첫 걸음을 내딛는 변혁의 움직임이 시작된 의미 있는 해이기도 하였다. 1963년

도 통계를 보면 당시 우리나라의 1인당 GNP는 미화 100달러로 총 GNP규모가 불과 21.8

억불 정도였다. 광업은 산업구조에서 2% 정도의 생산 비중을 점유하고 있었지만 연간 수출

액 규모 8,680만불의 19.5%인 1,692만불이 광산물을 통해 얻어질 정도로 광업은 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매우 친숙한 분야로 인식되어 있었다. 그러

나 체계적인 기술이 보급되지 못하고 일제시대의 경험에 의존하는 방식이 답습되고 있어 광

업과 관련된 기술의 교류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로서의 학회의 필요성이 광업계를 

대표할 수 있는 분들과 대학교에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1962년 당시 우리나라

에는 광산학과가 설치된 대학교가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인하대학교, 청주대학교, 전북

대학교, 조선대학교 및 전남대학교의 7개교가 있었지만 대학교 모두 시설과 교수진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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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그래도 서울대학교가 교육계를 선도하는 

위치에 있으며 당시 광업계의 원로분들과의 관계 등으로 인해 학회 결성도 자연스럽게 서

울대학교가 중심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변변한 산업이 없던 시절에 그래도 광업은 매우 활

발하게 영위가 되고 있어 산업계의 영향력이 강한 시절이라 학회의 사무실을 을지로에 두는 

것으로 출범하였지만 학회 편집업무를 서울대학교에서 담당하며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뒤

따라 학회 창간호를 발간한 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교로 학회 사무소 위치를 변경하고 학회

의 사무도 서울대학교 광산학과의 행정인력이 함께 처리하는 체제로 운영되도록 바뀌었으

며 이러한 관행은 그 후로도 계속 이어져 현재의 학회 사무실이 마련된 1978년 7월까지 지

속되었다.

1962년의 창립총회에서 이사로 18명을 선출하고 이분들의 추대에 의해 초대회장으로 

김종석 선생님이 선출되었다. 당시에 선출된 이사 18명은 박병화, 백윤흥, 유종, 임성택, 

장의선, 남상조, 채수갑, 송태윤, 김영수, 김용한, 민완식, 김승욱, 권영만, 홍준기, 심중섭, 

전용원, 정영식 및 이강문(존칭 생략)이었고 이들 중에서 상임 이사로 유종, 홍준기, 민완식, 

정영식, 심중섭, 권영만, 임성택 및 전용원의 8명이 선임되었다. 창립총회 당시에는 부회장

으로 3인을 두기로 하여, 초대 부회장으로 유종, 백윤흥 및 홍준기 3인이 선출되었지만 등

기 과정에서 정관이 변경되며 2인으로 바뀌었다.

제1회 상임 이사회가 같은 해 6월 29일 개최되고 이 때 학회의 틀을 잡기 위하여

…1)…전문위원회…구성에…관한…건

…2)…간사…선임의…건

…3)…정회원…입회자격…심사에…관한…건

…4)…지부…설치…및…지부장…선임에…관한…건…이 논의되었다.

당시 전문위원회는 8개 분야로 나누고 각 분야에 4인씩 전문위원을 배속시켜 해당 분야

의 발전을 위한 업무를 담당토록 하였다. 초대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인사는 표 1과 같다.

이들 전문위원들은 당시 광업계를 대표할만한 위치에 있던 산업계, 학계 및 관계 인사들

로 산업계는 탄광 관계 인사들이 많았고, 학계는 서울대, 전북대, 인하대 및 한양대에서, 관

계는 상공부에 근무하는 인사들이었다.

같은 해 8월 10일 서울특별시를 거쳐 당시 상공부 장관에게 학회설립 인가 신청을 하고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전문위원을 선임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시켰

다. 그러나 초창기의 혼란은 피할 수가 없어서 당시의 불편한 통신과 교통수단 때문에 이사

등록과 학회설립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완벽히 갖추지 못하여 정식으로 인가를 받는 데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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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어 신청하고 만 1년 이상 경과한 1963년 9월 2일에서야 비로소 행정

당국의 설립인가가 되었고 9월 23일에 사단법인으로의 등기를 완료할 수 있었다. 이때 서류

미비로 인하여 창립총회 때 선출된 이사 18명 중 감사를 포함한 8명만이 정식으로 등록될 수 

있었고, 서류심의 과정에서 정관 내용의 일부가 당국의 지시로 인하여 변경되기도 하였다. 

그 결과 초대 대한광산학회 임원으로는 

회………………장……………김종석

부…회…장……………유………종,…홍준기

이………………사……………전용원,…정영식

감………………사……………권영만,…민완식

상임이사……………임성택

간………………사……………전용원…이…임명되었다.

또한 최초에 정식으로 등록한 정관은 모두 17조에 달하는 것으로 이는 별도로 정관 변경

에 대한 난에서 소개키로 한다.

학회를 결성하고 우선 한 일은 당시 사회적으로 필요한 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기 위한 

자격검정시험 범위와 기술자에 대한 등급별 분류에 대한 안을 심의해 광업분야의 기술자 양

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 것이고, 학회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학회지 발간을 위한 투고 

규정을 마련하고 편집위원도 아울러 선임하는 등 본격적인 학회지 창간 준비를 1963년 말

부터 시작하였다. 최초의 편집위원회는 1964년 3월 31일 개최되어 원고의 분류와 채택원칙 

및 편집 방향에 대한 기본계획을 심의 결정하였다. 창간호는 1964년 상반기에 발간된 것으

로 인쇄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965년 초에 배부되었다. 이는 당시 원고 수집의 어려움 등으

로 인하여 기획에서 발간까지 8개월이나 소요되었고, 학회를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재정 문

표 1. 초대 전문위원회 및 전문위원

전문위원회 전문위원

개발계획전문위원회 이상규,…안정섭,…김유선,…유………종

광산지질전문위원회 심중섭,…정창근,…정찬수,…전용원

물리화학탐광전문위원회 홍준기,…현병구,…이헌기,…이당훈

시추전문위원회 임성택,…황충운,…조국형,…김규일

광산시설전문위원회 김종석,…민완식,…전영룡,…김동기

채광전문위원회 김재극,…정영식,…장의선,…김만곤

선광선탄전문위원회 남상조,…송태윤,…손병찬,…이강문

광산보안전문위원회 백사익,…허병구,…한정석,…유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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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회원들의 회비 납부가 지지부진하여 몇몇 대형 광업회사의 찬조금에 의존하는 형편이

라 원고료도 충분히 지급할 수 없는 열악한 사정 때문이었다. 오늘날에야 원고를 학회지에 

수록하려면 저자가 심의료를 납부하지만 당시에는 저자에게 원고료를 주는 체제였고 이러

한 체제는 그 후로도 지속되었다.

당시의 보문투고 규정은 오늘날과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큰 흐름은 변함이 없고 대신 시

대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회원 각자의 연구뿐만 아니라 외국 기술의 보급 측면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어려운 초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김종석 초대 회장님이 「학회가 

발전하는 길」 이란 제하의 창간사에서 회원들의 동참이 없이는 학회 발전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시며, 회비 납부와 논문 투고를 독려하는 등 학회가 정상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정관

창립총회에서 기초되었던 정관은 허가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허가 부서의 요청으로 변

경되는 곡절을 거치며 모두 17조로 확정되었다. 이후 여러 번의 개정과 조정을 거치며 당초

의 17조가 1968년도에는 34조로 확대 변경되어 현 정관의 틀을 갖추게 되었다. 본회의 정

관 중 중요한 변경사항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초기에는 없었던 종신회원, 준회원, 학생회

원 제도와 평의원 제도가 신설되었고 학회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지부를 설치할 수 있도

록 한 점을 들 수 있으며 최초에는 없던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고 당시의 인플

레에 따라 회비인상도 뒤따랐다. 최초 정관에서 전면 조정되기 전까지 조문별로 변화된 내

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최초 ~ 1968년도

제1조 본회는 사단법인 대한광산학회라 칭한다.

제2조 본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가 103번지에 둔다.

 ( 둔다 를 두고 필요에 따라 지역 및 직장별로 지부 및 분회를 둘 수 있다. <1964. 11. 19>)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릉동 445번지에 두고 로 수정 <1965.10.15>)

제3조 본회는 한국의 광산학을 전공한 학자 및 기술자가 단합하여 친선을 도모하며 

 광산학술 향상과 국책에 순응하여 광업진흥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좌기의 사항을 시행한다.

 1. 광산학술에 관한 연구, 조사, 지도 및 보급

 2. 광산학술에 관한 강연회, 전람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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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광산학술에 관한 도서 및 잡지 간행

 4. 광업정책건의

 5.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 본회 회원은 좌의 3종으로 한다.

 1.. 명예회원 - 학식, 덕망이 높은 국내외 인사로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추천한다.

 2.. 찬조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인사 또는 단체로서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의하

여 선정한다.

 3.. 정회원 - 광산학을 전공한 학자 및 광산기술자로서 상임이사회의 심사를 받은 자는 

본회 정회원이 될 수 있다.

 4.. 준회원 - 공업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광산기술자로서 상임이사회의 심사를 받은 

자는 본회 준회원이 될 수 있다.<신설 1965. 10. 15>

 5.. 학생회원 - 광산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으로서 상임이사회의 심사를 받은 자 

   <신설 1965.10.15>

제6조 본회에 좌의 기구를 둔다.

 1. 총회 - 정회원으로서 조직한다.

 2. 이사회 - 총회에서 선출한 이사로서 조직한다.

 3. 상임이사회 - 이사회에서 선출한 상임이사로서 조직한다.

 4. 각종전문위원회 - 상임이사회에서 선출한 각종 전문위원으로 조직한다.

 5. 지부 및 분회, 지역 및 직장단위의 회원으로서 구성한다.<신설 1964. 11.19>

제7조 각 기관의 기능은 여좌하다.

 1. 총회

   1) 정관의 개정

   2) 해산의 의결

   3) 이사 및 감사의 선임

   4) 각 기관의 사업보고의 승인

   5) 사업계획 및 예산 및 결산의 의결

 2. 이사회

   1) 회장 및 부회장의 선임

   2) 상임이사의 선임

   3) 고문 및 명예회원의 추대

   4) 총회에 제출할 의안 작성

   5)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의결 및 집행

   6) 총회 휴회 중의 직능 대행

   7) 기타 중요한 사항의 의결 및 집행

 3. 상임 위원회

   1) 각 전문위원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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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총회의 예산편성 및 결의된 예산의 집행

   3) 이사회의 결정한 사항의 집행

   4)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의결 집행

   5) 기타 중요사항의 집행

 4. 각종 전문위원회

   1) 상임이사회에서 결정 또는 위임된 사항의 연구심의

   2) 회장의 자문사항에 대한 협의

   3) 담당 사업에 필요한 조사연구

제8조 본회에 좌의 임원을 둔다.

 1.. 고문 – 약간 명, 본회의 자문에 응하며 각종 회의에서 본회 목적달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한다.

 2.. 회장 - 1명, 이사를 겸임하고 본회를 대표하여 회의 일체 사무를 총리하며 각 회의의 

의장이 된다.

 3.. 부회장 - 2명, 이사를 겸임하고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연장순위로 회장

을 대리한다.

 4.. 이사 - 6명 내지 10명, 이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10명 내지 15명으로 변경 <1968. 4.16>)

 5.. 상임이사 - 1명 내지 3명, 상임이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3명 내지 5명으로 변경 <1968. 4. 16>)

 6. 각종전문위원 - 각 약간 명, 각종 전문위원회의 구성원이 된다.

 7. 감사 - 2명, 감사는 본회의 업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8. 본회의 사무를 처리키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9.. 평의원 약간 명.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본회 자문에 응한다. 

<신설 1966. 10.23>

제 9조 이사(회장 및 부회장 포함)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

아야 하고 그 임기는 2년간으로 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주무부장관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로 변경 <1964. 11. 19>)

제10조 본회의 회의는 여좌하다.

 1.. 총회 - 총회는 매년 4월중에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이사회의 요청에 의하거나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 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개회성원은 정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을 요한다.

 2.. 이사회 -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시에 이를 소집한다. 개회성원은 이사 과반수이상의 

출석을 요한다.

 3.. 상임이사회 - 상임이사 3분지 1의 요구가 유할 시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4.. 각종 전문위원회 - 이사회의 예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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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타 회의

제 11조 각종 회의의 의결은 출석인원의 다수결로서 정하고 가부동수인 시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12조 총회 이외의 각종 회의는 집합을 생략하고 서면결의로서 할 수 있다.

제13조 각종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제14조 재정

 1.. 본회 경비는 좌기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비 - 회비는 정회원 백원의 입회금과 정회원 사백원의 연차회비로 한다.

     (연차회비 및 8천원의 종신회비로 한다. <개정 1965. 4.24>)

     •. 정회원 및 준회원 백원의 입회금과 정회원 및 준회원 사백원의 년차 회비 및 팔천

원의 종신회비로 하며 학생회원 백원의 입회금과 이백원의 연차회비로 한다. 

        <수정 1965. 10.15>

     •. 정회원 및 준회원은 백원의 입회금과 육백원의 연차회비와 만이천원의 종신회비로 

하며 학생회원 백원의 입회금과 삼백원의 연차회비로 한다. 

        <수정 1967. 7. 30>

   2) 찬조금

   3) 보조금

   4) 잡수입

   5). 정회원의 입회금 및 종신회비, 보조금은 회관건립 기금으로 별도 적립하고 차 기금

은 타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신설 1965. 4. 24>

 2..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3.. 각 항목의 예산외 지출은 전체 예산을 초과치 않는 한 상임이사회의 결의로서 집행할 

수 있다.

 4.. 추가예산 및 특별예산이 필요할 시는 이사회의 결의를 요한다. 긴급 시는 상임이사회

의 결의로서 지출하고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5조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규약을 위반한 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제명 처

분한다.

제 16조 본회를 해산할 시는 본회원 3분지 2이상의 동의를 득한 후 주무부 장관의 인가로

서 해산한다. 단 해산할 시는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다.

제 17조 본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허가일로부터 시행하며 정관 변경 시는 총회의 결의

를 거쳐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무부장관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로 

변경 <196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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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도 신 정관

모두 9장 34조로 구 정관 내용을 정리 및 보완하여 현 정관의 기본 틀 역할을 하고 있다. 

구 정관에서는 장 구분이 없었으나 신 정관에서는 장과 조에 대한 제목을 추가하고 임원

의 임 기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대폭적인 손질이 있었다.

장과 조의 제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   목적

제1조   목적 제2조  사업

제2장   명칭과 주소

제3조   명칭 제4조  주소

제3장  회원 자격

제5조  회원자격 제6조  회원의 권리·의무 

제7조   회원의 탈락 제8조  회원의 제명

제4장  임원

제 9조  임원의 종류와 정의 제10조  임원의 임기 

제11조  임원의 선임 방법 제12조  회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제13조  이사의 직무 제14조  회장 직무대리자의 지정 

제15조  감사의 직무

제5장   총회

제16조  총회의 기능 제17조  총회의 소집 

제18조  총회의 결정 제19조  총회 소집의 특례    

제20조  총회 의결 제소사유

제6장  이사회

제21조  이사회의 기능   제22조  이사회의 결정 족수

제23조  이사회의 소집   제24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제25조  서면회의

제7장   자산 및 회계

제26조  자산 및 회계 제27조  회계연도   제28조  세입 세출 예산

 

제8장  해산

제29조  해산 제30조  해산법인의 재산 귀속

제9장   부칙

제31조  정관개정 제32조  시행세칙 

제33조  정관효력 제34조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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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

1963년도의 결산 내역을 보면 연간 수입이 47,500원인데 모두 찬조회비 명목이었고 회

원들의 회비 납부는 하나도 없었을 정도로 학회의 운영은 전적으로 몇몇 광산회사들의 찬조

금에 의해 이루어졌다.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이 100불 수준으로 현재의 약 1/90에 불과한 것

을 감안하면 초창기의 수입 규모는 오늘날의 기준으로 대략 500만원으로 추정될 정도로 매

우 영세했고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이해가 된다. 정관 변경에서도 

밝혔듯이 당시 인플레가 심해 물가상승 요인을 감안해 매년 약간씩 회비를 인상했고 또 종

신회원제도 등 회원의 종류도 넓혀 회비 수입 증대를 지속적으로 꾀했지만 재정의 가장 큰 

몫은 산업계로부터의 찬조금으로 연간 예산의 70% 이상을 점유했다. 종신회원제도는 65년

도 제2회 정기총회 때의 정관 개정에 따라 신설되었다. 이는 당시 추진하고 있던 회관건립

에 필요한 기금을 단기간에 모으려는 목적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종신회비의 규모는 정회원 

연회비 20년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종신회비는 모두 기금으로 적립하였다.

연도별 예·결산 내역을 중심으로 당시의 재정상황을 살펴보면 표 2와 같이 수입은 광업

회사들의 찬조금에 의존하며 매년 증대되어 64년도의 50만원 대에서 70년에는 350만원대

로 7배나 규모가 커졌다. 찬조금이 수입에서 점유하는 비중도 한때는 80%를 넘어선 경우도 

있을 정도로 커서 평균 70%대 이상은 유지했다. 반면 회원들에 의한 회비는 항상 10%도 못

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표 2. 연도별 수입 규모 추이

수입액(원)

연도 총액
찬조금 회비 기타

금액 % 금액 % 과기처 잡수입

1964 524,597 395,000 75.3 39,500 7.5 90,097

1965 659,245 509,000 57.7 75,400 8.5 72,015

1966 1,264,438 1,022,000 60.2 107,900… 6.4 134,538

1967

1968

1969 2,402,631 2,089,000 84.0 202,710 8.2 128,921

1970 3,532,512 2,773,000 78.5 192,300 5.4 567,212

1971 3,570,797 2,419,000 386,481 400,000 365,316

1972 3,148,611 2,502,500 224,000 350,000 7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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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회관건립 기금 조성 규모

연도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조성액(원) 36,286 40,273 53,600 99,010 13,300 143,081

당시의 찬조회원사에는 석공, 대한중석, 대명, 대한철광, 함태탄광, 강원탄광, 대성탄광, 

봉명 등 거의 모든 상위 광업소가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 산업체의 후원으로 재정적

으로는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광업소에 대한 

자금 융자는 광진공에서 심의하는 체제였고, 이 융자를 심의하는 위원들 대부분이 학회 회

원이었기 때문에 회비를 찬조 받는 일에 큰 어려움은 없었고, 실무자가 잘 모르고 회비를 

받으러 간 학회 관계자에게 미루기라도 했다가는 상사에게 불려가 꾸지람을 당하는 정도의 

분위기였다. 1970년에는 처음으로 과학기술처에서 국가보조금으로 400,000원이 지급되기 

시작하여 재정에 큰 도움을 주었다.

이와 같이 비교적 넉넉한 재정 형편 때문에 이월금의 규모도 수입액의 17% 선에 이르러 

70년도 결산 내역을 보면 이월금이 총수입의 18.4%에 달하였다. 당시 정관을 개정하며 추

진하던 회관건립을 위한 기금 조성은 65년도에 이월금 대부분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첫해에 

36,286원이 모였으나 기금원이 정회원의 입회금, 종신회비 및 보조금으로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연차별 조성 금액 규모는 인플레를 쫓아가지 못할 정도로 작았다.

나. 회원 분포 추이

초창기의 회원 입회원서가 시일이 오래 지나고 수차의 이사를 겪으며 없어지고, 입회원

서를 내지 않고 직장단위나 개인적으로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도 많아 시기별로 정확한 회

원의 분포를 알기는 힘들다. 학회지에 수록된 회원 명단을 기준으로 회원의 변화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64년 결산서에 의하면 64년도에 정회원으로 입회한 회원이 79명으로 되어 있으나 명단

은 찾을 수가 없고 최초로 회원 명단이 활자화된 것은 1966년도로 학회지 2권 제3호에 입

회원서에 의거한 정회원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동 명단에는 모두 186명이 등재되어 있으며 

이들을 직장별로 분류하면 표 4와 같이 당시의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석탄업계를 주로 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0년대 초반에는 주탄종유 정책으로 탄광개발이 활발히 진전되고 있

을 때였다. 국가적으로도 5·16 군사혁명 이후 강원도에 부존되어 있는 지하자원을 개발해 

국가산업 재건의 원동력으로 삼으려는 정책적인 의지의 발로로 태백산 일대에 대한 지질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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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실시하고 태백선을 부설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 전국적으로 자원개발 붐이 조

성되었고, 이에 따라 광업계는 매우 활기찬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산림녹화와 에너지

원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벌채를 금지시키고 녹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무연탄으

로 민수용 에너지를 해결하기 위해 석공을 중심으로 탄전개발사업이 본격화되던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다. 그러나 연탄파동을 겪으며 67년도에 정부의 정책이 주유종탄으로 전환됨에 

따라 많은 탄광업계가 재고 누적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감원 등이 뒤따랐다. 이러한 시대적

인 배경 때문에 탄광업계를 중심으로 증가하던 신입회원이 일반광을 중심으로 하는 체제로 

바뀌었다. 관계에서는 지질조사소와 광업연구소의 직원이 대거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당시 

상공부 직원도 일부 가입하였다.

학회 구성원의 직장이 전국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회원들의 요

구사항을 학회 운영에 반영키 위해 정관 개정을 통해 지부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근

거로 하여 직장별 분회를 1966년 말에 결성하였다. 처음에는 직장별로 회원 수가 많은 곳을 

골라 17개 분회를 구성하였는데 대한석탄공사는 회원도 많고 산하 탄광들이 산재되어 있기 

표 4. 연도별 신입 정회원 분포

석탄광 일반광
학계 관계 기타 계

석공 강원 함태 봉명 옥동 기타 대철 대중 영품 물금 기타

1965 60 7 18 11 13 4 5 12 7 6 24 11 6 186

1966 21 6 1 4 1 21 7 8 8 1 5 83

1967 2 1 11 12 3 1 7 44 8 89

1968

1969 4 4 5 15 3 2 12 3 25 1 74

1970 1 9 1 10 3 8 32

표 5. 연도별 신입 준회원 및 학생회원 추이

연도 준회원 학생회원

1965 6 3

1966 6 13

1967 4 16

1968

1969 2

197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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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광업소별로 분회를 두어 7개(본사, 장성, 은성, 도계, 영월, 함백, 화순)로 가장 많았

고, 대한중석은 대부분이 상동광업소에 근무하기 때문에 본사와 달성에도 회원이 있지만 상

동에서 분회를 관리하였다. 이외에 분회가 구성된 직장은 대한철광, 한국광업제련공사, 강원

산업, 봉명흑연, 인하공대, 전북공대, 국립지질조사소, 옥동탄광 및 물금광산의 9개소였다. 

그러나 그 후 보다 분회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분회를 늘려 67년 초에는 광

업소별, 대학별 및 직장단위로 세분하여 29개로 되었다.

●●…임원

초기의 정관에는 오늘날과 같은 임기제도가 없이 회원들의 추대에 의해 일단 선임되면 

회장직에 연속해서 유임할 수 있었다. 초대 회장으로 추대된 김종석 회장은 당시로서는 몇 

안되는 광산분야의 정규 교육을 받은 광업계 인사로 해방 후 상공부 광무국장을 역임하시

고 한국광업진흥주식회사 이사를 거쳐 서울대에서 광산기계, 측량학 등의 강의를 맡으신 광

업계의 원로분의 하나로 신망이 두터워 회원들의 추대에 의해 초대 회장으로 취임하신 후 

1973년까지 초창기의 학회를 계속 이끌어 오셨다. 부회장으로는 서울공대의 홍준기 교수와 

산업계에서는 유종 대한탄광 사장이 초대부터 김종석 회장과 호흡을 같이 하며 초기의 어려

운 재정문제와 회원확보를 적극적인 성격과 영향력을 바탕으로 해결해 학회 발전의 초석을 

공고히 다졌다.

상임이사진은 초대에는 임성택(당시 평택흑연 사장)씨 1인이었으나 그 후 백사익(당시 

대한석탄공사 기술이사), 송태윤(당시 대한석탄공사 기술연구소장), 전용원(당시 서울공대 

조교수), 정영식(당시 한양공대 부교수) 및 정창근(당시 대한중석 기술이사)씨의 5인으로 확

대되었고, 이사진도 초기의 2인이 계속 증가해 70년도에는 17인으로 증가했다. 1966년도 

정관 개정으로 임기제로는 유일하게 2년 임기의 평의원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그해 11월 8

일 개최된 제3회 이사회에서 5개 지역에서 9인의 산업계 및 학계 인사를 초대 평의원으로 

선출하였고 이러한 인선은 그 후로도 계속되었다. 평의원 제도는 당시 일본 광업회의 운영 

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이들 평의원의 역할은 학회의 자문에 응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광업계

에 영향력이 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대학교와 산업계의 광산 소장들 중에서 선임하였다. 

다. 학회활동

최초의 학술발표회는 1964년에 개최되었다. 당시만 해도 학회로서의 면모가 제대로 갖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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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지 않은 상태로 회원들에게 학술발표회를 알리고 발표를 독려할 계제가 되지 않았던 관

계로 어떠한 학술적인 성과보다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소개를 하였다. 당시에 발표된 내용은,

1)…물리탐사의…성과에…대하여…(국립지질조사소…물탐부장…조국형)

2)…Diamond…bit공업에…대하여…(고려다이아몬드주식회사…회장…임성택)…

이었다.

당시만 해도 광업계가 매우 활발히 돌아가던 때라 그 후의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되는 내

용들의 대부분이 현장에서 직접 부딪치며 해결한 내용이었고 학계에서도 새로운 분야에 대

한 소개와 현장에서의 적용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상호간의 기술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기회로 활용되었다.

 1964년도 12월 21일 개최된 제6회 이사회에서는 65년도 기본사업으로 학회의 기본 목

적 달성을 위해

①…광산학술에…관한…연구조사,…지도…및…보급

②…광산학술에…관한…강연회…및…전람회…개최

③…광산학술에…관한…도서…및…회지의…발간

④…광업정책…건의

를 하기로 하고, 학회조직의 강화를 위해서는

①…분회조직…강화

②…회원…증모

③…각종…회의의…정례화…

등이 논의되었다. 이때 학술발표회를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정례화하고 광산학회지를 연 

4회 1,500부씩 발간하고 정기총회를 비롯한 각종 회의의 개최 회수를 확정하여 그 후 학회 

활동은 이때의 결정을 기준삼아 하게 되었다. 이 때 세미나 개최를 비롯해 학술도서를 발간

키로 결의하고 1966년 7월 18~20일에는 하기 광산지질학 세미나를 석공 회의실에서 한국, 

미국 및 일본 전문가가 발표를 했고 1967년 1월 17~18일 양일에 걸쳐 당시 초미의 관심이

었던 수항 굴하에 대한 세미나가 같은 장소에서 개최되었다. 

이렇게 광산기술을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의 세미나는 그 후로도 계속 이어져서

…1967.…10.…5.…시추…세미나

…1970.…6.…12.…노천채굴…세미나

가 개최되었다.

당시만 해도 일본식 용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던 광업계에 우리식 용어를 보급하려는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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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1967년 11월 25일 개최된 제27회 이사회에서 광산공학 Hand Book 편찬을 결정하

고 동년 12월 6일 금속연료연구소에서 제1회 광산공학 Hand Book 편찬위원회를 개최했다. 

모두 4편으로 구성한 1260면짜리의 방대한 책자를 발간키로 의견을 모으고 위원장에 김종

석 회장, 간사에 김동기 서울공대 교수를 선임하였다.

●●…학술발표…분야별…추이

67년도 주유종탄 정책으로 전환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탄광개발은 매우 유망한 사업 분

야였고 자연히 관심의 초점도 탄광작업의 효율화에 맞춰져서 학술발표의 내용도 대부분이 

탄광작업과 관계된 것이었다. 

1964년 10월 16일 개최된 제2회 학술 발표 시에는 모두 8편이 발표되었는데 이중 6건이 

탄광 개발과 관련된 것이고 물탐분야 1건 및 시찰보고 1건이었다. 발표 내용도 고속굴진, 장

벽식 채탄법을 비롯한 Shaft sinking 등 모두 채탄 효율 제고를 통한 생산성 향상 분야이어

서 그만큼 탄광업계가 호황이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제3회 학술발표회는 1965년 4월 7일 서울 동숭동에 위치했던 국립공업연구소 강당에서, 

제4회는 동년 10월 15일 상동광업소에서 각각 개최되었다. 이때 갱도 유지에 필수적인 지압

측정 등 광산재해와 관련된 발표가 있었고, 급경사 무연탄의 Top slicing법에 대한 소개 등 

발표 영역의 다변화가 시작되었다.

제5회는 1966년 4월 23일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제6회는 1966년 10월 23일 은성광

업소에서 개최되었다. 제5회는 발표 내용이 더욱 다양해져서 지하수와 해양광물자원까지 

다루고 있고 6회 때는 일반광에서의 선광에 대한 발표 비중이 높아진 특성을 보였다. 지하

수는 1965년 9월초 청와대에서 가뭄으로 벼농사를 제 때 하지 못하는 일을 방지키 위한 목

적으로 지하수개발 회의가 개최되었고 이 때 물리탐사법으로 지하수탐사가 가능하다고 홍

준기 선생님이 역설하셔서, 현병구 교수와 같이 호남지역에서 탐사를 하게 되어 그 결과를 

학회에서 발표하게 된 것이다. 해양광물자원은 국립지질조사소에서도 대륙붕에 광물자원이 

부존할 가능성이 크다는 인식하에 해저지질 및 탐사사업을 수행하고 있던 참에 1966년 9월 

미국 헌테크사 기술진이 CCOP후원으로 포항근해에서 에어건에 의한 해상음파와 자력탐사

를 최초로 실시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제7회와 제8회 학술발표회는 1967년 4월 13일 서울대학교 교수회관과 동년 7월 30일 인

하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산업계보다는 학계가 중심이 되어 발표가 되었는데, 이는 당시 

에너지정책의 대전환으로 말미암아 탄광업계가 불황에 시달리기 시작한 사회적 변화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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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이러한 여건 변화 때문에 68년 4월 26일 석공에서 개최된 제9회 학술발표회에서는 

일본금속광산시찰 보고와 한국 석탄산업의 방향과 같은 주제가 발표되었고, 10회 때는 양

양철산에서 68년 7월 26일 개최되며 금속광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내용이 전환되

었다. 제11회 학술발표회는 암석굴진 세미나와 주제를 같이 하여 석공에서 68년 9월 27일

에 개최되었다.

라. 광산학회상 제정

1972년 1월 14일 개최된 제44회 이사회에서는 광산학회상에 대한 시상 규정안을 심의하

여 확정시켰다. 본 상은 광산기술에 관한 조사 연구 개발 및 기술진흥에 공로가 큰 회원에

게 수여함으로써 학회활동을 활성화시키며 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으로 초기에는 매년 정기총회 시에 본상과 장려상으로 나누어 수여토록 규정되었지만 그 

후 상의 종류를 오늘날과 같이 학술상, 기술상 등으로 변경하였다.

1972년도 최초의 광산학회상은 본상 수상자가 없이 장려상에 당시 지질조사소에 근무하

던 서정훈 씨가 결정되었고, 추후 기술상으로 봉명탄광 Grouting 공사를 한 정병일 소장과 

임상택 차장(당시)이 공동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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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4월에…우리…학회가…창립함에…있어서…불초가…초대…학회장으로…피

선된…것은…본인으로서는…천만의외의…일인…동시에…무한한…영광으로…생각되

므로…성심성의로…학회를…위하여…노력할…것을…결의하고…사양치…않고…수락하

였던…것입니다.…사단법인…인가를…얻는…데에…일…년…반이나…걸렸을…뿐…아니라…

변변치…못한…창간호의…간행에…팔개월여나…걸린…것을…생각할…때에…우리의…

힘이…지극히…미약함을…깨닫는…동시에…성의의…연약함과…노력의…부족함을…자

인하는…바입니다.…그간의…경과를…말씀하면…창립총회에서…선임된…이사진은…

18명이었으나…서류미비…등…사유로…인하여…실제로…등록된…이사진은…8명(감사포함)에…불과하였고…창

립당시의…정관이…대폭…개정된…것은…당국의…지시에…의한…것입니다.…사업에…있어서는…정규회비는…전연…

수입되지…못하였고…주요광업회사들의…찬조금만으로…겨우…창간호만을…발행하게…된…것입니다.…앞으로…

우리…학회가…궤도에…오르려면…회원…각자의…활발한…연구발표와…더불어…해외의…기술을…충분히…소개하

여…회원…기술연마에…힘쓰는…동시에…정규회비의…정상적…수입으로…가치…있는…학술회지가…연발될…것이…

필요조건입니다.…거금의…기부나…다액의…찬조만을…의지함은…정당한…운영방식이…아닐…뿐…아니라…원활

한…학회운영이…불가능할…것이고…관공적…보조나…조성책을…바라기는…기적을…바라는…것과…같은…것인즉…

우리는…우리들의…힘…만에…의지함이…가장…정당하고…가장…가능성…있는…일인…줄…압니다. 

(1964년 5월 창간사에서)

일하는…해를…맞이하여…우리…학회로서는…작년의…2배에…해당하는…사업계획과…연간…80여…만원의…소

요수지예산을…수립하였을…뿐…아니라…장래의…학술전망을…완성하기…위하여…선결문제로…회관건립을…목

적으로…건립기금…축모사업을…시작하고져…합니다.…회관이…건립되면…연구시설과…기관을…설립하여…특

성…있는…우리…민족의…두뇌를…첨단적…학술연구에…활용함으로서…세기의…학술계에…선도적…역할을…하고

져…함이…우리의…꿈…아닌…이상인…것입니다.…이…이상이…실현되기…위하여는…먼저…우리…회원…각자의…성의

와…노력이…필요한데…작년의…우리…회원들의…성의와…노력은…좀…부족하였던…것이…사실입니다.…우선…회

비납입성적을…보면…몇몇…분회에서는…분회회원…전원이…일치…완납하였지만…그…반면에…전연…무반응으

로…일인도…납입자가…없는…분회…역시…비일비재입니다.…

다음에…회원의…기술…활동에…있어서는…비교적…좋았다고…볼…수…있는바…체계…있는…연구논문과…내용…

있는…해설보문이…발표되어…초창기의…학회지로서는…비교적…가치…있는…회지이었다고…자부하는…바이오

나…물론…외국의…특히…선진제국의…그것에…비하여…아직…충분치…못한…것이었음도…사실입니다.…앞으로…

더욱…학계뿐…아니라…업계에서도…연구에…노력하시기를…바라오며…특히…당분간은…선진국의…기술소개에

도…노력하여…우리의…학술…및…기술수준향상에…힘…써…주시기를…바라는…바입니다. 

(1965년 3월 권두사에서)

제1대~제4대…(1962.4…-…1973.4)…김종석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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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비기 (1973 - 1980)

정비기(1973 - 1980)

73년에 발발한 중동전쟁으로 인한 석유 값의 폭등은 그동안 주유종탄 정책을 유지하던 

우리나라에는 에너지원 확보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다시 주

탄종유로 에너지 정책의 기본을 변경하고 국내 부존 무연탄 개발에 힘쓰는 한편 대륙붕 개

발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는 등 에너지를 비롯한 광물자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시

기였다. 이에 따라 많은 수의 탄광과 일반광들이 새로 개발을 시작하였으며 그만큼 이를 뒷

받침할 기술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특히 포철의 가동으로 인해 수출만 하던 광산물의 대량 

수입이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등 산업화의 서막이 열리던 시기이기도 하다. 

학회에서도 변화가 일어나 초대에서 4대 회장이시던 김종석 회장 대신 그동안 부회장

을 맡아 오던 홍준기 교수가 회장직을 73년도에 인계받아 학회 운영시스템을 새로 시작하

였다. 홍준기 회장은 74년도부터 81년 5월까지 제5대와 6대 회장으로 재임하며 학회발전에 

필수적인 재원 확충에 초점을 맞추고 노력하였지만 5대 회장으로 3년, 6대 회장으로 5년을 

재임하여 「총통」이란 별명을 얻기도 하였다. 81년도에는 장기간 회장직을 유지함에 따른 회

원들의 불만이 노출되며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 회장직을 후임자에 인계하는 전례를 남겨 학

회운영 민주화의 싹을 틔운 해라고도 볼 수 있다. 특히 이 기간은 우리나라 광업의 전성기

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광업활동이 활발하였고, 학회 활동도 매우 활발했던 시기여서, 각종 

기술관련 세미나가 빈번히 개최되고 특별 강연 등을 통해 각 분야의 장래를 조망하는 빈도

가 증대하였다. 더욱이 그동안 국립기관이던 지질광물연구소를 재단법인으로 전환시켜 지

질과 광물자원에 대한 국내 유일한 연구기관인 자원연구소로 1976년도에 출범시킴에 따라 

많은 전문 인력이 유입되어 학회를 중심으로 하는 학술활동도 보다 체계화 되고 질적으로도 

괄목할만한 향상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국제협력분야의 활동도 지속되어 일본 및 대만과의 연례 교차방문이 매년 이어졌으며, 

테니스 대회를 개최하는 등 회원의 친목을 위한 사업도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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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학회활동

매년 춘계와 추계 2회에 걸쳐 개최되어 오던 학술발표회는 계속 유지되었으며, 이와는 

별도로 각종 세미나와 심포지엄 및 특별강연회가 자주 개최되어 업계와 학계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였다.

73년부터 81년까지 학술발표회는 제20회부터 37회까지 모두 18회 개최되었으며 점차 탐

사와 자원활용분야의 발표가 증가하는 특성을 보이고 응용지질분야는 활동이 미약해졌다.

표 6. 연도별 분야별 학술발표 건수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계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탐사 2 1 1 2 2 2 3 4 5 4 5 5 7 6 4 2 5 60

개발 3 1 3 3 4 2 2 1 6 5 4 5 5 5 4 6 9 68

활용 7 3 6 2 3 3 3 7 9 6 7 3 4 5 3 4 2 8 85

응용지질 1 3 1 1 2 7 15

동향분석 8 1 3 1 13

계 12 6 13 16 11 10 8 12 20 15 16 15 18 16 12 8 11 22 241

표 6에서와 같이 평균적으로 13편 이상이 발표되었고 일반광업의 활발한 조업을 반영하

여 활용분야에서도 특히 선광분야에서의 발표가 많았다. 탐사분야에서는 물리탐사분야의 

비중이 커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자원연구소의 출범으로 이 분야의 연구 활동이 강화된 

데 힘입은 바 크다. 개발 분야는 탄광 현장 조업과 관련된 분야가 주류를 이루고 일반광에 

관한 발표는 적었다. 

●●…세미나…활동

이 기간에 개최한 세미나 회수는 모두 19회에 이른다. 분야별로는 개발과 관련된 세미

나가 9회로 가장 많고 물리탐사 세미나가 5회, 응용지질분야 3회 및 선광분야 2회이다. 

연도별로는 73년부터 76년까지는 매년 3회 개최되었고 77년에 1회, 78년에 4회 및 79년도에 

2회씩 개최되었다.

이러한 세미나 활동은 79년도 이후로는 중단되었는데, 과거 학회가 중심이 되어 움직이

던 광업분야의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과 관련 정보의 제공이 76년도에 설립된 자원연

구소에서 담당하게 되며 세미나 개최에 대한 필요성이 경감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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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용어…제정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많은 분야에서 일제시대의 잔재가 남아 있었고 우리말 용어

가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광산 현장에서는 관습적으로 일본 용어가 사용되고 있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학회에서는 광산용어를 우리말로 제정키로 뜻을 모으고 1973년 3월 

21일 「학술용어 제정 소위원회 발기인 대회」를 열었다.

용어는 광업 전반에 걸친 것으로 범위를 정하고 크게 탐광, 채광, 선광 및 기타의 4개 분

야로 구분한 후 용어제정위원을 선임해 작업을 하고 이를 심사분과에서 다시 검증하는 방식

으로 운영하였다. 

 

표 7. 세미나 개최 내용

번호 제목 개최…일자 장소 주제

1 금광…세미나 1973.…9.28 대한광업진흥공사

2 물리탐사에…관한…세미나 1973.…11.…2 “

3 시추…세미나 1973.…12.11 “

4 광산보안…세미나 1974.…3.25 대한석탄공사

5 광산평가에…관한…세미나 1974.…3.…2 “

6 석탄기술에…관한…세미나 1974.…10.30 대한탄광협회

7 선광·제련…세미나 1975.…8.…13…~…14 국립지질광물연구소 심부개발…문제

8 물리탐사…세미나 1975.…10.…2 대한탄광협회 광상성인…및…탐광방향

9 채광…세미나 1975.…10.…30 “

10 광산지질…세미나 1976.…11.…20 포천…철산

11 초저주파…탐사…세미나 1976.…11.…27 자원개발연구소

12 심부채탄에…관한…세미나 1976.…12.…11 대한탄광협회

13 심부채탄…세미나 1977.…8.…2 대한석탄공사

14 선광·제련…세미나 1978.…10.…28 자원개발연구소

15 채광…세미나 1978.…11.…25 부평광산 Rock…bolt…

16 암석역학…세미나 1978.…11.…4 광업진흥공사 암석의…역학적…성질

17 물리탐사…세미나 1978.…12.…28 자원개발연구소 항공방사능…탐사

18 물리탐사…세미나 1979.…6.…20 “ 지자기…현상

19 광산지질…세미나 1979.…8.…27 서울대학교 태백산지역…광화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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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사회 활동

당시 이사회는 64년 개정된 정관에 의해 이사회에서 선출한 이사가 참여하여 개최하는 

상임이사회와 총회에서 선출한 이사들이 참석하는 이사회로 구분되어 운영되다가 상임이사

회는 1976년 12월 20일 개최한 35차를 끝으로 더 이상 개최되지 않았다.

일반 이사가 참여하는 이사회는 이후 상임이사회에서 다루던 모든 문제를 다루며 지속되

어 81년도 4월까지 모두 63회 개최된 후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학회 운영을 홍준기 회장 체

제에서 새로운 체제로 바꾸기 위한 논의를 한 후 1981년 5월 9일 신임이사회를 개최하였다.

다. 재정

이 기간의 자료는 망실되어 찾을 길이 없어 학회의 재정 상태는 밝힐 수가 없지만 산업계

의 호황으로 비교적 재정은 넉넉한 시기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현 학회의 기금 중 상당액이 

이 기간에 적립된 것으로 당시 학회 업무를 맡았던 최종호씨는 기억하고 있었다.

라. 회원동정

기존의 학생회원이 정회원으로 전환되고 산업계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신입회원 수

가 많지 않고 활성화시킨 종신회원으로의 전환율이 높아진 특색을 보였다. 이에 따라 79년 하

반기에는 신입 회원이 3명에 불과한데 비해 신입 종신회원은 9명에 이르기도 하였다.

마. 학회행사

●●…학회창립…10주년…기념행사

1973년도는 학회가 창립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로 이를 기념하기 위한 특별행사가 10월

에 한국일보사 12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10주년을 맞이하며 학회는 자체 마크를 제정하고 영문 명칭도 새로이 KOREAN 

INSTITUTE OF MINERAL AND MINING ENGINEERS (KIME)로 제정했다. 당시의 학

회 마크는 이희근 회원이 도안한 것이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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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주관…친목활동

1)…테니스대회

1977년 11월 20일 서울공대 교수 테니스장에서 1회 학회 회장배 대회를 개최한 이후 제2

회는 78년 4월 23일 같은 장소에서 개최되었다. 그러나 본 대회는 30명의 회원에도 불구하

고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였다.

2)…바둑대회

1978년 학회 사무실을 이전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한 것으로 30여명이 참석하는 성

황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바둑대회가 학회 차원에서 지속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학회…사무실…이전

1978년 7월 26일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자원공학과 내에 소재하던 학회 사무실을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회관 603호로 이전하였다. 이에 따라 학회는 그동안 서울대

학교의 인력으로 운영되던 체제에서 벗어나 별도의 인력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바. 광산학회상

기술 본상과 장려상으로 나누어 시상하던 제도를 변경하여 본상을 기술상과 학술상으로 

하고 장려상 대신 공로상을 신설하여 학회 발전에 도움을 준 회원에게 시상하였다.

최초의 학술상은 1978년 제7회 학회상에서 인하대 교수이셨던 손병찬 교수가 수상하셨

고, 공로상은 당시 광업계를 대표하던 이연 동원탄좌 회장, 유성연 삼척탄좌 회장 및 김수근 

대성탄좌 회장에게 1979년 수여되었다. 기술상은 주로 현장에서 채광과 관련된 분야에 근

무하던 회원에게, 학술상은 대학 교수를 중심으로 수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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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학회는…1963년…9월에…사단법인으로…정식…발족하였고…1964년에…처음

으로…학회지가…발간되었으므로…정확하게…말하면…창립…11주년,…지령(紙齡)…10

주년이…되는…해입니다.…불과…100여명의…회원으로…발족하였을…때에는…실로…

미약하기…짝이…없었습니다.…그러나…11년이…경과한…오늘날에는…근…700명의…회

원을…가진…국내…굴지의…학회로…성장하였고…연…4회…매회…1,000부의…학회지를…

발간하여…중국,…일본,…미주지역…및…구라파…지역까지…많은…부수를…배포하고…

상호간…학회지를…교환하게…되어…권위…있는…학술지로…인정받게…되었습니다.…

금일의…세계는…바야흐로…자원전쟁시대로…돌입한…감이…있습니다.…중화학공업의…원료광물,…유류…에

너지자원에서…특히…그러합니다.…우리나라도…여기서…예외로…벗어나…있을…수…없는…것은…사실이며…따라

서…이들…자원…확보를…위하여…신중하고…면밀한…검토가…되고…있는…줄…압니다.…

그러므로…연료…Energy…자원…확보에…있어…대륙붕에…대한…계속적인…탐사는…있어야…하되…국내…자원…

최대…활용이라는…대국적…관점에서…석탄확장기…종합개발계획은…이미…면밀히…검토되고…있습니다.…이…

외에…무연탄…연소에…의한…Methanol…합성…문제…이에…관련된…선탄…문제,…석회암지대의…구조조사…문제

도…앞으로…논의되어야…할…문제라고…생각됩니다.…3차…5개년계획에서…가장…중요한…중화학공업…육성은…

국가…지상의…목표이며…이는…국민의…총력으로…기필코…이를…달성하여야…할…것입니다.…

(1973년 12월 기념사에서)

광산학회…회장과…총통…

1973년…10월에…필자가…회장에…선출되었으며…1981년…5월…회장직을…의원사임…하였으니,…만…7년…5

개월간…광산학회회장으로…장기간…학회장직에…있었다는…것이다.…나의…별명…총통이라는…별명이…나돌

기…전부터…학회장을…그만…두어야…하겠다고…여러…번…생각할…때가…많이…있었다.…그러나…필자가…회장재

직…중에…꼭…하여야…할…일이…있어…이…일을…빨리…끝내려고…하는…중에…있었다.…그것은…학회를…운영하기…

위한…자금저축이라는…것이었다.…학회가…해야…할…일…중에…가장…중요한…것은…학회지를…발행하는…일인

데…여기에는…막대한…비용이…소요되는데…이…비용은…회원의…회비와…학회와…관련성이…있는…각…광산회사

의…찬조…회비로…충당하고…있다.…그런데…회원의…회비의…총액은…극히…적어서…회지…발행에…도움이…될…수…

없을…정도로…소액이었으므로…각…광산회사의…찬조금으로…1964년…4월에…창간호를…겨우…발행하였으며…

다음…해에는…6개월에…한…권씩…연…두…권을…겨우…발행하였다.…(…중략)…그럼…이런…인생의…황금기를…이

용하여…학회…발전에…큰일을…하나만이라도…해…보자고…결심하고…각…광산회사를…심방하여…학회기금을…

희사,…기부하라고…권유하고…다녔다.…광산학회회장으로…임명된…지…7년…5개월…사이에…광산학회지…발행…

기금…자금으로…별도…이자율이…높은…신탁적금에…예금한…총액이…8천만…원이나…되었다.…장기간에…걸쳐…

적립한…기금…8천만…원은…내…후임…회장인…김재극…교수,…현병구…교수,…전용원…교수의…협력에…의하여…그…

액이…1억…원…정도로…증가되었다.…

홍준기 지음(1996) “흘러간 세월을 망각하기 전에” 중에서….

제5대~제6대…(1973.5…-…1981.4)…홍준기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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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대기 (1981 - 1990)

영역 확대기(1981–1990)

이 시기는 2차 유가 파동의 영향으로 석탄 정책이 증산을 기조로 하다가 세계적인 경기 

하락에 따른 원유 및 원료자원에 대한 수요 감퇴로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광업계는 석탄광

의 합리화가 추진되고 일반광도 금속광 부문이 활동이 둔화되는 등 광업은 급속히 쇠퇴의 

길로 접어드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학회의 활동도 석탄광은 생산성과 관련 있는 

분야에, 일반광은 선광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탐사분야는 응용분야로의 영역확대를 꾀

하려고 노력한 시기였다. 또한 광업계가 급속히 위축되고 대부분의 대학교의 학과명이 자원

공학과로 개칭되어 일반화된 것을 계기로 새로운 영역으로의 변신을 위해 1989년 6월에 정

식으로 학회 명칭을 자원공학회로 변경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김재극 3대 회장부터 임기를 정관사항의 하나로 하고 2년으로 정해 89년도에 박우병 회

장에 이르기까지 모두 5명이 회장을 맡아 학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고, 특히 박우병 회장

은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회장직을 맡기도 하였다.

가. 학회활동

춘·추로 나누어 연간 2회씩 개최하는 학술발표회는 매년 지속되었으나 89년 추계 학술

대회는 석재산업의 현황과 전망으로 대체되어 개최되었다. 표 8에서와 같이 평균 22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분야별로는 개발분야가 가장 활발해서 평균 8편씩 발표되었고, 선광분

야를 중심으로 한 연구 활동도 활발해 평균 7.5편이 발표되었다.

탐사분야는 자료해석분야와 실질적인 현장 적용 결과를 중심으로 전자탐 분야는 물론 전

기, 탄성파탐사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연구 결과가 소개되었고, 지구화학적인 접근도 꾸준히 

이어졌다.

제 1 장

학회발전사



 69

개발분야는 서울공대와 연구소를 중심으로 암석역학적인 접근이 활발해서 다양한 조건

에 대한 모델연구와 자료해석 및 현장에서 부닥치는 문제인 통기, 진동 및 지보 변형 등을 

중심으로 발표가 활발했다.

활용분야는 탄질향상과 관련된 발표가 활발했지만 탄광 합리화가 진행되어 석탄 산업이 사

양화됨에 따라 일반광을 대상으로 한 부선 결과 및 용매추출에 대한 연구가 중심을 이루었다.

그동안 전문 분야를 구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던 체제는 89년도 자원공학회로 명칭

이 개정되며 명칭이 학술전문위원회로 수정되었다. 80년대에는 광업계가 석탄 산업을 중심

으로 호황기와 급속한 쇠퇴기를 짧은 기간에 겪으며 상당한 혼란을 겪었고 이에 따라 학회

활동도 산업계의 움직임과 맥을 같이 하여 학술 발표의 대상이 생산 활동과 직결되는 현장

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서 연구 중심으로 점차 변모하는 추이를 보였고 이러한 동향이 자연

스럽게 분과활동에도 반영되며 명칭도 이에 상응하게 바뀌었다.

80년대의 분과 활동은 분과에 따라 아주 활발한 분과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분과도 

있었다. 탐사분과, 암반역학분과 및 선광분과가 가장 활발한 분과활동을 벌였고 시대별 요

구에 부응하여 분과별 관심 주제를 선정해 꾸준하게 이어졌다.

연도별로 추이를 보면 자원처리 분과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광물활용 세미나를 연례행

사로 꾸준히 개최하며 산업계, 학계 및 연구계가 함께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여 왔고, 채광

분야는 암반역학분야와 광산보안분야로 세분화가 이루어지고, 석탄광의 쇠퇴로 보안보다

는 사회간접시설 건설에 활용되는 암반역학분야의 수요가 증가하며 활동 역시 꾸준히 유지

되었다. 자원공학회로 개명한 후에는 전문위원회별 활동이 두드러져서 89년도 하반기에 탐

사 및 자원처리기술 분야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특히 추계학술대회는 자원산업의 향

표 8. 분야별 학술발표회 논문 수 (1982~1989)

구분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계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탐사 4 4 9 6 5 7 6 5 6 6 3 7 8 8 84

개발 7 5 11 8 13 6 9 12 6 7 2 5 9 9 10 119

활용 6 7 8 6 6 6 7 6 14 13 1 9 7 8 8 112

응용지질 1 1 4 1 3 1 2 13

동향분석 1 1 2

계 18 17 29 14 29 17 23 25 28 27 9 17 23 26 28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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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연도별 분과활동

번호 분야 개최…일자 장소 주제

1 선광 1981.09.26 한국동력자원연구소

2 채광 1981.10.…8 " 탄광기계화…세미나

3 선광 1982

4 채광 "

5 전남지부… "

6 암반역학 1983.06.29 서울공대 암반연구…동향

7 탐사… 1983.10.…6 " Geological…mapping…by…pattern…recognition

8 탐사 1984.…7.20 " Seismic…modeling

9 광산지질 1984.11.30 " 북한에…있어서의…한반도…지질연구

10 선광 1984.12.…8 인하대 장군광산의…아연광과…비소광의…분석

11 채광 1984.12.14 석탄협회
Diagonal…saw-tooth…mining…with

full…stowing…method

12 광산보안 1984.12.28 한국동력자원연구소 광산보안기술요람…편집협의

13 광산보안 1985.…7.20 전남대학교
방진마스크필터의…세공구조…및…누적…석탄분진의…

입도분포에…관한…연구

14 채광 1985.…7.20 " 국내…분포…암석의…폭파계수…산정에…관한…연구

15 채광 " " 탄과…협석혼합…부존구역의…중단…채탄법…응용

16 채광 " " 호남탄좌…개발현황

17 경제 " " 85년도…석탄수급…전망과…대책

18 광산지질 " " 완도광산과…성산광산의…현황

19 채광 " " 전남지역…중소광산의…설비…및…기술실태…조사

20 교육 1985.11.19 전북대학교 자원공학발전을…위한…교육…세미나

21 암반역학 1986.…3.29 한국동력자원연구소 NATM에…의한…심부암석갱도의…지보설계

22 광산보안 1986.…6.14 " 탄광심부화에…따르는…통기계통의…정립과…통기망…해석

23 광산지질 1986.…7…1 서울대학교 유체포유물,…rare…metal,…일본의…광물탐사

24 선광제련 1986.…7.12 한국동력자원연구소

25 암반역학 1987.…8.22 한국동력자원연구소

26 탐사 1987.11.14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석탄탐사에의…물리탐사…활용

27 암반역학 1988.…6.14 인하대학교 암반역학…심포지엄

28 자원처리 1989.…6.…9 한국동력자원연구소

29 암반역학 1989.…6.24 한국동력자원연구소

30 탐사 1989.11.25 석유개발공사 대륙붕…6광구…향후탐사방향…외…2건

31 자원처리 1989.12.…1 한양대학교 세라믹원료…처리기술(석영…및…장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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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대한광산학회가…창립된…지도…벌써…20여년의…세월이…흘렀으며…

대한광산학회지도…19권…3호를…발행하여…많은…연구논문들을…발표하였고…여

기에…적지…않은…인쇄비와…연구발표회…및…사무실…운영비가…지출되었다.…이

런…모든…경비는…원칙적으로…학회를…구성하는…정회원이…염출해야…하지만…우

리…대한광산학회는…초창기부터…특별회원인…광업회사에서…대부분을…지원하

여…왔다.…따라서…모든…회원이…읽고…참고가…될…회지를…발행하는…것이…바람

직하지만…생산과…사무에…얽매이다보니…광업회사에서…필요로…하는…현장에…근무하는…회원들의…기고가…

부족하고…반면…학술적인…소위…딱딱한…연구논문의…기고가…대부분을…차지하여…왔다.…본인이…그간…많은…

특별회원과…다른…유사학회를…방문하여…학회지의…친근감을…높일…수…있는…방도를…상의한…결과로써…매

년…특집호를…발간해서…모든…회원이…쉽게…이해할…수…있는…내용을…게재하는…것이…좋겠다고…판단되어…

특집호를…발간하게…된…것이다.…이번…호에…누락된…특별회원들께서는…다음…호에는…빠짐없이…기고해주

셔서…상호…협조할…수…있는…길을…개척하셨으면…한다.…같은…장소에서…찍은…자신이…들어있는…사진과…자

신이…빠져버린…—…자신이…찍어줌으로…인해…—…사진…2매를…받았을…때…자신이…들어있는…사진,…더구나…

자기…자신의…얼굴부터…제일…먼저…보는…것이…인지상정인…것이다.…이와…같이…학회지에도…모든…회원들

의…관련사항이…발표되어…회원…상호간에…여러…가지…많은…협력이…이루어지고…친목을…도모하자는…것이…

이번…특집호…발행의…취지인…것이다.…모든…회원의…협조를…바라며…건승을…비는…바이다.

(1982년 11월 발간사에서)

제7대…(1981.5…-…1983.4)…김재극 회장



72  · · The Korean Society of Mineral and Energy Resources Engineers 50th Anniversary

후 방향 설정의 일환으로 당시 사회적인 관심을 끌고 있던 석재분야에 대해 학회 차원에서

의 접근을 모색코자 국내 석재산업 전반에 걸친 현황과 기술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발표하는 

기회를 갖는 등 새로운 활로 모색을 위해 노력하였다.

나. 기타 활동

학회 서암기념사업회에서는 초대 회장이셨던 김종석 선생님의 저술로 한국광업과 관련

된 각종 통계 및 자료를 종합해 엮은 한국광업개사(400여쪽 분량)를 발간하여 관련기관에 

1989년도 12월에 배포하였다. 본 책자는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는 많은 회원들의 협조로 

발간될 수 있었다.

다. 회원 분포

학회지의 회원동정에 소개된 자료를 근거로 정리한 결과 매년 30명 정도가 새로운 회원

으로 학회에 등록을 하였다. 직장별로는 대학교가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매년 꾸준히 신입 

회원이 등록하였고 광진공, 연구소 및 석공이 자원공학을 전공한 인력이 모이는 곳이라 신

입 회원 역시 이들 기관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특성을 보였다. 반면에 산업계에서의 신입 회

원은 광산 수 감소의 영향으로 연속성이 줄어들고 대신 종합상사와 같은 새로운 영역으로 

진출하는 사람이 증가하며 이러한 분야에서의 신입회원이 꾸준히 맥을 이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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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신입회원 분포 (1982~1989)

석탄광 일반광
학계 광진 연구소 관계 기타 계

석공 강원 함태 봉명 기타 대철 대중 영품 기타

1982 1 1 3 7 3 15 1 3 34

1983 1 2 2 2 2 15 3 6 2 35

1984 3 7 1 3 1 12 1 2 4 34

1985 1 4 19 10 4 38

1986 3 1 2 7 4 3 20

1987 3 1 8 2 5 19

1988 3 14 8 2 1 6 34

1989 8 6 10 2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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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의…근시적…“바탕”이…되는…자원개발은…그…공급…면에서…국내의

존도가…날이…갈수록…감소되는…추세에…있어…국내…석탄…등…광산물…개발을…극

대화하는…것이…나라의…발전을…위하여…주어진…중요한…사명이라…하겠습니다.…

그러나…그간…우리…경제…신장에…따르는…자유교역의…개발체제,…석유대체…에

너지…자원의…도입…촉진,…국내광산의…심부화…등…개발여건의…변화,…그리고…국

민소득…향상에…의한…선호성…연료의…소비…추세는…우리가…극복하여야…할…시

대적…도전이라…할…수…있겠습니다.…이와…같이…도입되는…해외자원보다…상대

적으로…저렴하고…사용에…편리한…제품을…갖추면서…기업성을…가지며…최대한…자원생산에…이바지하여야…

할…우리…기업의…여건은…이를…극복하고…보다…발전하기…위하여…해결하여야…할…기술개발,…기업합리화,…

그리고…정책지원…등…여러…과제를…안고…있다고…보겠습니다.…

(1983년 12월 개회사에서)

우리나라는…70년대의…중화학공업…중심의…고도성장과…80년대의…산업구조의…고도화…추진체제로…

수출증대와…국민생활…수준의…향상을…지향하고…있습니다.…이에…따라…필연적으로…수반되는…광물…및…에

너지…자원의…수요는…급속도로…신장하게…되었으며,…국내자원의…생산…공급의…한계…때문에…수입의존

도가…계속하여…증가하는…추세에…있습니다.…즉…광물자원의…연간…소비증가율은…70~75년에…약…38%,…

75~82년…사이에…15%이상으로…우리나라…GNP증가율에…비하여…배…이상의…신장을…보이고…있습니다.…

또한…에너지…수요의…연평균…증가율도…70~80년에…약…10%,…그리고…86~2001년…사이에는…에너지…소

비절약…시책…속에서도…약…5.4%로…전망하고…있고,…장차…이중…특히…석탄과…원자력…자원에…의한…에너지

의…구성…비율이…상당히…높아질…것으로…계획을…잡고…있습니다.…한편…자원의…수입의존도는…1975년에…

있어…에너지…자원이…약…59%,…광물자원은…15%…이었으니…1982년에는…각…75%와…62%로…그…비중이…더

욱…편중되고…있습니다.

한편…작년도를…회고할…때…우리…광업의…기술…및…학회의…활동은…크게…진전이…없는…가운데도…기술개

발에…있어서는…탐사에…있어…대륙붕탐사자료의…전산처리,…채광은…장성탄광…및…삼척탄좌…등에서의…기

계화…채탄…적용,…선광은…봉명광업의…선광시설…현대화…등을…특기할…수…있으며,…학회활동은…작년도…추

계총회…및…학술대회를…대한광업진흥공사…황지광산…보안지도소에서…현지의…많은…기술자가…참석한…가

운데…학술분야…이외에도…“우리나라…탄광의…나아갈…길”에…관한…Seminar와…석탄기술…분야의…발표를…

함으로서…학회에…대한…현장…기술진의…참여와…기술교류로…산학협동의…촉진을…시도한…바…있습니다.…금

년도에…학회로서는…우선…각…분과위원회를…강화함으로서…Seminar…및…국내외…동향을…수시로…파악하여…

전문분야의…심화를…도모코저…하오며,…신입회원…확보에…노력함으로써…회원…수의…저변확대에…이바지

하고저…하며,…계속하여…산학협동에…의한…유대강화…등에…역점을…두고저…합니다.…회원…여러분의…참여

와…화합을…통한…학회발전에…계속적인…지도편달이…있기옵기를…이…자리를…빌어…말씀…올리고저…합니다.…

(1984년 6월 개회사에서)

제8대…(1983.5…-…1985.4)…현병구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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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원의 경우는 매우 빈약해서 1984년도의 3명, 1986년도 및 1987년도에 각 1명씩일 

정도로 학부생의 참여도는 낮아졌다.

그러나 결산서 내용을 기준으로 신입회원수의 증가를 분석하면 회원동정에 소개된 수치

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학회 차원에서의 회원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음

을 시사해 주고 있다. 수입지부에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한 연도별 신입회원 수는 다음과 같

을 것으로 추계된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미리 입회하고 회비는 나중에 납부하는 경우도 많

아서 양자의 수치에 오류가 발생할 소지는 충분히 있었다.

표 11. 결산서를 기준으로 한 신입 회원 수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정회원 30 40 24 36 29 33 26 86

학생회원 14 20 12 10 6 7 5 11

계 44 60 36 46 35 40 31 97

※…주:…‘82~’86은…추계치.…이후는…결산…내역

라. 이사회 활동

82년 4월에는 국제회의인 ISRM에 가입하기 위해 채광분과와는 별도로 암석역학분과를 

신설하고 평의원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조치를 취하여 평의원회를 통한 임원의 선출이 지속

되었다. 7대 회장으로 김재극 교수가 83년 4월까지 2년간 임기를 마친 후 과거와 같이 동일

인이 장기간 역임하는 경우가 없이 2년을 기한으로 하여 회장 등 임원이 새로 구성되는 전

례가 확정되며 89년 5월에 제11대 회장으로 당시 국회의원이던 박우병 씨가 산업계 출신으

로 처음 회장을 맡았다. 

마. 학회상 

1987년 6월 초대 회장이셨던 김종석 선생님의 미수를 계기로 광업계에 끼치신 선생님의 

영향력을 후세에 전달하기 위하여 학회 차원에서 서암 김종석상을 제정키로 결정하고 본 상

의 의미를 더욱 뜻 깊게 하고자 1구좌 당 2만원의 참여금을 모금한 바 87년 말까지 모금된 

금액이 모두 약 2,557만원에 참여자만 406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 광업인이 호응을 하였고 

본 상은 1988년도부터 시상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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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사람들이…「우리나라는…광물자원이…빈약한…나라」라고…비관적인…이

야기를…하고…있습니다.…그러나…우리나라…건국이후…1960년대…초까지만…해도…

우리의…수출액의…과반은…광산물이…차지하였음을…잊을…수…없습니다.…과거…2

차에…걸쳐서…발생했던…중석불사건이…광물자원의…외화획득원으로서의…중요

성을…증명한…바…있습니다.…산업구조가…변천함에…따라…전체산업에…대한…광

업의…비중이…약화되는…것은…사실이지만…부강한…선진국들도…초기의…자본축

적을…광업에…의존했던…것은…부정할…수…없는…사실입니다.

세계적으로…볼…때…광물자원의…유한성과…편재성…때문에…국가마다…자원의…잠재력에는…큰…차이가…

있으나…우리나라와…같은…공업국으로서는…필요한…원료자원을…값싸게…확보하는…것이…지상의…과제라고…

하겠습니다.…국내의…부존자원을…최대한으로…개발…활용함과…동시에…국내에서…구할…수…없는…자원은…해

외에서…도입하여야…합니다.…원료자원을…경제적으로…확보하는…데에는…광업기술의…발전이…필수적입니

다.…또…자국의…광물자원…잠재력이…빈약한…나라일수록…혁신적인…기술이…필요하다는…역설도…성립된다

고…하겠습니다.

(1985년 12월 개회사에서)

새해는…대한광산학회가…창립된…지…25주년이…되는…해로서…우리…학회로서는…대단히…뜻…깊은…해라

고…할…수…있겠습니다.…1962년…4월…14일에…창립총회를…갖고…발족한…우리…학회는…그동안…일취월장하여…

오늘에…이르렀습니다.…작년부터는…학회지를…격월제로…발행하게…되어…통권…92호의…발행…실적을…올렸

습니다.…또…선진국에서…개최되는…세계적…수준의…국제학술회의에도…우리…회원들이…자주…참석하여…연

구발표회…학술정보의…교류를…활발히…하게…되었습니다.

그러나…우리의…연구결과가…산업…현장에…보급되고…활용되는…데에의…공헌에는…아직도…미흡한…점이…

적지…않은…것으로…생각되고…있습니다.…다시…말해서…학회지…연구결과의…발표…기관지의…구실은…하고…

있으나…실제…광업에의…활용도가…부족하다는…비평을…받고…있는…것도…사실입니다.…이러한…문제점은…앞

으로…연구자와…현장…기술자가…더욱…긴밀한…유대를…가짐으로써…해결될…것으로…믿습니다.

우리…학회에서는…창립…25주년을…기념하여…오는…4월…22일부터…3일간…석탄개발…및…보안에…관한…국

제심포지엄을…개최하게…되었습니다.…이번…심포지엄에는…미국,…영국,…호주…등…10개국에서…60여…편의…

논문이…발표될…예정이며…이는…산학협동에…큰…성과를…거두리라…기대됩니다.…우리…학회로서는…처음으

로…개최하는…국제행사이기…때문에…많은…어려움이…있습니다마는…다행히…동력자원부를…비롯하여…탄광

업계에서도…우리의…취지에…찬동하고…적극적으로…지원하여…주시고…있기…때문에…우리나라…석탄개발기

술의…개선에…유익하고…성공적인…심포지엄이…되리라고…믿습니다.…

(1987년 2월 신년인사에서)

제9대…(1985.5…-…1987.4)…전용원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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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서암상이 제정됨에 따라 학회상에 대한 규정도 정비하여 기존의 학술상, 기술상 및 

공로상 외에 특별상으로 서암상을 제정하고 학회원의 추천을 받은 인사를 대상으로 심사하

여 수상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하고 추천 시 필요한 서류의 종류도 확정하여 오늘에 이르

고 있다.

학회상의 종류 및 수상자격은 다음과 같다.

가..…서암상(특별상)…:…자원공학…분야의…학술…또는…기술발전에…공로가…현저한…회원

나..…학술상…: ……우수한…저서를…집필하였거나…또는…본…학회지에…다년간…다수의…논문·해설·자료…등을…………

발표하여…자원공학발전에…공로가…지대하다고…인정되는…회원

다..…기술상…:…자원공학분야…기술의…발전…또는…향상에…공로가…현저한…회원

라..…공로상…:…본…학회…발전에…지대한…공로가…있는…자(회원…또는…비회원)

처음 제정된 특별상의 제1회 수상자는 당시 강원탄광 고문이었던 김유선 회원으로 결정되

었고, 학술상은 81년에 이어 82년에도 선정을 못하고 83년부터 주로 대학교를 중심으로 대

상자가 선정되었고, 기술상은 산업계에서 선정되는 관행이 설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바. 재정

산업계를 중심으로 한 특별회원사가 학회 수입의 절대적인 비중을 점유하는 구조는 80

년대 계속 이어졌으나 광업계의 사양화에 따라 새로운 수입원을 발굴하려는 학회 차원에서

의 노력도 후반기로 갈수록 결실을 맺어 과거에는 단지 은행 예금이자로만 구성되던 잡수입

의 절대액이 학회 참가비나 용역활동 수주 등을 통해 증대되었고, 회원들의 회비 납부 실적

표 12. 연도별 학회상 수상자

특별상 학술상 기술상 공로상

1982 전용원,…서정희

1983 전용원,…이정인 김인기,…송재규 정인복,…권숙문,…채현식

1984 김재극,…구자학 김유선,…최형순 이기성

1985 이경운,…서정희 송선휴,…윤한욱 김만섭,…염창록

1986 현병구,…김웅수 김규현,…심연준

1987 양승진,…조기영 노세환,…원용호,…서중석

1988 김유선(1회) 이희근,…신방섭 이지헌,…홍영표 김원조,…안병상

1989 김재극(2회) 전효택,…조동성 송성봉,…이학구 김순창,…박홍민

제 1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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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반(今般)…학회는…특히…본회원은…물론…우리…광업계에…많은…관심을…갖

고…계신…비회원들께서도…물심양면으로…지원하여…주시고…성원하여…주신…덕

택으로,…본…학회창립…26주년…만에…우리…학회에서…가장…권위…있는…서암상을…

제정하고…시상할…수…있게…되었음을…여러…회원들과…함께…매우…기쁘게…생각

하는…바입니다.…이…상은…우리나라…광업계의…발전에…학술적으로나…기술적으

로…가장…큰…공헌을…하신…분에게…드리게…되어있어,…모든…분야의…광업인이…그…

수상…대상자가…될…수…있습니다.…이번에도…산업계와…학계에서…각각…수상…후

보자를…선정하여…15명의…심사위원들이…진지한…토의과정을…거쳐…무기명…비밀투표에…의해…결정하였습

니다.…(…중략)

지난해에는…우리나라…전…산업계에…파급된…격렬한…노사분규의…여파로,…타…산업분야에…비해…여러

모로…취약한…우리…석탄업계는…과거…어느…때보다도…어려운…처지에…놓이게…되었으며,…몇몇…군소탄광은…

도산의…위기에까지…몰리게…되었습니다.…그러나…보다…근본적인…문제는…석유…및…천연가스…등의…시장가

격…하락과…사용의…편리성…및…생활수준의…향상…등으로,…연탄의…경쟁력이…상대적으로…약화되어…그…시

장수요가…점차적으로…감퇴되고…있다는…것입니다.…따라서…이제는…석탄도…질적…향상체제로의…전환을…

모색하여…석탄이용…기술의…개발을…통해,…소비자들에게…사용에…별…불편이…없는…연료로써…인식될…수…

있도록…하기…위한…노력을…경주하여야…할…때가…왔다고…생각합니다.…이러한…일은…산업계와…연구…및…학

계간의…상호협동…없이는…좋은…성과를…기대하기…어려울…것입니다.

(1988년 4월 개회사에서)

제가…회장으로…재임…중…몇…가지…성사시키고…싶었던…일들…중에서…특히…뜻을…이루지…못해…아쉬움

과…송구스러움을…느끼는…두…가지…과제가…있습니다.…그…하나는…학회에서의…연구…또는…기술용역사업이

었습니다.…석탄합리화…사업단의…주관…하에…일부…교수들과…기술자들이…협동하여…광산…지도사업을…수

행할…수…있었던…것은…그나마…크게…다행한…일로…생각하고…있습니다.…두…번째는…학회개명에…관한…것으

로…이미…지난…총회…때…회원…여러분들로부터…임무를…부여받았음에도…불구하고…결정짓지…못하고…차기

임원진에게…미루게…된…것인데…정말로…송구스럽게…여기고…있습니다.…학회명칭은…물론…이웃…일본광업

회가…개명하였기…때문에…이에…동조하려는…것은…아닙니다.…우리…학회가…앞으로…더욱…활성화되고…발전

하기…위해서는…현대과학기술의…진보에…보조를…맞추어…새로운…분야로의…진출이…불가피하기…때문입니

다.…즉,…지난날의…광산개발…위주에서…앞으로는…한걸음…더…나아가…유류…또는…핵폐기물의…지하저장이

나…도시기능의…지하로의…일부…분산…등을…위한…지하실간의…개발활용,…석재…및…골재자원,…해양자원,…소

재자원,…분체공업…및…자원경제…등의…분야에…적극적으로…진출하여야…하겠기…때문에…현…학회명칭을…이

에…적합하도록…개명하고자…하는…것입니다.…

(1989년 4월 개회사에서)

제10대…(1987.5…-…1989.4)…황기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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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 결과 89년도에는 연회비만 400만원이 넘는 실적을 올리기도 

하였다. 보조금은 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87년도에는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이외에 

과학재단과 문교부로부터도 보조금을 받아 역대 가장 많은 실적을 올렸다.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87년도 4월에 석탄개발 및 보안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학회차원에서의 수입원 다변화 노력의 결과 80년대 

초 70%가 넘던 특별회비 의존도가 80년대 말에는 50% 수준으로 낮아졌다. 또한 물가 상승

을 감안한 회비 인상도 단행되었지만 입회비, 종신회비 및 연차회비를 모두 합한 일반회원

들의 수입 비중은 6% 수준에 겨우 달할 정도의 구조는 계속되었다.

제 1 장

학회발전사

표 13. 연도별 수입 현황

연도

수입액(원)

총액
특별회비 기타회비 기타

금액 % 금액 % 보조금 잡수입

1982 24,103,468 17,670,000 73.3 1,325,000 5.5 3,000,000 2,108,468

1983 29,209,900 22,030,000 75.4 2,430,000 8.3 2,000,000 2,749,900

1984 28,266,462 20,620,000 72.9 1,738,000 6.1 2,500,000 3,408,462

1985 28,587,960 21,260,000 74.4 1,736,000 6.1 3,200,000 2,391,960

1986 36,156,838 26,620,000 73.6 2,311,000 6.4 3,500,000 3,725,838

1987 40,720,740 24,740,000 60.8 2,386,000 5.9 7,500,000 6,094,740

1988 40,191,380 25,600,000 63.7 2,236,000 5.6 4,100,000 8,255,380

1989 52,065,350 26,330,000 50.6 5,054,000 9.7 7,600,000 13,081,350

※…주…:…수입액…총액은…이월금을…제외한…당해…연도…분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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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이후…30여…년간…국민연료의…주종으로…국민의…사랑을…독차지해온…석

탄이…홀대받으면서…석유에…이어…가스가…안방을…차지하는…곡절을…경험하는가…

하면,…작금에…와서는…구미…일변도의…학문과…기술…습득…및…교류에서…급변하는…

세계대세…속에…소련을…비롯한…동구권과…함께…중국과의…문물교류를…추진하게

끔…반전된…상황…속에서…학문과…기술…분야도…신국면을…맞이하고…있는…것이…오

늘의…현실이라…생각됩니다.…또한…국내부존자원의…한계성에…따른…해외자원본

격개발의…시대로…접어들면서,…이집트,…인도네시아,…베트남에서의…유전개발과…

중국,…호주에서의…탄광…개발에서…진일보하여…우라늄(호주,…가나),…티타늄(호주),…동(미얀마,…칠레),…알루

미늄(호주)…등…비철금속…개발에…박차를…가함으로써…이…분야가…각광을…받기…시작하고…있기도…합니다.…

최근…심상치…않은…국제에너지…시장의…동향으로…미루어…세계에너지…전문가들이…이구동성으로…90

년대…중반에…제3의…에너지…파동이…온다고…경고하고…있는…사실에…비추어…보더라도…오늘날…비록…사양

화의…수렁을…헤매고…있는…석탄…산업이…아직까지는…결코…기피의…대상이…아니라는…점을…증명하게…될…

예고…없는…사태가…오지…않는다고…장담할…수는…없을…것입니다.…또…한…가지는…최근…전력소비율이…급속

도로…증가하여…91년에…17만…4천…Kw,…92년에…71만…6천…Kw의…공급량…부족이…예견되는…급박한…상황…속

에서도…아직도…정확한…발전에너지…정책…방향조차…설정하지…못하고…있는…한국전력…측에서도…언필칭…

경쟁력과…경제성을…구실로…국산무연탄을…외면하는…졸책을…버리고…즉각…무연탄…전소발전소…건설에…

착수하고…유연탄에…무연탄…혼소를…시작할…것을…강력히…촉구하는…바입니다.

(1990년 4월 개회사에서)

지난…2년간…우리들은…89년도의…가을…총회에서…학회로서는…처음으로…석재산업분야에…접근할…수…

있었고…90년…봄에는…석탄,…전력,…석유,…가스…산업…전반에…관한…광범위한…논의를…가졌으며…지난해…가

을…총회에서는…요업자원의…현황과…전망이란…주제와…자원처리기술에…관한…세미나를…갖는…등…우리와…

관련되거나…관심을…갖고…있는…여러…가지…문제에…관해…연구와…토론을…가짐으로써…자원공학…분야…학문

과…기술의…발전에…기여한바…있었습니다.…2년…전,…당시의…현안사항이었던…학회의…명칭을…회원여러분

의…총의를…모아…전향적으로…개칭하였으며…회원…찾기…및…배가운동의…전개,…재정의…확충을…위한…특별

회원사의…영입추진,…학술전문위원회의…보강…및…운영활성화,…연구…및…학술교류분야의…다양화…및…확대…

등…학술의…재정자립도…증진과…운영의…내실화에…나름대로…심혈을…기울여…왔었습니다만은…회원…여러

분의…여망에…얼마만큼…부응할…수…있었는지…자책감이…앞서기만…합니다.…또한…“높이…나는…새가…더…멀리…

본다”는…말씀처럼,…회원…모두의…시야와…안목을…더…넓은…세계,…더…먼…미래로…넓히고…새롭고…미지의…분

야에…과감하게…도전하는…대응자세와…유유히…흐르는…새로운…변혁의…물결에…슬기롭게…대처할…수…있는…

적응력의…확보에…학회와…회원…모두가…할…수…있는…창의연구와…지식의…융합을…게을리…하지…말아야만…

새로운…도약의…발판을…마련할…수…있을…것으로…확신합니다.…

(1991년 5월 개회사에서)

제11대…(1989.5…-…1991.4)…박우병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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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환기 (1991–2000)

전환기(1991-2000)

석탄합리화사업의 여파로 수백개소가 넘던 탄광이 모두 폐광되고 단지 장기가행탄광으

로 11개소만 유지될 정도로 광업계는 크게 축소되었고, 금속광으로 명맥을 그나마 유지하던 

상동, 연화 등도 모두 문을 닫았고 90년대 중반기에는 유일한 금광이던 무극광산마저 문을 

닫아 금속광은 두세 군데 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광업계는 크게 위축됨에 따라 자원기술의 

응용분야를 넓히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시작해 자원공학회는 전문분야로의 분

화과정에 진입을 하게 되는 변화를 맞게 되었고, 대학교에서도 자원공학에 대한 수요가 없

어지고, 학과 대신 학부제를 도입토록 하는 교육정책에 따라 자원공학과를 폐과하고 타 학

과와 함께 학부제에 편입되는 등 신입회원 영입을 위한 기반에 근본적인 변혁기를 맞게 되

었다. 이에 따라 자원공학회의 명칭 개정에 대한 의견이 표출되었다.

가. 전문화 시대의 도래

광업이라는 산업계가 공동화되며 학회도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90

년대에 들어서며 속도를 더해가기 시작했다. 광업은 일종의 복합 엔지니어링 작업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었기 때문에 광물을 찾고, 지하를 굴착하고 운반 및 처리를 하기 위해 개발되었

던 자원공학 분야의 기술들이 적용할 대상을 잃어버리게 됨에 따라 개별기술을 응용할 수 

있는 분야를 독자적으로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시대로 여건이 바뀐 것이다.

이에 따라 자원공학회 산하에 있던 여러 전문 분과 중에서 탐사와 암반공학 분야는 별도

로 전문 학회를 창립해 기존의 회원을 공유하는 형태로 운영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자원리

싸이클링학회도 새로 창립이 되며 자원처리를 전공했던 회원들 역시 분산되는 현상이 나타

났다.

제 1 장

학회발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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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다면…길고…짧다면…짧은…저의…임기동안…제가…평의원회와…정기총회에서…

말씀드린…몇…가지…포부를…이행하도록…하겠습니다.…그것들은…이미…말씀드린…

바와…같이…외국과의…기술…및…정보교류…활성화,…자원공학과…졸업생의…취업확

대…방안에…관한…노력…및…학회사무의…전산화와…회원…상호…친목증대…등입니다.…

그러나…이와…같은…일이…저나…저의…임원들의…힘만으로는…되지…않습니다.…어디

까지나…회원…여러분의…아낌없는…지도와…편달이…있어야…하고…끊임없는…성원

이…있어야만…수행될…수…있다고…봅니다.…부디…많은…성원과…지도를…바랍니다.

(1991년 5월 취임사에서)

현금(現今),…자원개발…산업이…전…세계적으로…사양화된…산업이라고…합니다만…자원의…확보…없이는…

근대…공업이…존재할…수…없으므로…그…중요성은…아무도…부인하지…못할…것입니다.…앞으로…세계가…어떻

게…변하던…인류가…존재하는…한…자원은…우리의…일상생활을…영위키…위해…필수적인…요소임에는…틀림이…

없습니다.…다만,…시대에…따라…자원의…가치는…상대적으로…변하여…오늘날의…유용자원이…먼…훗날에는…

쓸모없는…것으로…변해…버릴…가능성도…충분히…있고,…이와…반대로…오늘날에는…쓸모없다고…버리는…것이…

나중에는…유용한…것이…될…수도…있습니다.…이를…바꿔…말하면…자원을…얼마나…지니고…있느냐…하는…것보

다…어떻게…쓸…줄…아느냐…하는…측면,…즉…자원에…대한…기술이…얼마나…발달하느냐…하는…것이…중요하다

고…봅니다.…학회의…첫째…사업은…물론…이와…같은…학술과…기술의…연구…활동입니다만…이것은…어디까지

나…신기술…개발의…기초를…확립하기…위한…것이고,…또한…신기술은…산업계에서…유용하게…활용되기…위한…

것이므로,…산업계가…건재하지…않으면…우리…학계도…학술활동…뿐만…아니라…우리…광업계의…활로…개척을…

위해…업계와…공동으로…노력해야…한다고…봅니다.…

(1991년 10월 개회사에서)

근래에…와서…회원…여러분이…잘…아시다시피…우리의…산업분야가…극히…위축되어…있고,…경영의…어려

움이…극한상황에…이르렀다고…할…수…있습니다.…이는…에너지…분야에서…석탄이…사용편의도에서…타…연

료에…뒤떨어지고,…비용…역시…크게…저렴하지…못함으로써…경쟁력을…상실하였고,…따라서…수요가…급격히…

감소하여,…수년전…까지만…해도…350개의…탄광이…현재…대폭…감소하였으며…앞으로도…더욱…더…폐광이…늘

어날…전망을…보이고…있습니다.…금속광물…역시…인건비나…기타…생산비가…저렴한…외국의…광물이…대량…

수입됨으로써…경쟁력을…잃어가고…있는…실정입니다.…존경하는…회원여러분,…우리의…산업계가…이렇게…

어려울수록…관계와…산업계…및…학계가…힘을…합하여…이…난관에…대처하고…어려움을…풀어…나간다면…우리

의…활로를…찾을…수…있을…것으로…봅니다.…이와…같은…활로를…개척하는…데는…무엇보다…광산의…기계화가…

이루어져야…되고,…이…기계화는…대형장비의…갱내…투입이…이루어지는…system으로…전환하는…것이…급선

무라고…생각됩니다.…

(1993년 4월 개회사에서)

제12대…(1991.5…-…1993.4)…김두영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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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학교의 학부과정에서 학부제가 서울대학교를 필두로 하여 1995년도에 도입되며 

많은 학교에서 그 뒤를 따르게 됨에 따라 학교에서 자원공학과라는 학과명을 그대로 유지하

는 학교의 수는 극소수에 불과하게 되며 학회의 신입회원 가입 가능성 역시 하락되어 학회

의 장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자원공학회의 위상을 위협하는 대

외적인 여건의 변화에서 자원공학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학회와 연관이 

있는 학회들이 뭉쳐서 영문판 논문집을 발간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1998년 5월 Geosystem 

Engineering 창간호를 발간하였다. 연 4회 발간을 목표로 하였으나 초창기에는 논문 부족 

등으로 3회에 그쳤다.

또한 광업계의 위기는 연관 학회에도 영향을 미쳐 개별적으로 총회와 학술대회를 개최

하던 것을 다수의 회원이 중복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여 매년 1회 춘계 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1999년 춘계대회를 충남대학교에서 자원공학회, 자원환경지질학회 

및 지구물리탐사학회 3개 학회 공동으로 처음 개최했다.

나. 재정

1)…찬조금

찬조금은 학회의 학술대회 개최 시 당해 장소 제공기관이 식비 등 일부를 찬조하는 외에 

특별 학술대회나 회지 발행 시 발간비를 찬조받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5년도에는 추계 특별학술대회로 “지반사고 예방을 위한 물리탐사의 활용 심포지엄”

을 개최하며 18,500,000원을 19개사로부터 찬조받아 전보다 찬조금의 규모가 커지는 계기

를 마련했다.

1996년도 찬조금액이 많은 것은 특별학술대회의 일환으로 한·일 암반공학심포지엄을 

개최하며 개최비와 논문집 등 발간으로 31,904,500원을 찬조 받고 특별히 (주)경동에서 특

별 운영기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찬조받았기 때문이다.

1997년도에는 석회석심포지엄과 지하수심포지엄을 개최하며 14,939,000원을 협찬사가 

찬조해 주었으며, 동아대에서도 식비로 7,710,000원을 찬조받았다.

그러나 1998년 IMF 관리체계가 시작되며 기업체들의 유동성이 어려워지고, 사회 시스템

도 큰 변화를 보이게 되며 학회의 특별 심포지엄에 대한 찬조도 끊어짐에 따라 찬조 규모가 

크게 축소되었다. 이후 99년도와 2000년도 동일한 양상을 보였지만 김옥배 회장의 개인 찬

조가 100만 원씩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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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께서도…아시는…바와…같이…현재…우리는…에너지자원인…석탄…산업

이…임금인상과…채탄성의…악화로…인하여…사양길에…접어들고…있으며,…값싼…

해외자원의…유입으로…국내…광업이…극도로…어려움을…겪고…있는…실정입니다.…

우리는…이러한…현실을…극복하기…위하여…그동안…멀게만…느껴졌던…산학협동

의…딜레마에…따른…신기술정체현상과…사양화되어…가는…광업계…현실에…따른…

인원감축,…시설투자기피,…경기침체…등의…사기…저하에…따른…과거의…사고방

식을…떨쳐버리고,…2000년대…산학과…기술의…주역으로서,…한국자원공학회는…

신기술…개발,…국내외…에너지자원의…탐사,…해외자원개발,…신소재광물자원…개발…및…자원재활용…등…다양

하고…폭넓은…시야…속에서…과감한…개혁으로…새…출발하여야…한다고…생각합니다.…따라서…이를…위해서는…

우리…모든…회원들이…주인의식을…새롭게…다지면서…노력하여야…하겠습니다.

(1993년 10월 개회사에서)

이번…10월…25일에는…우리…한국자원공학회와…농어촌진흥공사가…공동으로…UR을…대비한…농수축산

물…저장시설…국제심포지엄을…개최하게…되었습니다.…저희…학회임원일동은…회원…여러분들의…성원에…

힘입어…이와…같이…여러…가지…학술활동…등을…펼치면서…학회의…활성화에…노력하고…있습니다마는…아직

도…미흡하고…재정…면에서…어려움을…겪고…있음을…생각하면…부끄럽기…짝이…없습니다.…다행히도…회원…

여러분의…적극적인…도움으로…학회지에…투고되는…논문이…많이…밀려가고…있으며,…포항종합제철의…특

별회원사…영입을…비롯하여…한국전력공사와…조선내화주식회사…등…특별회원사…영입을…추진하고…있습

니다.…학회의…각…학술전문위원회의…활성화를…위해…예를…들어…지하수자원전문위원회…또는…자원환경

전문위원회…등을…앞으로…확대하여…활성화할…계획입니다.

(1994년 10월 개회사에서)

회장으로서…책무를…맡아…일한지가…벌써…2년이란…세월이…흘러…오늘이…오고야…말았습니다.…처음…회

장이라는…직책을…수행할…때의…마음으로는…당장…큰…산이라도…옮겨…놓을…수…있을…것…같은…철부지…한…

소년의…마음으로…시작하였지만,…막상…일에…빠지다…보니…무엇이…앞인지,…무엇이…뒤인지…갈팡질팡하는…

세월들이…아니었나…하는,…새삼…부끄러움밖에…생각이…나지…않습니다.…부족하고…아쉬웠던…기억들을…가

슴속에…깊게…새기면서…대과(大過)없이…보낸…지난…저의…책무를…너그러이…용서하여…주시기를…바라며,…

보다…못…다한…노력을…회원으로서…임무를…다할…수…있도록…여러분의…아낌없는…지도편달을…기대하겠습

니다.…존경하는…회원…여러분,…우리…한국자원공학회…회원…여러분이…앞으로…개척하고…노력해야할…학문

의…분야는…너무나…많습니다.…회원…서로간의…우의와…신뢰를…바탕으로…항상…마음의…문을…활짝…열고…상

호간의…작은…소망을…여러분께…다시…한…번…강조하고…싶습니다.…

(1995년 4월 개회사에서)

제13대…(1993.5…-…1995.4)…신방섭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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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연도별 수입 현황

연도

수입액(원)

총액
특별회비 기타회비 기타

금액 % 금액 % 보조금 잡수입

1990 59,096,118 27,480,000 46.5 6,011,000 10.2 7,776,000 17,825,440

1991

1992 62,618,583 22,210,000 35.4 6,651,000 10.6 7,909,000 25,848,583

1993

1994 90,717,485 22,660,000 24.9 6,963,000 7.7 12,300,000 48,794,850

1995 132,163,970 34,554,539 76.1 3,970,000    3.0 8,100,000 85,539,431

1996 191,355,028 19,150,000 10.0 13,400,000 7.0 10,300,000 148,505,028

1997 210,794,059 53,220,000 25.2 16,107,000 7.6 15,050,000 126,417,059

1998 119,915,582 8,900,000  7.4 14,030,000 11.7 6,900,000 90,085,582

1999 86,923,383 15,850,000 18.2 12,515,000 14.4 17,440,000 41,118,383

2000 91,766,001 17,750,000 19.3 15,655,000 17.1 10,840,000 47,521,001

표 15. 기타수입 내역             (단위 : 원)

연도
학술대회 기타 수입

찬조금 참가비 학술사업 기금수입 운영이자 기타

1990 1,200,000 5,895,000 5,781,000 1,000,000 41,630

1991

1992 7,594,700 6,150,000 3,202,230 1,000,000 69,103 7,210,550

1993

1994 11,685,000 8,855,000 11,367,045 9,431,358 2,441,892

1995 29,263,895 16,465,000 7,362,400 13,522,756 13,916,380 5,009,000

1996 47,404,500 68,927,060 4,825,320 10,749,666 25,994,497 603,985

1997 25,399,725 15,780,000 53,427,500 10,428,626 18,702,052 2,679,156

1998 4,145,200 14,129,870 12,260,200 11,586,118 44,871,990 2,456,263

1999 5,640,000 18,015,000 5,581,200 5,315,000 5,738,518 828,665

2000 3,722,000 15,565,000 6,894,180 5,200,000 14,194,367 1,945,454



 85

제가…오랫동안…학회의…임원으로…일해…오면서…느낀…점을…중심으로…이러

한…목표달성을…위해…앞으로…약…2년간의…학회운영에…대한…포부를…말씀드리

고자…합니다.…첫째,…우리…학회…재정의…건실화를…도모하기…위해서는…학회…재

정수입의…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특별회원사의…새로운…영입을…추진해야…

하며,…이를…위해서는…지하자원의…개발과…활용에…관한…기술과…지식을…지하…

공간…개발,…지하수…개발,…소재산업…및…자원재활용…등…관련…산업분야에…확대

시키는…노력을…계속해…나가야…할…것입니다.…둘째,…학회활동의…활성화와…효

율적…운영의…내실을…기하기…위해서는…수석…부회장…제도의…도입과…학회사무국…강화가…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셋째,…해외자원개발과…국제협력…그리고…국내…관련기술을…향상시키기…위해서는…학회의…국

제교류를…더욱…활성화하고…국제…심포지엄의…개최…등을…추진할…필요가…있습니다.

(1995년 5월 취임사에서)

흔히…우리는…말하기를…국내…무연탄은…수입탄과…비교해서…2배…이상…비싸…가격…경쟁력을…상실한…

상태이며…탄질도…불리합니다.…뿐만…아니라…석탄은…사용하기도…불편하고…환경오염을…가져오는…공해

발생요인도…많다고…누구나…자인해…버립니다.…산유국이면서…우리보다…부존자원이…풍부한…미국·유

럽…등…선진국에서도…고회분,…저열량…석탄이…효율적…연소가…가능하며…연소로내에서…탈황과…질소산화

물의…생성…억제가…가능한…순환…유동층…연소기법을…개발하기…시작하여…첨단기술로…보호하고…있으며,…

선탄에서…활용에…이르기까지…Clean…Coal…Technology(청정석탄기술)에…많은…연구와…노력을…경주하

고…있는데…비해…우리는…과연…얼마만큼의…연구와…노력,…그리고…투자를…하였습니까.…한편…정책면에서

도…세계적으로…석유의…대체에너지로서는…석탄과…원자력이…가장…경제성…있는…자원이라는…I.E.A.의…보

고가…아직도…그대로…유효한…처지에서…영국과…독일…등은…에너지…소비구조가…각…에너지원…별로…고르게…

분포되어…한…부문에서의…파동효과를…충분히…흡수할…수…있는…소비구조를…갖고…있는데…비하여…우리나

라와…같이…전체…에너지…중…석유소비…비율이…62%로…지나치게…높은…상황에서…제3의…석유파동에…대한…

타격을…고려하고…있는…것입니까.

(1996년 3월 개회사에서)

최근…우리나라는…석유…1일…소비량이…2백만…배럴에…달하여…세계…제5위의…수입국이…되었으며…석탄

의…경우도…국내…무연탄이…경쟁력…약화로…인하여…침체의…어려움을…겪고…있는데…비하여…수입석탄은…연

간…약…4천만…톤에…달하여…일본에…이어…세게…제2위의…수입국이며…철광석을…비롯한…금속자원도…세계…유

수의…수입국이…되었습니다.…이와…같이…우리나라는…세계에서도…대량의…자원을…수입…소비하는…나라가…

되었습니다만…반대로…국내…에너지…및…광물자원개발…산업은…경쟁력…약화로…인하여…계속…위축되고…있

으며…해외자원개발도…많은…노력에도…불구하고…생각만큼…크게…성과를…거두지…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1996년 10월 개회사에서)

제14대…(1995.5…-…1996.12)…이정인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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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발전사

2)…참가비

매년 열리는 춘계와 추계 학술대회와 기획 사업으로 추진하는 특별 심포지엄에 학회회원 

및 일반인이 참가하며 논문대와 식대 등이 포함된 참가비를 지불하게 된다. 참가비는 일반

회원과 학생회원으로 구분하여 차등을 두고 있으며 일반회원의 참가비는 3만원에서 99년도

에 4만원으로 인상되었다.

3)…연차회비

학회 회비는 1986년 인상된 이후 변경이 없었으나 인플레율을 감당할 수 없어 1991년 정

회원의 연차회비와 종신회비를 인상했다. 이후 재정 안정을 위해 1992년 연차회비를 다시 

2만원으로 인상하고 종신회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재인상했다. 그러나 광업계의 쇠

퇴로 인해 종신회비가 과다하다는 의견이 많아 연령층을 구분해 차등화하는 방식을 도입하

고 대신 정회원과 학생회원의 연차회비를 소액  인상시켰다.

4)…학술사업

대외 연구용역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수주하여, 사업 수행 기관과의 배분을 통해 학

회 수입으로 귀속시키고 있으며 97년도에는 합리화사업단과 당시의 통상자원부에서 각각 

41,613,300원과 80만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하여 기록상 가장 많은 수입을 기록하였다. 이

후로는 IMF를 겪으며 용역 수요가 사라져 실적이 없었다.

다. 학회활동

자원공학회지가 제28권부터 37권까지 매권 당 6호씩 꾸준히 발간되었다. 수록 내용은 시

대상을 반영하여 응용지질분야는 산성배수 문제와 관련한 지구화학적인 접근에 관한 발표가 

1993년도부터 증가했고 개발공학분야는 지하 터널 굴착 시 안전과 관련한 암석역학적인 접근

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자원활용분야는 국내 비금속광의 선별과 정제방식은 물론 유가금속

회수를 위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물리탐사분야는 초기에 탄성파탐사를 이용한 지오토모

그라프에 대한 관심이 컸으나 이후 전기비저항법을 이용한 방법과 EM법을 이용하는 방법까

지 관심 영역이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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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회는…한국의…경제부흥이…시작되던…1960년도…초에…창설되어…그…

동안…산업발전의…원동력인…자원의…개발에…기초가…되는…기술들을…개발·보

급하고…산·학·연·관간의…유대…강화에…크게…기여하였습니다.…그리고…자

원산업은…한국이…산업발전과…경제…성장을…이룩하는…동안…산업의…원동력인…

석탄…등…에너지…자원과…산업의…원료인…각종…지하자원을…개발…공급함으로써…

한국의…경제부흥에…크게…공헌하였습니다.

…그러나…최근…10여…년간…저유가에…따른…석탄의…경쟁력…저하,…임금…상승

과…고품위…광체의…결여…및…개발심도…증가…등에…기인한…생산비…증가에…따른…외국수입품과의…경쟁력…

약화…등의…영향으로…자원산업은…침체되어…사양화되고…있는…점은…유감스러운…일이며…광업회사들의…

지원에…크게…의존하는…우리…학회의…재정…사정도…점점…어려워지고…있습니다.…하지만…산업…발전을…위

해서는…그…기간이…되는…에너지…자원과…기타…원료·소재…자원은…필수적이며…따라서…자원공학에…관한…

기술은…중단…없이…발전되어야…할…것입니다.…

우리나라는…3년…후면…다가올…21세기에…G7…선진국…도입이란…대망을…가지고…경제도약을…시도하고…

있으나…현재…약…1000억불의…외채와…연간…240억불이란…경상수지…적자를…안고…장래를…크게…우려하고…

있습니다.…외채와…적자의…원인이…수출…부진에…있다고…하지만…그보다도…국내…석유산출이…전무한…실정

에서…매일…약…200만…배럴의…석유…소비를…위해…세계…제4위로…많은…석유를…수입하는데…소요되는…외화…

지출이…더…큰…요인이라…생각됩니다.

한국…경제의…안정적…성장을…위해서는…국내…대륙붕의…천연가스와…석유자원이…시급히…탐사…개발되

어야…하며…시베리아…가스전을…위시한…해외자원의…개발도입이…적극…추진되어야…할…것이며…국내…석탄

자원의…활용도…높여야…할…것입니다.…또한…현재…우리…분야의…불황을…탈피하기…위해…지하…공간…개발,…

지반…안정성…평가,…발파기술의…활용,…지구환경평가,…지하수,…시멘트,…석재,…골재,…심해저…광물자원…등

의…개발과…신소재…자원의…개발…및…활용에…대한…연구가…활발히…시행되어야…할…것입니다.

(1997년 4월 개회사에서)

지난…5월에는…지하수…개발과…보전…관리에…관한…심포지엄을…서울대학교에서…개최하여…약…200여

명의…산·학·연·관의…인사들이…참석하여…성공적으로…심포지엄을…마쳤고,…준비위원들의…활약과…후

원사들의…지원에…의해…학회재정에…많은…도움을…주었습니다.

존경하는…회원…여러분!…부덕한…제가…회원…여러분들의…성원에…힘입어…학회장의…중임을…맡은…지…벌

써…임기…1년이…가까워…졌습니다.…그동안…전통어린…우리…학회의…건실한…유지…발전을…위해…미력을…바쳐…

보았으나…본인의…역량…부족과…자원…산업의…불황…등…시대적…여건으로…인하여…의욕대로의…업적을…다…

이룩하지…못한…점…송구스럽사오며,…과거…큰…공적을…이루신…역대…회장님들…및…원로…회원님들의…노고

에…깊은…경의를…드립니다.

(1997년 12월 개회사에서)

제15대…(1997.1…-…1997.12)…양승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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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학회상

관행에 따라 매년 특별상, 학술상, 기술상 및 공로상이 수여되었지만 1992년도와 2000년

도에는 공로상 수상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하였고, 1998년에는 기술상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

하였다. 학술상 수상자 중 단일 기관으로는 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소속이 가장 많았고 나머

지는 대부분이 대학 교수들이었다. 

한편 이러한 학회상과는 별도로 자원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고취시키자

는 의도로 「이당 장학금」 제도가 1993년도에 새로 신설되었다. 동 장학금은 홍준기 전회장이 

당시로서는 거금인 5천만원(이자율 기준으로는 현재의 15억원 이상)을 기금으로 출연해 매년 

4명에게 은행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한 것이며 명칭은 그 뜻을 기리기 위해 본인의 호를 따서 

명명하였다. 자원공학과가 존속하던 초기에는 수석 합격자에게 수여되었으나 이후 학교의 추

천을 받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학부제로 변경된 이후에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변경되었다.

표 16. 연도별 분야별 학회지 수록 건수

구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응용지질 5 4 11 13 8 13 13 17 16 10

물리탐사 7 10 12 17 15 17 20 12 4 14

개발공학 18 13 11 11 7 8 11 5 5 9

자원활용 14 15 14 17 14 12 18 26 17 13

석유공학 5 2 6 6 8 6 10 7 9 7

자원경제 2 3 1 1 2 4

기타 1 4 4 1 1

합계 52 47 58 59 54 58 70 71 51 40

제 1 장

학회발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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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회는…오랜…전통과…연원을…가진…공학회로서,…자원기술·경제·정

책을…두루…총괄하는…우리나라…유일의…모…학회입니다.…지금…이…자리에…참석

하여…주신…회원만도…2백…수십…명이…되며,…위임장까지…합하면…300명에…육박

하는…상황이라…우리…학회의…무게를…재삼…자각하게…됩니다.…사실…10여…년간

에…걸친…자원산업의…지속적인…퇴조를…생각할…때,…근년…학회참여…인원의…꾸

준한…증가와…학술활동의…활성화는…대단히…고무적인…일입니다.…

…

30년…이상의…경제개발…결과,…우리나라는…사회,…경제,…문화적으로…많은…

변혁을…겪게…되었으며,…이는…과학기술과…산업분야도…마찬가지입니다.…전…국토에…걸친…각종…건설과…

개발로…인하여,…지반의…조사·굴착·유지·보수·개발에…수반되는…지반·지하수·하천·대기의…오

염과…같은…환경문제,…자원·에너지의…대량소비에…따르는…폐자원의…재처리·재활용,…새로운…소재개발

에…의한…부가가치…향상…등,…예전에는…생각하기…어려웠던…여러…가지…문제가…근년…동시다발적으로…부

각되고…있습니다.…매스컴에도…연일…보도되고…있습니다.…그러나…우리…자원인을…제외하면,…이들…문제

의…해결이…오랜…연원의…자원기술과…자원인에…달려…있다고…말하지…않습니다.…지금으로서는…참으로…안

타까운…일이나,…곧…올바른…인식이…자리…잡게…되리라고…생각합니다.…원래…지하자원을…개발하기…위하

여…활용되었던…일련의…기술이…이제는…건설,…환경,…방재,…자원리싸이클링,…신소재개발…등의…분야에서…

다양하게…활용되고…있습니다.…심지어…어떤…분야에서는…이러한…과학기술이…자기들의…첨단…분야인…양…

인식되고…선전되는…경우도…있습니다.…지금은…자원공학이라는…용어도…너무…제한적인…의미를…갖게…되

었습니다.…몇몇…선진국에서는…좀…더…포괄적인…용어로서…지구시스템공학을…생각하고…현재…쓰기…시작

하고…있습니다.…이미…국내에서도…학부제가…대학에도…도입되면서,…자원공학과가…하나의…학부로…편입

되고,…학과대신에…지구시스템공학…전공이라는…개념이…정착되는…추세입니다.…이러한…맥락에서,…금년

부터…본…학회가…기존의…학회지와는…별도로…연…2회…영문판…학회지를…추가…발행키로…하고,…학회지…명

칭을…“Geosystem…Engineering”이라고…결정하였습니다.…다소…늦은…감은…있으나,…국제화에도…순응할…

겸,…시의적절하다고…생각합니다.

…

실로…모든…일이…어려운…지금의…IMF…시대에,…하던…일을…축소하기보다…오히려…확대하는…것이…아니냐

고…의아해…하실…필요는…없습니다.…앞으로…난국을…헤쳐…나가기…위해서…과학기술의…진흥이…어느…때…보

다도…절실하게…요망되고…있습니다.…과거…10여…년간…우리…학회는…이미…IMF…이상의…어려운…시절을…잘…

헤쳐…나갔습니다.…지금의…난관이…그렇게…새로운…것이…저희들에겐…아닙니다.…경비가…많이…소요되는…대

형…특별…심포지엄보다는…학술…분과위원회의…활동…강화,…요령에…맞는…홍보활동,…통일과…해외자원의…장

기…안정…확보를…위한…자원정책의…제시…등을…통해서…내실을…다지기로…방침을…정하고…있습니다.…우리가…

합심해서…노력하고…한…목소리를…낸다면,…우리…학회는…계속…성장하리라고…생각합니다.…학회의…발전이…

곧…회원…개개인의…발전이고,…회원의…발전이…한…곳에…모이고…쌓이면…곧…학회가…발전하겠지요.

(1998년 4월 인사말에서)

제16대…(1998.1…-…1998.12)…조동행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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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학술발표회는…한국자원공학회와…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그리고…

한국물리탐사학회가…공동으로…학술발표회를…개최하는…것입니다.…처음으로…

시도하는…공동…학술…발표회라서…준비에…미비한…점이…있을지도…모르겠습니

다만,…너그러운…아량으로…이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회원여러분!…우리…학회도…창립한…지…어언…40여…년의…세월이…

흘러…사람으로…치면…장년의…나이가…되었습니다.…달리…표현하면…학문의…아

람들이…나무로…성장할…준비가…되었다는…의미입니다.…나무는…자랄수록…성장

을…위해서는…더욱…더…많은…영양분이…필요합니다.…우리…자원공학회에…필요한…자양분은…무엇이겠습니

까?…그것은…바로…회원…여러분의…학회에…대한…애정과…열정이…아닐까요?……

사람들은…간혹…우리나라를…자원…빈국이라고…부릅니다.…그렇습니다.…현재…우리나라는…산업의…규모

와…비교할…때…대부분의…경우…자원이…부족한…것은…사실입니다.…그러나…자원이…빈약하다고…해서…자원

에…대한…연구나…자원…산업에…대한…지원을…소홀히…한다는…것은…자원의…특성을…이해하지…못하는…단견

이라고…생각합니다.…자원이…빈약하기…때문에…자원에…관한…연구를…더욱…더…강화해야…한다고…생각합니

다.…식량이…전략적인…무기가…될…수…있는…것처럼…자원…또한…국가의…전략에…대한…중요성을…충분히…가지

고…있다고…생각합니다.…다시…말할…필요…없이…자원은…산업의…쌀입니다.…아무리…기술이…첨단화해도…모

래로…밥을…지어먹을…수…없듯이…산업에…필요한…원료를…다른…물질로…대체할…수는…없을…것입니다.

…

존경하는…회원…여러분!

우리…모두…산업의…쌀을…마련한다는…자부심을…가지고…열심히…노력합시다.…학회의…발전은…젊은…회

원들의…패기와…참신한…아이디어에…크게…좌우된다고…생각합니다.

학회를…운영하는…임원들도…젊은…회원들의…제안에…문호를…열어…놓고…있겠습니다.…더욱…많은…젊은…

회원들을…영입하고…학회의…발전에…많은…관심을…갖도록…회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1999년 4월 인사말에서)

우리…한국자원공학회와…깊은…유대를…맺어…온…한국자원연구소에서…20세기를…마감하는…1999년도…

정기총회…및…제73회…학술…발표회를…갖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앞으로…두…달…남짓한…시간을…지내면…새로운…세기가…열립니다.…다음…세기에도…인류의…생존을…위해

서는…자원의…공급과…이용은…필수적일…것입니다.…최근…다른…분야에…비해서…상대적으로…위축된…감이…

있으나,…우리는…자원의…확보와…공급을…위해서…노력한다는…자부심을…가져야…할…것입니다.

(1999년 10월 인사말씀에서)

제17대…(1999.1…-…1999.12)…김옥배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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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화기 (2001 - 2011)

2000년대를 전후하여 1997년도 제15대 양승진 회장부터 2003년도 제21대 이태섭 회장

까지 7년간은 회장의 임기가 1년, 수석부회장 임기 1년의 제도로 변경되었고 2004년 제22

대 이상규 회장부터 회장임기를 다시 2년으로 연장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또한, 2002년

도의 학회창립 40주년을 앞두고 2001년도에 학회 40년사 편람 발행 준비위원회를 구성하

였으나 그 결실을 보지 못하였고, 2007년도에 학회 회원명부가 새로이 책자로 발행되었다. 

2000년대 이전의 학회 주최 국제행사는 일본자원소재학회와 1967년부터 2002년까지 

인적교류와 상호방문 논문발표가 있었고 대만광야공정학회와는 1973년부터 2002년까지 

학회 대표를 상호 초빙하여 초청강연을 하는 등 소규모의 국제교류가 있었다. 국내 교류에

서도 타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발표회 및 특별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대표적인 예로 대한

자원환경지질학회와 공동으로 제72회(1999년 4월 충남대학교), 제74회(2000년 4월 조선대

학교), 제76회(2001년 4월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제78회(2002년 4월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 학술발표회를 개최하였고, UN이 정한 지구의 해인 2008년에는 4월 23일~25일 3

일간 서울 COEX에서 지구과학 한마당 학술대회를 관련 학회들과 공동개최한 바 있다. 

2000년도 이전에는 다음과 같이 4회의 국제학술회의다운 학회가 개최되었다. 국제학술

행사로서의 규모를 갖추고 체계적인 조직위원회를 미리 구성하여 수행한 첫 번째 국제심포

지엄은 1987년 4월 22일~24일 셰라톤 워커힐에서 개최된 석탄 개발 및 보안(Coal Mining 

and Safety) 국제심포지엄(회장 전용원)이었으며 이 행사후 학회 최고상인 서암상(서암은 

김종석 초대회장의 호임)이 제정되었다. 우리 학회(당시 대한광산학회) 주최, 문교부 동력

자원부 과학기술처 후원으로 개최되었고 국내인 280명 외국인 54명으로 총 334명이 참가

하고 총 53건의 논문 발표(국내 24건, 국외 29건)가 이루어졌다. 두 번째 국제행사로는 농

어촌진흥공사와 공동으로 지상 및 지하저장시설에 대한 전문 학술회의가 1994년 10월 25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국내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곡물엘리베이터와 지하암반저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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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심포지엄(회장 신방섭)이 농림수산부를 비롯 농수축협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자

원연구소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및 언론사의 후원으로 개최되었고 ‘왜 대규모 농수축산물 저

장시설은 지하로 가야하는가’, ‘최신 대규모 곡물 지하저장기술’, ‘북유럽의 농수축산물 지하

저장 현황 및 설비기술’ 등의 미국 노르웨이 전문가의 초청강연과 국내 전문가의 강연이 있

었으며 총 900여명이 참석하였다. 세 번째 국제학술회의는 1996년 7월 18일~19일 양일간 

한일 암반공학 공동심포지엄(회장 이정인)이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주제강

연 6건과 대규모 터널과 지하저장시설의 설계와 해석, 암석물질 및 암반의 공학적 성질, 지

하 openings의 건설과 측정, 부지조사 및 암반시험, Water Jet 기술의 최근 발달과 암반공

학에의 응용, 암반사면과 기초의 안정성 등 세션에서 66건의 논문 발표 등 총 72건의 논문

이 발표되었다. 네 번째 국제학술행사는 제2회 아시아-태평양지역 환경지구화학 국제심포

지엄이 1999년 11월 2일~4일 서울대학교 호암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국내에서 개최

된 최초의 환경지구화학 국제심포지엄(회장 김옥배)이었으며 총등록자수는 7개국에서 56명

(외국인 9명-영국 미국 중국 홍콩 일본 호주)이 참가하고 미국 영국 한국 전문가의 기조강

연 3건, 구두발표 27건, 포스터발표 18편이 발표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국제학술회의를 춘계 또는 추계 학술회의와 함께 개최함이 일

반적이었는데 첫 번째 국제학술 심포지엄은 2001년 10월 18일~19일 서울대학교 호암컨벤

션센터에서 “21세기 지하개발-환경최적설계를 위한 지구시스템공학의 응용 국제심포지엄”

(회장 오종기)을 개최하였다. TBM 및 쉴드터널링 설계기법과 적용, 환경문제에 대처하는 

물리탐사기술의 활용, 지구환경문제에서의 지구화학기술 응용, 균열시스템에서의 유체 유

동, 건설 폐자재의 환경친화적 작용 등 5개 분과에서 노르웨이 독일 미국 영국 오스트리아 

일본 등 외국전문가 8인과 국내 전문가 33인의 강연 등 총 41건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학회 

창립 40주년을 기념하며 2002년 10월 16일 석유공사, 서울대 및 Schlumberger의 후원으로 

서울대학교 호암컨벤션센터에서 “석유자원 개발 및 생산 기술 국제심포지엄”(회장 전효택)이 

개최되었으며 국내외 전문가의 논문 7건이 발표되었다.

국내에서는 전통적인 자원산업의 쇠퇴에 따라 한국자원공학회라는 학회 명칭을 개정

하자는 움직임이 2001년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마침내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영문 The 

Korean Society for Geosystem Enginering, 약자 KSGE)로 2002년 정관 개정하여 2003

년부터 공식 출범하고 학회지도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지로 발간을 시작하였다. 학회의 발

전 분야를 전통적인 자원관련 기반기술을 신기술과 접목하는 융합기술에서 활로를 개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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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회원…여러분!…오늘…춘계총회와…더불어…열리는…학술발표회는…

지난해와…같이…3개…학회가…공동으로…여는…것입니다.…21세기를…주도할…과학

기술의…특징이…기술의…융합화,…극한화,…지능화라고…말하고…있듯이…이…공동

학술발표회는…이런…점에서…의미가…있다고…생각됩니다.

국내…에너지…및…광물자원의…98%를…수입에…의존하고…있는…현…상황에서

는…국내자원…외에…해외광물을…포함시킨…종합적인…국가자원수급…체계의…구

축과…기술개발계획이…필요합니다.…첫째,…국제경쟁력을…높여야…하고,…둘째,…

모든…분야에…걸쳐…확산되고…있는…정보기술(Information…Technology)에…의한…기술혁명과…셋째,…자원…

개발계획을…추진하는데…필요한…광산평가가…국제표준화…되어…가는…것에…대응해야…하는…등으로…어려

움은…더하여…질…것입니다.…남·북한…자원협력시대를…준비하는…것도…중요하고…환경…친화적인…자원개

발기술에…투자하는…것도…필요합니다.

지난…3월…캐나다에서…열린…Mining…Millennium…2000…행사에서…도출된…21세기…자원산업…전망에서…

이러한…점은…선진국에서나…개발도상국에서나…다…같이…전제되는…것이어서…정보기술을…본격적으로…적

용하여…생산성…향상을…위한…활발한…기술개발을…추진하는…것…외에도…우리에게…더욱…다양한…노력을…요

구하고…있습니다.…

존경하는…회원…여러분!…학회의…발전은…여러…회원의…적극적인…활약과…하나로…뭉쳐진…학회를…사랑

하는…마음에…달려있다고…생각합니다.…그러나…저를…비롯하여…학회…운영진이…짧은…한…회기…내에…이룰…

수…있는…일은…한정적이라고…봅니다.…그래서…저는…최소한…여러…회원님들의…학회발전에…대한…건설적인…

의견을…모아서…최소한…릴레이…경주의…첫…주자가…되는…역할은…꼭…감당하고자…합니다.…즉…특별회원사

의…지속적이고도…적극적인…학회…지원,…우리학회의…소관부처인…산업자원부가…현재…추진하고자…하는…

국내광물…자원개발…활성화…방안…마련,…젊은…회원의…영입과…적극적인…학회…활동,…자원산업체와의…협

력과…학회를…통한…기술지원…등…문제를…해결하는…출발을…하고자…합니다.

(2000년 4월 인사말에서)

지난…10월…2일부터…일주일…동안…일본의…자원소재학회에…참석하고…일본도…한국과…같은…광물자원…

수입국으로서…침체되는…광업계로…인해…위축되는…학회활동을…염려하는…것을…보았으며…그러나…학술발

표와…병행하여…특별기획을…마련하여…노력하는…것을…보았습니다.…심포지엄을…구성하여…지구자원·환

경문제와…Recycling…기술에…대해…발표하였고,…Panel…Discussion으로…진행된…자원개발기술의…중장기…

전략…목표를…찾기…위한…제목으로…장래의…채광기술인…정보화·자동화…채광기술…및…해외자원…개발기

술자…인재양성과…자원계…교육의…국제화가…심도…있게…거론된…점을…보아…느낀…바가…많았습니다.

(2000년 10월 인사말에서)

제18대…(2000.1…-…2000.12)…이경운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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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노력이 제안되었으며, 암반공학과 물리탐사기술의 건설-토목분야와의 접목, 환경지

질공학, 응용지구화학과 물리탐사기술의 지하수자원 확보 및 지하수-토양오염 정화 등 환

경문제에의 적용, 지질재해(산사태, 지진, 해수침투, 지반침하 등) 문제 해결에 물리탐사, 

환경지질, 암반공학 기술의 적용, 자원처리 기술의 자원재활용 분야 접목 등 다양한 분야의 

접목을 강조한 시기였고, 또한 통일시대를 대비한 북한 자원연구, 미래에너지 자원인 가스

하이드레이트와 대체에너지자원인 지열개발에 자원공학인의 역량 집중을 강조한 시기였다. 

따라서 2003년 11월 18일~19일 양일간 한국암반공학회와 한국지구물리탐사학회와 공동

으로 “지구시스템공학, 암반공학 및 지구물리탐사의 Fusion Technology” 에 관한 국제심

포지엄(회장 이태섭)을 서울대학교 호암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였으며 국외논문 33편, 국내

논문 78편등 총 111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2003년 10월 27일~29일에는 제주 라마다프

라자호텔에서 한일 워터젯심포지엄이 개최되었고 한국워터젯기술위원회가 주최하고 우리 

학회는 공동주최자로 참가하였다. 2004년 10월 19일 “자원활용 소재 국제심포지엄”(회장 

이상규)을 서울대 호암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며 9건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2005년 11월 10

일~11일에는 서울 aT 센터에서 “가스하이드레이트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되어 22편의 논문

이 미국 독일 타이완 러시아 캐나다 및 한국 전문가들에 의해 발표되었다.

2007년 4월 19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Minerals and Materials Processing” 국제

심포지엄(회장 문현구)이 개최되어 미국 호주 일본 인도 한국의 전문가들이 24건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2007년 9월 13일~14일 “광해방지 국제심포지엄”이 광해방지사업단과 공동으

로 강원랜드에서 개최되었고, 영국 일본 호주 미국 독일 한국의 전문가들이 10건의 논문을 

발표하고 국내 광해방지시설 현장답사가 있었다.

“Mine Reclamation” 국제심포지엄이 2009년 9월 24일~25일 학회(회장 민경원)와 광

해관리공단이 공동 주최하고 지식경제부 후원으로 강원랜드에서 개최되었다. 세계은행 인

도네시아 베트남 몽골 페루 전문가들의 6건의 초청강연, 수질 / 토양 / 리싸이클링 세션에서 

미국 영국 홍콩 베트남 및 한국측의 구두발표 11건, 지반침하 / 산림복원 / GIS 세션에서 남

아프리카 공화국 호주 미국 베트남 영국 러시아 한국측의 구두발표 11건, 포스터발표(식생

복원, 광해복원에 GIS 응용, 광산침하 방지, 광산폐기물 처리 및 운영, 광산폐수평가 및 처

리, 광산폐기물질의 재활용, 광산지역의 위해성평가, 토양정화 등의 주제) 42건으로 총 70

건의 논문 발표가 이루어졌으며 총 등록 참가인원이 260여명, 외국인 참가자는 56명이 되

는 국제학술회의였다. “지속가능개발 Mine Reclamation” 국제심포지엄(회장 허대기)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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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반세기…동안…조국…근대화와…국가…산업경제…발전에…필요한…에너지…

자원과…광물…자원의…개발에…매진해온…한국자원공학회는…이제…21세기…통일…

조국에…대비하여…지하개발과…환경문제를…조화롭게…풀어갈…수…있는…지구환

경시스템공학의…국내외…선진…기술을…소개/토론하는…장으로서…이번…국제…심

포지엄을…개최하게…되었습니다.…이…국제…심포지엄에서는…암반공학,…지구물

리탐사,…석유/지하유체공학,…자원소재/활용공학,…지구화학탐사…등…5개…복

합…학문분야에…걸쳐…40여명의…국내외…전문가들이…분야별로…심도…있는…특

별강연을…하게…되며…동시에…각…분야의…일반…학술발표도…함께…진행됩니다.

(2001년 10월 모시는 글에서)

회원…여러분!…21세기에…접어든…지도…어언…2년째가…저물어가고…있습니다.…20세기가…저물어…가던…

1997년…말…국가부도…위기…상황이…닥쳐…나라의…어려움이…엄습한…가운데에서도…의연히…일어선…한민족

의…저력은…가히…누구도…범접하지…못할…것입니다.…그러나…IMF를…벗어난…지금…각…산업계는…IMF를…겪고…

있던…기간보다…더…어렵다는…사계의…목소리가…커지고…있습니다.…이와…같이…어려운…상황…속에서도…우

리…전문분야는…그간…더…어려운…길을…헤쳐…왔습니다.…1945년…해방과…더불어…희망을…가졌던…우리…국민

들은…6.25…국난을…겪으며…참으로…어려운…시기에…우리…자원산업이…조국의…밑받침이…되어…한…때…수출

고의…절반을…차지했던…시기도…있었다고…합니다.…20세기…중후반에…접어들면서…조국…근대화…사업이…진

전됨에…따라…각종…산업이…발전하는…과정에서…자원산업은…오히려…왜소해지기…시작하였고…또한…최근

에는…자원개발의…경제성…저하…및…환경보존에…밀려…더욱…국내…자원산업은…어려운…상황에…이르렀고…이

는…국내뿐만…아니라…세계적인…추세로…이어졌습니다.

하지만…우리자원산업의…기술은…비단…지하자원을…개발하는데…국한하지…않고…지구건설…분야에…초

석을…다지는…기본…기술로…활용되어오고…있으며,…이…분야의…활성화에…많은…회원들께서…애써…키워왔습

니다.…그…예로…지하저장…공간의…설계·시공,…대형…구조물의…지반조사…및…타당성…검토,…지하…공간…활

용을…위한…위치선정의…타당성…검토,…지구환경…오염조사…및…대책…강구,…지하수…자원의…환경…및…개발,…

자원활용…및…리싸이클링,…자원소재…및…화석…에너지…산업의…경제성…조사…등…그…활용…분야는…대단히…넓

고…필수적인…것입니다.…이러한…시기에…당…학회에서는…자원기술을…더…넓고…깊게…발전시키고…또…활용

하기…위해서…2001년도…추계총회…및…제77회…학술대회에…즈음하여…“21세기…지하개발-환경…최적설계

를…위한…지구시스템공학의…응용”에…대한…국제심포지엄을…개최하여…TBM…및…쉴드터널링…설계기법과…

적용,…환경문제에…대처하는…물리탐사…기술의…활용,…지구환경…문제에의…지구화학…기술…응용,…건설폐

자재의…환경친화적…활용…그리고…균열시스템에서의…유체유동…등…5개…분야에…노르웨이,…독일,…미국,…영

국,…오스트리아…및…일본…등…선진…외국의…전문가…8분의…특별강연이…있고…그…외…국내의…전문가…33분이…

함께…특별강연을…하게…되었습니다.

(2001년 10월 초대말씀에서)

제19대…(2001.1…-…2001.12)…오종기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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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랜드에서 2011년 9월 22일~23일 광해관리공단과 공동으로 개최되었다. 미국 말레이시

아 몽골 키르기스탄 영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그리스 라오스 캄보디아 호주 태국 과테말라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카자흐스탄 등 17개 국가와 한국 전문가들에 의해 33건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상기한 국제학술회의 이외에도 대표적인 학술활동으로서 환경지구화학공학 단기강좌 개

최(2002년 8월 서울대학교), 지질환경 재해 및 복원기술 심포지엄(2002년 11월 대한광업진

흥공사), 광해방지기술 단기교육 (2006년 2월 한양대학교), 해외에너지 광물자원 개발과 비

축 특별심포지엄(2006년 4월 서울대학교), 해외자원개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세미나

(2006년 8월 국회의원회관), 광해방지 특별심포지엄(2006년 11월 강원랜드), 지하수/지열

과 산업응용 물리탐사 특별심포지엄(2007년 4월 제주 라마다프라자호텔), 광해방지 심포지

엄(2008년 10월 한양대학교), 석유가스개발 심포지엄(2009년 5월 서울대학교), 녹색성장

과 자원기술 심포지엄(2010년 5월 제주 라마다프라자호텔), 해외자원개발 심포지엄(2010년 

12월과 2011년 12월, 서울 JW 메리어트호텔) 등이 학회 춘계총회나 추계총회시 동시에 개

최되었거나 또는 별도 시기에 타기관과의 공동으로 개최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와 춘계 및 추계총회와 학술발표회, 특별심포지엄에서의 참가인원의 

증가, 특히 젊은 인력인 학생의 참가와 발표 논문의 증가함이 특징이었다. 학회 참가에 젊

은 세대가 많음은 다음 세대에의 희망적 증거이고 미래가 밝음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예를 

들면 2001년도 춘계총회 및 학술발표회의 등록인원은 228명, 발표논문 127편(자원환경지

질학회와 공동), 2006년도 춘계에는 등록 292명, 발표논문 73편, 2011년도 춘계에는 등록 

402명, 발표논문 134편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추계총회 및 학술발표회에서도 2001년 2006

년 2011년도에 등록인원은 각각 213명, 235명, 334명으로 증가하였고 발표논문도 42편, 

년도 예산(천원)
춘계총회…및…학술발표 추계총회…및…학술발표

등록인원(명) 발표논문(편) 등록인원(명) 발표논문(편)

2001 168,250
228 127

213 42
(자원환경지질학회와…공동)

2006 246,360 292 73 235 108

2011 414,000 402 134 334 137

표 17. 2000년대 5년 주기의 예산, 학회참가 등록인원 및 발표논문 편수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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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4월…춘계총회에서…신임…회장…인사를…드리고…벌써…반년이…지나…또…

다시…인사말을…드리게…되어…세월이…바쁨을…느낍니다.

금년은…우리…학회가…창립된…지…40주년이…되는…뜻…깊은…해로서…석유자

원…개발…및…생산이라는…주제로…국제심포지엄을…기념행사로…개최하면서…아

울러…정기총회와…일반학술발표회를…함께…개최합니다.…특히…금년에는…학회

정관…개정과…함께…학회명칭을…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The…Korean…Society…

for…Geosystem…Engineering)로…변경하면서…내년부터는…학회의…공식적인…모든…서류나…출판물들에…

이…새로운…학회…명칭이…적용될…것입니다.…또한…전국…자원공학과…교수협의회의…위임을…받아…학회…교

육학술전문분과위원회에서는…지구시스템공학…발전위원회를…구성하여…전통적인…자원공학…학문분야

의…계승뿐만…아니라…앞으로…지구시스템공학의…정체성…확립과…비전개발…방안을…준비하고…있습니다.…

지난…8월…중순에는…과학기술부가…주최하고…과학기술문화재단이…주관한…2002년…청소년…이공계…전공…

및…진로엑스포에…참여하여…학회의…위상을…높였을…뿐만…아니라…지구시스템공학…분야를…소개하는…좋

은…기회가…되었습니다.…이…자리를…빌어서…청소년엑스포…행사를…준비하고…참관해…주신…학회…관계자…

및…서울대…대학원…학생들에게…심심한…감사를…드립니다.

학회…40주년을…맞이한…올…해에는…어느…해…보다도…일복이…많은지…그동안…새로이…평의원과…2003

년도…회장단을…구성하였고…또한…학회…40년…역사와…요람을…준비하고…있으며…명부발행도…준비하고…있

습니다.…특히…작년부터…준비하여온…석유개발…및…생산…분야의…국제…심포지엄…개최는…한국석유공사가…

발견한…베트남…15-1,…리비아,…국내…대륙붕의…석유생산에…즈음하여…뜻…깊은…학술행사가…될…것이며…이…

심포지엄…개최가…가능하도록…적극적으로…지원해…준…한국석유공사,…서울대학교,…Schlumberger에…충

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학회발전을…위해…그동안…물심양면으로…시간과…노력을…기울여…오신…학회…임원진들과…회원들께…다

시…한…번…감사와…격려를…드리며…인사에…대신합니다.

(2002년 10월 인사말에서)

제20대…(2002.1…-…2002.12)…전효택 회장



98  · · The Korean Society of Mineral and Energy Resources Engineers 50th Anniversary

108편, 137편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예산총액도 2001년에는 168백만원, 2006년에는 246

백만원, 2011년도에는 414백만원으로 증가하며 10년사이에 약 246 % 의 예산증가를 보이

고 있다(표 17참고).

정부에서는 청소년들의 이공계 기피현상 대책으로 이공계를 올바로 알리기 위해 과학기

술부가 주최하고 과학기술문화재단이 주관한 첫 번째 청소년 이공계 전공 및 진로엑스포를 

서울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 종합전시장에서 2002년 8월 14일~18일 개최하였는데 우리 학

회가 자원공학 및 지구과학분야에서는 유일하게 전시에 참여하여 학회의 위상을 올리고 지

구시스템공학을 소개하였다. 청소년 이공계 전공 및 진로엑스포 행사는 이후에도 2003년 8

월 13일~17일(서울무역전시장), 2004년 7월 23일~28일(서울 COEX 인도양관), 2005년 8

월 12일~21일(대전 무역전시관), 2006년 8월 11일~15일(일산 KINTEX), 2007년 8월 10

일~15일(일산 KINTEX) 개최되었고 학회는 매년 전시에 참가하여 학회소개와 지구시스템

공학의 소개를 활발히 하였다.

영문학회지(Geosystem Engineering)를 한국암반공학회, 한국지구물리탐사학회, 한국

자원리싸이클링학회와 공동으로 1998년도부터 년 4회 발간하고 있으며 2005년도 신규학술

지 평가에서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되었고 2010년부터는 SCI 국제학술지 추진위원회를 구

성하여 SCI 등록을 목표로 GSE 우수논문상을 시상하고 있다.

2005년부터 산업자원부 주최의 에너지주간행사로서 대학(원)생 에너지논문 경진대회

를 개최하고 매년 수상자를 선정 시상하고 있다. 이 행사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게 에너지 

천연광물자원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아울러 전공관련기관 취업시 혜택을 부여하여 관

련기관은 우수한 고급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7년 1월에는 전효택 교수(서울대)의 출연기금으로 학회의 젊은 공학자상을 제정하여 

2007년 4월 19일 춘계총회에서 제1회 젊은공학자상을 수여한 이후 매년 전년도 우리 학회

지에 발표된 논문의 주저자로서 나이 만 40세 이하(2011년도부터는 만 45세 이하)의 젊은 

연구자에게 상장과 메달을 시상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자원개발분야 대학교육 정상화 및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자원개발특

성화대학사업을 2009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지원하고 있다. 기존 자

원개발관련 학과를 보유하고 있는 8개 대학(서울대 한양대 강원대 한국해양대 동아대 전남

제 1 장

학회발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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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3년여에…걸친…회원들의…열띤…논의와…바램으로…우리…학회…명칭이…

한국자원공학회에서…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로…새…출범을…하게…되었습니

다.…금년이…우리…학회가…재도약을…하게…되는…원년이…되리라…기대해…봅니다.…

1962년…대한광산학회로…출발한…우리…학회는…우리나라…산업발전에…크게…기

여해…왔으나…전통적인…자원산업의…쇠퇴에…따라…1989년에…한국자원공학회

로…바뀌었고…다시…시대적인…요청에…부응하기…위하여…학회…창립…41주년이…

되는…올해부터…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로…새…옷을…갈아입게…되었습니다.

과학기술…분야와…산업이…하루가…다르게…급변하는…환경…하에서…우리…학회가…아우를…수…있는…분야

도…재정립하지…않을…수…없게…되었습니다.…종래의…전통산업에서…IT,…BT,…NT를…비롯한…신기술로의…집

중적인…투자가…이루어지고…있는…국내외…현실에서…우리…학회는…‘무엇을…어떻게…해나가야만…하는지’…

우리…회원…모두…고심하여야…할…것…같습니다.

저는…우리…학회의…발전…분야를…전통적인…자원관련…기반기술을…신기술과…접목하는…융합기술에서…

우리의…활로를…개척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특히…틈새시장을…개척하는…노력이…필요한…것…같습니다.…

암반역학과…물리탐사기술의…건설/토목분야와의…접목,…환경지질공학과…물리탐사…기술의…지하수자원…

확보…및…지하수/토양…오염…등…환경문제…적용,…지질재해(산사태,…지진,…해수침투,…지반침하…등)분야에의…

물리탐사,…환경지질…및…암반역학기술…적용,…자원처리기술의…자원재활용분야…접목…등…우리가…주도적으

로…해결해야만…하고…해결할…수…있는…다양한…분야가…산적해…있다고…생각합니다.…또한,…통일시대를…대비

하기…위한…북한자원에…대한…연구,…미래의…에너지자원인…가스하이드레이트와…대체에너지원인…지열개

발에도…우리의…역량을…집중하여야…할…것입니다.

회원…여러분,…학회의…발전은…회원…여러분의…지대한…관심과…협조가…있어야만…가능합니다.…올해에

는…춘계총회…및…학술발표회를…4월…22~23일…양일에…걸쳐…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개최할…예정이고,…

추계총회는…우리학회…주관으로…한국암반공학회,…한국지구물리탐사학회와…공동으로…국제심포지엄을…

11월…18~19일…양일에…걸쳐…서울대…호암관에서…개최할…예정입니다.

(2003년 1월 학회장 인사에서)

국내외적인…산업기술…분야의…시대적…요구에…능동적으로…대처하면서…우리의…역할과…직무를…공고

히…하고…전문…지식…인력…수급에…기여할…수…있는…우리…학회의…새로운…도약에…회원…여러분의…지대한…

성원과…관심,…그리고…적극적인…협조와…참여가…어느…때보다도…절실하고…중요한…시기입니다.…이번…한

국지구시스템공학회의…춘계총회…및…학술발표회…개최를…맞아…학회…발전을…위한…회원…여러분의…각별

한…관심과…참여를…당부…드리며,…금년에…실시될…한국학술진흥재단의…학술지…평가…뿐…아니라…국제적으

로도…인정받고…활동할…수…있는…우리…학회와…학술지가…되도록…적극…노력하여…우리…학회의…위상을…제

고하여야…하겠습니다.

(2003년 4월 개회사에서)

제21대…(2003.1…-…2003.12)…이태섭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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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세종대 조선대)과 신규 자원공학 개설 2개 대학(부경대, 인하대) 등 총 10개 대학에 매년 

50억내지 8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은 붕괴상태에 있는 자원개발

관련대학 교육을 정상화하여 해외자원개발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및 공

급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며 특히 이 사업의 효과로 학회에 참가하는 젊은 인력과 

학생회원의 참가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2000년대의 대표적인 학술용역사업으로 국가기술자격종목(광해방지기술사) 개발 연구

(2002),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 극대화를 위한 고급인재 교육방안 및 R&D 기획, 해외자

원개발 지원시스템의 현황분석 및 추진방향(이상 2005), 자원개발 인력양성을 위한 시스템 

개발, 해외자원개발 기업의 역량강화 방안연구(이상 2007), 비전통초중질유의 기술적·경

제적 이용가능성 연구, 자원개발 특성화대학 선정 및 지원방안 연구, 광업권 등록 및 관리

기준 합리화에 대한 연구(이상 2008), 국내 유·가스 매장량 평가 기준 표준화 연구, 일본

의 에너지자원개발 융자제도 분석 연구(이상 2009), 금곡광산 및 무극광산 지반안정성 평

가, 자원개발용어집 교재개발연구, 해외자원개발입문 교재개발 연구, 국가기술자격종목 신

설 연구, 광물자원 서비스산업 육성방안 연구(이상 2010), 석유광산 보안관리 개선방안 연

구, 자원개발용어집 편찬용역,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 중장기 전략수립 연구(이상 2011), 

자원공학 교재개발 연구용역(2009- 2011) 등을 활발하게 수행하였다.

제 1 장

학회발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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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주변에서는 지구환경변화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과학기술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속에서 국제 원

자재 수급 불안정 문제와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전 지구관측시스템』 구축 

움직임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 지구관측시스템』 구축은 기상, 기후, 육

상, 지질, 자연재해 등에 대해 각 국가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지구관측 시

스템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고 국가 간 지구관측 자료와 연구정보

를 개방적으로 공유하자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4년 4월 개회사에서)

최근 우리 학회와 지구시스템공학분야를 둘러싸고 있는 국내외 정세와 과학기술 환경이 급변하

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환경관련 국제규제도 러시아의 기후변화협약(도쿄의정서) 국가

비준에 따른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에 따라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환경관련 산업구조에서 탈피하려는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세계 제6위 원유소비국으로서 사상 최고의 고유가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아시아, 러시아 등과의 자원개발협력을 위한 정상외교와 해외자원개발기

본계획 수립 등의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국민소득 2만 불 달성이라는 국가

의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혁신시스템과 지역혁신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면서 가시적 성과위주의 연

구개발 사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변화는 우리 지구시스템공학분야가 새로운 연구영역을 발굴하고 개척하여 재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BT, NT, ET 등 국가전략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영

역을 개척하는데 우리 모두가 합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열, 가스 하이드레이트 등 대체 에너지자원 확

보, 석유 및 광물자원 해외협력개발, 극한지 자원개발 및 지하공간이용, 응용지구화학 및 자연재해방

재기술, 자원활용·소재 등의 기존 중점연구 분야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자원활용 및 

소재분야는 미래 자원순환형 사회 구현을 위한 연구 성과가 창출될 수 있는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2004년 10월 개회사에서)

작년도에 수립된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 따른 후속조치, 『광산개발에 의한 피해방지법』 제정

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단』출범 및 광해방지기사제도 신설 준비,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단』 본

격 출범, 『국가 자원기술개발 기본계획』 수립 등에 따라 우리 학회가 담당해야 할 역할이 날로 확대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금년도에 우리 학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한『대학생 및 대학원생 논문경진대회』, 

『R&D 및 인력양성특위 등 4개 특별위원회 구성 운영』, 『청소년 이공계진로안내엑스포 참가』등은 외

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 성과입니다.

(2005년 11월 개회사에서)

제22대 (2004.1 - 2005.12) 이상규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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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우리 학회와 지구시스템공학 분야를 둘러싼 국내외 정세와 국제 

자원시장의 환경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국제 원유가격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나 인도, 중국을 위시한 신흥공업국 BRICs의 경제성장이 계속되는 한, 

중동 분쟁이 계속되는 한 결코 안심할 수 없으며 동, 아연, 니켈 등 광물자

원과 석유, 가스, 유연탄 등 에너지자원을 확보하려는 각국의 공격적 수요

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지난 44년을 이어온 우리 학회의 강한 생명력은 학회 고유의 각 전문

기술분야에 속한 회원들의 끊임없는 연구 활동과 기술개발 노력 덕분입니다. 최근 북한 핵실험 사건

을 통해 일반 국민들까지 물리탐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국가적으로 이 분야 기술을 더욱 발

전시켜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의 7개 전문분야인 지구화학·응용지질, 물

리탐사·지구물리, 암반역학·발파, 자원개발, 자원처리·활용·소재, 석유·천연가스·지하수, 자

원경제·자원정책 분야는 과거에도 희생적으로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지대한 공헌을 하였으며, 앞

으로도 선진국으로 향해 가는 우리나라에 필요한 필수 전략자원과 핵심기술을 제공할 뿐 아니라 국

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헌신하는 중심학회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학회 

활동에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06년 11월 개회사에서)

저는 지난해 제23대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학회를 위해 몇 가지 일을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

리고 협조를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일은, 학회 학술활동의 활성화입니다. 학회는 그동

안 (1)“해외 에너지·광물자원 개발과 비축 특별심포지엄” (2)“광해방지 특별심포지엄” (3)“Minerals 

and Materials Processing 국제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4)“Mine 

Reclamation 국제심포지엄”과, 내일 있을 (5)“지하수/지열과 산업응용 물리탐사 특별심포지엄”까지 

총 5개의 특별 및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학회 회원들의 공감대와 유대감

을 증진시키기 위해 학회지 체재를 바꾸는 일입니다. 학술논문과는 별도로 “기사·정보·소식 Part”

를 신설하여 회원들의 다양한 활동과 동정을 소개하는 지면으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일

은, 학회 회원정보 구축과 병행하여 회원명부를 발간하는 일과 학회 홈페이지를 개선하는 일이었습

니다. 네 번째는, 우리 학회의 대외적인 위상을 높이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일입니다. 우리 

학회는 매년 8월경에 과학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이공계 청소년 진로 EXPO”행사에 참여하여 약 1

주일간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에게 우리의 전공분야를 소개해왔으며, 11월엔 산업자원부 주최 “에너지

주간 행사”에서 지구시스템 분야의 대학생 대학원생 논문경시대회를 우리 학회가 주관함으로써 국

가 에너지 정책 수행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7년 11월 개회사에서)

제23대 (2006.1 - 2007.12) 문현구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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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제교류

1. 일본 및 대만과의 상호교류

국제학술교류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7년부터 일본 자원·소재학회와 상호 인적

교류와 학회지 상호교환을 해왔다. 일본과는 격년으로 한국의 전문가 파견 및 전문가 초청

이 이루어졌는데, 일본에 파견된 첫 번째 전문가들은 1967년의 김종석 교수와 홍준기 교수

이나 자료가 온전히 보관되지 못하여 정리하지 못하였고, 1996년부터 파견된 전문가들은 

격년으로 파견되었으며 2002년의 파견을 마지막으로 교류가 중단되었다.

대만과의 전문가 교류를 보면 매년 한국의 전문가는 대만의 추계학회에 파견하였고 대

만 전문가는 한국의 춘계학회에 초청하였다. 1973년부터 파견된 한국 측의 전문가는 매년 

거르지 않고 2000년도까지 파견되었으나 2001년에 대만의 대지진으로 상황이 여의치 않아 

상호 전문가 교류가 중단되었다(파견자 표 1 참조).

전문가 교류 시 정 대표는 해당 행사에서 특별강연을 시행하였다. 표 2는 대만의 전문가

가 한국의 행사에 참여하여 행한 특별강연 및 학술발표의 목록이다. 이 표에 나타난 특별강

연 및 학술발표 실적은 1981년부터 2000년까지의 목록이며 매년 시행되었다. 또한 한국 측

이 초청한 일본의 전문가들은 표 3에서와 같이 1984년, 1989년 그리고 1990년에 특별강연

을 하였으며, 1991년부터는 격년으로 초청되어 2001년까지 특별강연 및 학술발표를 하였다.

현재까지 지구시스템공학회는 일본의 자원·소재학회 그리고 대만의 광야공정학회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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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를 교환하고 있으나 정기적인 전문가 상호 초청이나 학술행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

어 앞으로 복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표 1. 중국광야공정학회 및 일본자원·소재학회에 파견된 한국대표

년도
중국광야공정학회 일본자원소재학회

정대표 부대표 정대표 부대표

1967 김종석 홍준기

1972 정영식

1973 송태윤 김종석

1974 홍준기

1975 정현철 최향순 송태윤

1976 김재극 정창근

1978 이경상

1979 전용원

1980 이정인

1981 오재현 신방섭

1982 김두영 송태윤

1983 황기엽 안재휴 김웅수

1985 김웅수

1986 권숙문 신방섭

1987 김두영 조동행

1989 신강호 김재극 김두영 조동행

1990 강대우 김종대

1993 박홍민 김옥배

1994 신방섭 김두영

1995 김인기 손정우

1996 양승진 김인기

1997 조동행

1998 윤   문 전효택

1999 류창하

2000 이태섭 이경운

2002 윤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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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중국광야공정학회의 초청자와 발표내용

1981년 4월 25일, 중국광야공정학회 趙淸·李漢津

특별강연: 趙淸, Utilization of Limestone Dolomite and Serpentine in CSC Steel Making Operation

1982년 5월 7~8일, 중국광야공정학회 Chung Piaw Lin (대만성 광무국)

특별강연: The Characteristics and Utilization of Miocene Tertiary Coal in Taiwan 

1983년 4월 30일, 중국광야공정학회 Jung Huei Wang 

특별강연: Mineral Exploration in Taiwan

1984년 4월 28일, 중국대표 Chi–Chieu Chen (국립성공대학)

학술발표: The Taiwan Marble Geology and It's Industrial Development

1986년 4월 12일, 중국대표 Shih-Tsu Chen (National Cheng-Kung University)

특별강연: A Case Study on a Rock Slope Failure Analysis by Using the Parameters

           Estimated by Rock Masses Classification Method

1988년 4월 23일, 중국광야공정학회 Fu Su Yen (국립성공대학)

특별강연: The Fixation of Sr, Ce, Cs, by Biotite Ceramics

1989년 4월 22일, 중국광야공정학회 Min-Shing Tsai (Cheng-Kung University)

1990년 4월 27~28일, 중국광야공정학회 

William C. Q. Tsao (Offshore and Overseas Petroleum Exploration)

특별강연: Petroleum Geology of Southwest Basin Offshore, Taiwan

1991년 5월 3~4일, 중국(대만)광야공정학회 

Tzuu-Hsing Ueng (National Taipei Institute of Technology 부교수)

Wu-Hsiung Liang (Assistant vice plant manager, Asia Cement Company)

초청강연: Tzuu-Hsing Ueng, The Outlook of Mineral Industry in Taiwan

1992년 4월 24~25일, 중국광야공정학회 Kuo-an Lin (Chinese Petroleum Corporation) 

초청강연: Petroleum Evaluation of the Sedimentary Basins in Taiwan

1993년도 4월 30일~5월 1일, 

중국광야공정학회 Cheng Jui Chih (Industrial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초청강연: Marble Industry in Taiwan

1994년도 5월 13일, 중국광야공정학회 Tseng Ssu-ann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許東俊 (중국화학원 무한암토역학연구소)

초청강연: Tseng Ssu-ann, Mineral Resources Development in Taiwan R.O.C

초청강연: 許東俊, 노천동광 암반사면에서의 산사태 보강과 다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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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중국광야공정학회의 초청자와 발표내용

1995년 4월 28일, 중국광야공정학회 Ling-Yuan Chen (Energy & Resources Lab. ITRI)

초청강연: Energy Conservation Technology Development in Taiwan

1996년 10월 18일, 대만대표 T.S Yeh (중국석유공사)

1997년 10월 31일~11월 1일, 중화민국대표 Shaw-Bing Wen (국립성공대학)

특별강연: The Extension of Gauding’s Liberation Models on Mineral Liberation and 

            Exposure for Representing the Effect of Detachment in Comminution

1998년 10월 23~24일, 중국광야공정학회 Jyh-Herng Chen

1999년 10월 22일, 대만학회 Ming-Hui Wei

2000년 10월 27일, 대만대표 Cheng-Haw Lee (National Cheng Kung University)

학술발표: An Approach for Evaluating Contaminant Transport of Fractured Rock in

           Lan-Yu Nuclear Waste Repository, Taiwan

표 3. 일본광업회(현 일본자원·소재학회) 초청자와 발표내용

1982년 5월 7~8일, 일본광업회 Ihara Makoto (일본 큐슈대학)

특별강연: 일본의 광업에 대하여

1983년 4월 30일, 일본광업회 

Junjou Shimoiizaka (일본 도호쿠대학)

Eiichi Kawai (Director of Smitomo Coal Mining Co., Ltd.)

특별강연: Junjou Shimoiizaka, 부선의 이론과 실제

특별강연: Eiichi Kawai, Practical Experience on the Coal Mine Operations in Japan

1984년 4월 28일, 일본대표 Yoshiteru Watanabe (북해도대학)

학술발표: Hydraulic Mining in Japanese Coal Mine

1986년 4월 12일, 일본대표 Koichi Nishimura (Coal Technical Research Center)

특별강연: The Present Status of Japanese Coal Mining and Development of Coal 

            Mining Equip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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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4월 22일, 일본자원·소재학회 

Bunsaku Hashimoto (Professor of Waseda University), 

Hiroshi Kiyohashi (Associate Professor of Tohoku University), 

Munesuke Kyo (Assistant Researcher of Tohoku University)

1990년 4월 27-28일, 일본자원·소재학회 Yuichi Nishimatsu (도쿄대학)

특별강연: Utilization of Underground Space and Mining Engineering

1991년 5월 3-4일, 일본자원·소재학회 Taneomi Harada (와세다대학) 

Takashi Yamaguchi (일본자원소재학회 사무국장)

초청강연: Taneomi Harada, Resource Recycling as an Answer to Global Environmental Problems

1993년 4월 30일~5월 1일, 일본자원·소재학회 

Abe Tokunosuke (President of MMIJ), Katsuto Nakatsuka (일본 도호쿠대 교수)

초청강연: Abe Tokunosuke, Various Environmental Problems Involved in Limestone

            Open pit Mining

초청강연: Katsuto Nakatsuka, Orientation of Research and Education Program at the

            Department of Resources Engineering of Tohoku University

1995년 4월 28일, 일본자원·소재학회 Toshio Inoue (University of Tokyo)

초청강연: Application of Discrete Element Method in the Mineral Industry

1997년 10월 31일~11월 1일, 일본대표 Takehiro Isei (자원환경기술총합연구소) 

특별강연: A proposal and Development of New Safety Research

1999년 10월 22일, 일본학회대표 Kenichi Uchino 

특별강연: The Present Status of Japanese Mining Industry

2001년 10월 18~19일, 일본대표 Yoshiaki Mizuta (Yamaguchi University)

학술발표:  The Actual Results of Hydrofracturing Stress Measurement and Applicability of the 

Single Fracture Probe for Stress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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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학술대회

1962년 학회 창립 이래 정례적인 국제학술대회가 없었던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1987년

도에 “석탄개발 및 보안”에 대한 국제학술대회가 처음으로 성황리에 개최되었고, 그 다음으

로는 1994년에 곡물의 지하저장기술에 대한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그 후에는 2, 3년 간

격으로 암반역학, 지구환경, 지하자원개발, 석유자원 개발 및 생산, 국제수력파쇄기술, 지

구시스템공학, 자원소재활용 등에 대한 국제학술행사가 지속적으로 개최되었다. 2005년에

는 가스하이드레이트에 대한 국제학술대회, 2007년에는 자원·소재처리공학에 대한 국제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또한 2007년부터는 광해관리공단과 공동으로 2년마다 “국제광해

관리기술”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앞으로 당 

학회는 각 분야에 대한 국제학술대회의 개최는 물론 세계의 유수한 기관과의 협동으로 국제

학술 교류를 활발히 함으로써 자원관련 기술의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오종기)

표 4.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 국제행사 현황

International Symposium on Coal Mining and Safety 석탄개발 및 보안 국제심포지엄

1987, 4. 22~4. 24, Sheraton Walker Hill

‘94 International Symposium for Grain Elevator and Underground Food Storage

곡물엘리베이터와 지하암반저장시설 

1994, 10. 25, 서울교육문화회관 주최: 한국자원공학회, 농어촌진흥공사

Korea-Japan Joint Symposium on Rock Engineering 한·일 암반공학 공동심포지엄 

1996, 7. 18~7. 20, 서울대 호암컨벤션센터

The Second Asia Pacific Symposium on Environmental Geochemistry

1999, 11. 2~11. 4, 서울대 호암컨벤션센터

주관: Seoul National University

주최: Society for Environmental Geochemistry and Health (SEGH)

 Center for Mineral Resources Research (CMR)

 Korean Institute of Mineral and Energy Resources Engineers (KIME) 

Application of Geosystem Engineering for Optimal Design of Underground Development and 

Environment in 21 Century

21세기 지하개발 - 환경최적설계를 위한 지구시스템공학의 응용 국제심포지엄

2001, 10. 18~10. 19, 서울대 호암컨벤션센터

주최: 한국자원공학회,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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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roleum Development and Production Technology 석유자원 개발 및 생산 국제심포지엄

2002, 10. 16, 서울대 호암컨벤션센터

주최: 한국자원공학회, 서울대학교, 한국석유공사, Schlumberger

The 7th Pacific Ri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ater Jetting Technology

제7회 환태평양 국제워터젯학술회의

2003, 10. 27~10. 29, 제주 라마다프라자호텔

주최: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 일본워터젯학회, 유체기계공업학회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Fusion Technology of Geosystem Engineering, Rock Engineering 

and Geophysical Exploration

지구시스템공학, 암반공학 및 지구물리탐사의 퓨전 테크놀러지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

2003, 11. 18~11. 19, 서울대 호암컨벤션센터

주최: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 한국암반공학회, 한국물리탐사학회 

International Symposium on Minerals and Materials Processing 

자원활용소재 국제 심포지엄

2004, 10. 19, 서울대 호암컨벤션센터   주최: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International Symposium on Gas Hydrate Technology  가스하이드레이트 국제 심포지엄

2005, 11. 10~11. 11, 서울 aT센터

주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가스하이드레이트 사업단,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

International Symposium on Minerals and Materials Processing

2007, 4. 20,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주최: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07 International Symposium on Mine Reclamation  2007 광해방지 국제심포지엄

2007, 9. 13~14, 강원랜드 호텔

주최: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

2009 International Symposium on Mine Reclamation  2009 광해방지 국제심포지엄

 2009, 9. 24~9. 25, 강원랜드 호텔

주최: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

2011 International Symposium on Mine Reclamation with Sustainable Development

2011, 9. 22~9. 23, 강원랜드 컨벤션호텔

주최: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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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기관

가. 광복이전 ~ 1969

광업부문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기관은 1915년 조선총독부

령으로 설립된 경성공업전문학교에 개설된 광산과로 1922년 경성고등공업학교로 개칭되기

까지 9명의 한국인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경성고등공업고등학교 광산과는 1939년 경성광

산전문학교가 설립되어 이관되기까지 17회에 걸쳐 51명의 한국인 졸업생을 배출하며 광산

전문인력을 양성하였다. 경성공업고등학교 광산과를 모태로 한 경성광업전문학교는 채광

학과(50명), 야금학과(35명), 광산기계학과(15명)가 개설되어 1945년까지 150여명의 한국

인 전문인력을 배출하였다. 1938년 평양에서는 자진 폐교한 숭실전문학교를 인수하여 사립

으로 광산학과가 개설된 대동공업전문학교가 설립되었고 1944년 관립 평양공업전문학교로 

개편되었다. 1939년에는 삼척공립직업학교가 광산과와 토목과를 설치한 3년제 직업학교로 

인가받았으며, 1944년 4년제 삼척공립공업학교로 개편되며 기계과가 추가되었다. 당시 일

제는 한국인에 대하여 이공계열의 고등교육을 통제하는 정책을 견지하여 1941년에야 경성

제국대학에 이공학부를 신설하며 물리학, 화학, 토목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응용화학과 

함께 채광·야금학과를 개설하였다.  

1945년 광복 이후 1946년 미 군정청에 의하여 경성제국대학을 전신으로 하는 경성대학

을 중심으로 관·공·사립 전문학교를 통합하여 국립서울대학교를 설립하게 됨에 따라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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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부문은 국립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채광학과로 통합하여, 이후 광산학과, 광산공학과로 개

편되면서 광업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 당시의 산업

구조에서 광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던 현실이 반영되어 조선대학교(1946), 전북대학교

(1951), 인하대학교(1952), 전남대학교(1953), 청주대학교(1958), 한양대학교(1959) 등에 광

산학과의 개설이 이어져 1962년 대한광산학회 창립 당시에는 7개 대학교에 광산학과가 있

었으며 1965년에는 중앙대학교에 광산공학과가 개설되었다. 이러한 광산학과의 개설 배경

에는 당시 광업권을 담보로 하는 자금융자제도가 있어 신설 학교법인들이 다수의 광업권을 

확보하고 직접 광산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의 광산학과 교과과정은 광산개발과 관련된 분야인 채광학, 광상학, 선광학, 광

산보안, 광산기계, 광업법, 광산경영, 각종 역학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탐사방법이 도입

되면서 물리탐사, 지화학탐사 분야의 교과목이 추가되었으나 당시 국내 모든 대학이 시설과 

교수진의 부족으로 전공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나. 1970~1989

광업분야에서 석탄광과 중석, 철, 구리, 연, 아연 등을 중심으로 한 금속광산들이 주를 

이루었고 시멘트산업의 발달로 석회석 개발이 활발해졌으며, 광업이 융성하던 1970년대에 

들어서자 석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석유개발 전문인력의 양성을 꾀하며 서울대학교

를 비롯한 전국의 광산공학과는 자원공학과로 발전적 개명을 하였다. 1970년대 초 중동전

쟁으로 인한 원유 값의 폭등을 계기로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정책에 힘입어 국내 부

존 무연탄의 개발과 대륙붕 석유탐사가 활발해지게 되었고, 산업화에 따른 광물자원의 수요

가 급증하여 국내자원의 개발은 물론 해외자원의 수입이 이루어지며 자원개발의 기술개발

과 전문인력이 요구되었다. 이후 강원대학교(1979), 동아대학교(1982)에 자원공학과가 개

설되었고, 1979년 개설된 상지대학교 자원학과는 1988년 자원공학과로 개편하였으며 중앙

대학교 자원공학과는 1976년에 화학공학과로 변경되며 폐과되었다. 전문대학은 광복 후 삼

척공립공업학교가 공업고등학교로 개편된 후 1963년 5년제 삼척공업고등전문학교로, 1973

년 2년제 삼척공업전문대학으로 개편되어 1991년 4년제 삼척산업대학으로 승격되기까지 

국내에서 유일하게 자원개발 분야 전문대학 인력양성기관으로 많은 현장 전문인력을 배출

하였다. 따라서 1990년 즈음에는 전국에 9개 대학과 1개 전문대학에서 자원개발 분야 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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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의 양성을 담당하였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제조산업의 발전과 산업인력에 대한 수요의 급증과 함께 고급 전문

기술 및 연구인력 양성의 시대적 요구에 따라 서울대학교를 위시한 각 대학에서 대학원과정

이 활성화되면서 자원분야의 고급 연구인력이 배출되어, 지질광물연구소에서 개편된 자원

연구소 등의 연구소에서 연구·개발에 기여하게 된다. 자원공학과로 개편되면서 교과목도 

채광·광상·탐사·선광·보안·환경 등 광업관련 위주의 편성에서 자원분야의 외연을 넓

혀 석유·지하수·자원경제 등의 분야가 추가되어 편성되었다. 그러나 석유·자원경제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전공분야 전임교수의 미확보로 대학에서 이들 분야에 대한 전공교육은 

미흡할 수밖에 없었으나 1980년대 중반 서울대학교 자원공학과에 석유와 자원경제 분야의 

전임교수가 확충되면서 실질적인 교육과 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80년대 이

후 국내외에서 수학한 고급 연구인력들이 배출되면서 각 대학 자원공학과도 전임교수를 보

완 임용하고 차관을 비롯한 각종 연구시설자금으로 실험기자재를 확충함으로써 교육과 연

구에 내실을 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 1990~현재

1980년대 후반부터 국내 산업구조의 변화와 국제동향에 따라 국내 자원산업의 경제성, 

효율성 등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자원산업은 크게 위축되기 시작하였다. 광업의 주를 이루

던 석탄산업은 정부의 석탄합리화사업에 따라 300여개에 달하던 탄광이 폐광되고 10여 개

의 탄광만이 유지되었고, 금속광으로 명맥을 유지하던 상동 중석, 연화 연·아연 광산들에 

이어 무극 금광산도 1990년대 중반에 폐광하게 됨에 따라 시멘트산업을 위한 석회석·요업

광물을 주로 하는 비금속광산만이 개발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학의 자원공학과들은 인접 

산업분야로 전공분야의 영역을 확대·창출하고 교육하기에 이르렀다. 채광관련 전공은 암

반공학, 발파공학, 통기 및 배수를 바탕으로 건설분야에서 지반공학, 터널설계, 지하공간개

발, 지반침하, 분진 및 소음과 관련한 환경공학 분야 등으로 전공영역을 넓혀 나갔다. 물리

탐사전공도 자원탐사 이외에도 지반탐사, 지하수탐사, 지열탐사, 환경오염탐사 등으로, 응

용지질 및 응용지구화학 전공은 광해와 관련된 환경오염 지구화학, 지질공학 등으로 다양하

게 전공분야의 기법을 응용하며 영역을 확대할 수밖에 없었다. 광물처리전공도 자원재활용 

및 리싸이클링, 유가금속회수, 자원의 부가가치, 친환경적 처리 및 소재개발 등으로 변신하

면서 각 대학의 특성에 따라 자원공학과의 주 전공분야들의 분화가 심하게 일어나게 되었다.

제 3 장

자원관련기관의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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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원공학 분야의 전환 시기에 세명대학교 자원공학과(1991)와 한국해양대학교 해

양에너지자원공학과(1997)가 신설되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는 정부의 학부제 운영정책에 

따라 대부분의 대학 자원공학과들도 토목공학계열 또는 환경공학계열의 전공학과들과 통합

된 학부제 또는 학과군의 지구시스템공학전공, 자원환경전공, 자원공학전공, 에너지자원공

학전공 등으로 운영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청주대학교(2005), 세명대학교(2005), 인하대

학교(2006) 등의 사립대학교는 자원관련전공을 폐지하여 고통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아

쉬움을 안겨 주었다. 1998년 삼척산업대학에서 교명이 변경된 삼척대학교는 2006년 강원

대학교와 통합하여 현재 춘천과 삼척캠퍼스에 에너지·자원공학과로 개설되어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제적인 광물 및 에너지자원 시장의 급격한 구조변화와 국가 

경쟁력과 안보에 필수적인 에너지·자원의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의 부족이 심각하게 대두

되었다. 장기간 국내 자원관련 고급인력양성에 소홀해 왔던 정부는 국내외 자원개발을 담당

할 전문인력의 양성이 시급하게 필요함을 인식하고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되

었다. 기존의 자원공학관련 전공학과들을 재정비하여 자원개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여건

을 갖추어 신설된 자원공학관련학과를 지원하는 자원개발특성화사업을 지식경제부가 주도, 

한국석유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가스공사 등의 참여와 해외자원개발협회의 관리로 

자원공학관련학과가 개설된 8개 대학과 신규로 개설하는 2개 대학을 자원개발특성화대학

으로 지정하여 2009년부터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부경대학교는 환경

탐사공학과를 에너지자원공학과로 개편하여 운영하고, 인하대학교는 에너지자원공학과를 

재개설하고 세종대학교는 지구과학계열학과를 에너지자원공학과로 개편하여 자원개발 전

문인력 양성에 전심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전국 자원공학관련학과는 강원대학교 춘천·삼

척캠퍼스, 동아대학교, 부경대학교, 상지대학교, 서울대학교, 세종대학교, 인하대학교, 전

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조선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양대학교 등 13개 대학에 에너지·

자원공학과, 자원공학과, 자원환경공학과, 신에너지·자원공학과 등의 명칭으로 설치되어 

있다. 

각 대학에서 제공하는 교과과정은 자원개발특성화대학 기본교과과정에서 제시한 분야와 

강의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유능한 자원개발 전문인력이 양성되고 배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5). 한편,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의 지원과 함께 각 대학에서도 자원개발분야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 학부 및 대학원생 지원, 전임교수 확충, 교육 인프라 확충, 시설기자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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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춘계학술발표회는 우리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를 비롯한 지구과학

관련 14개 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세계 

지구의 해” 국내선포식과 함께 지구과학 한마당 학술대회로 진행되었습니

다. 이에 지난해 제주에서 지하수/지열 산업응용 물리탐사 특별심포지엄과 

함께 열렸던 2007년 추계총회 이후 우리 학회만의 학술발표회로는 오랜만

에 만나 뵈는 듯 하여 반가움을 더합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경 없

는 자원경쟁의 시대에 접어들며 계속되는 원유가 상승과 원자재 가격의 폭

등으로 자원개발의 열풍에 불이 당겨졌습니다. 

1962년 대한광산학회로 창립되어 한국자원공학회를 거쳐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로 우리나라 자원

산업의 부침과 함께 영광과 시련을 함께하며 발전해 온 우리 학회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는 때입니다.

(2008년 10월 개회사에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계경기의 회복과 중국·인도의 경제성장으로 국제적인 자원수요가 

급증하고 자원민족주의의 확산과 메이저급의 자원기업들의 독과점 추세로 공급불안이 더해지며 원

유 및 주요 광산물의 가격이 급등하여 에너지·광물자원 확보에 대하여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었

습니다. 지난해 말 미국발 금융위기는 전 세계 금융은 물론 실물경제의 심각한 위축을 초래하고 더

불어 끝을 모르던 원유와 광물 가격의 급락으로 이어져 자원산업의 침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실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필수요소인 에너지·광

물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비축하는 것이 중요한 국가과제로서 이를 위한 세계 각국의 치열한 

경쟁은 이제 가히 전쟁과 같은 수준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에너지·광물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아직도 주요 선진국에 비해 투자규

모가 미약한 것으로 평가되어 투자재원의 확충이 중요한 관건이며, 선진국의 약 50~60%로 평가되

는 기술수준의 향상과 함께 전문 인력의 확보가 큰 과제일 것입니다. 이에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지원과 함께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의 출연으로 자원개발특성화

대학을 선정, 지원하게 됨은 다행스러우며 감사한 일입니다. 자원산업은 소위 6T산업에 비해 화려하

지도 않으며 장기적인 투자와 인내를 요구하는 산업이지만 국가경쟁력의 근원이 되는 산업입니다. 

학회를 중심으로 산·학·연·관이 유기적인 협력을 이루어 전문분야인 지구화학·응용지질·자원

환경, 물리탐사·지구물리, 암반역학·발파공학, 자원개발, 자원활용·자원소재,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자원경제·자원정책 분야의 학술연구와 기술개발과 함께 산업현장에서의 활발한 산업 활동

을 통한 회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에너지자원부국으로 가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

다. 이번 학술발표회와 석유가스개발 특별심포지엄은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공학의 학술성과와 산업

응용을 높이는 귀중한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2009년 5월 인사말에서)

제24대 (2008.1 - 2009.12) 민경원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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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회를 빌려 그동안 제가 생각해 왔던 학회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추

진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지의 SCI 등재

를 추진하겠습니다. 학회지의 SCI 등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학회 학술활

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학술지가 SCIE 등재 학술

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학회 학술발표회장이 단순히 학술발표

만 하는 장소가 아닌 학회 회원 여러분의 유대강화의 장으로 만들고자 합니

다. 지금 우리 학회의 정회원은 1,000명, 학생회원이 200명이 넘는 상황에

서 회원 여러분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학회 위상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외부에서는 아직까지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

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많으며, 지구시스템공학이 어떤 분야의 일을 담당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

은 실정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향후 지구시스템공학회의 홍보를 위해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0년 5월 인사말에서)

세계는 지금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에 의한 기후변화로 야기된‘환경’위기와 급격한 자원가격의 상승

으로 인한‘자원’위기를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에너지 다소비 체제’가 지속될 경우 기후변

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매년 세계 GDP의 5~20%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향후 60년 동안의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저탄소 녹색성장’을 제

시하고 일류 선진국가로의 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2020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BAU(Business As Usual) 대비 30% 감축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인 우리나라로서는 이러한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모든 산업분야에서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구시스템공학도는 지속가능한 

자원기술을 개발하여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기술과 새로운 청정 에너지원을 개발해야 할 사명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2010년 5월 개회사에서)

최근의 학회 추진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국문학술지인 한

국지구시스템공학회지와 영문학술지인 Geosystem Engineering에 대한 우수논문상을 신설하여 회

원여러분의 논문투고를 증대시키고 우리 학술지의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식경제부 지

원으로 성공적으로 추진된 자원개발 특성화대학사업에 의해 관련학과에 10여명의 신임교수님들이 

부임하셨으며 앞으로 우리 학회와 자원개발특성화대학협의회와 함께 신임교수 모임을 만들어 학회

발전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하고자 합니다. 한편, 이번가을 추계학술발표회는 9월 21일부터 23일까

지 3일간 광해방지 국제심포지엄과 함께 강원랜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회원님

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학회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설문조

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011년 4월 개회사에서)

제25대 (2010.1 - 2011.12) 허대기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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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등으로 자원개발 분야의 교육의 내실화를 이룸은 물론 국내외 자원개발 산업의 활성화로 

졸업생의 취업의 기회가 커져 우수 학생의 지원이 증가하고 있다. 자원산업의 부침으로 인

하여 어려운 시기를 극복한 자원공학 관련학과들은 또 다시 주어진 기회를 발판으로 도약함

으로써 자원개발 공학분야의 중흥을 기대하며 노력하고 있다. (민경원)

표 5. 자원개발특성화대학 기본교과과정(커리큘럼) 

분야 강의 세부내용

응용지질·지구화학 암석학, 광물학, 광상학, 구조지질학, 지구화학탐사, 환경지구화학 등

자원지질학 퇴적지질학, 층서학, 석유지질학 등

지구물리탐사 중·자력탐사, 탄성파탐사, 전기·전자탐사, 물리검층 등

자원개발공학 개발공학, 채공학, 발파 및 굴착, 암석역학 등

석유공학 생산공학, 저류공학, EOR 등 

자원처리공학 자원분리, 광물분체, 야금공학, 자원폐기물처리 등

자원개발 안전 및 환경 광산보안 및 환경, 광해방지 등

시추공학 유정평가, 시추공학 등

자원경제·경영학 자원경제·경영학, 경제성 평가(F/S) 등 

미래에너지자원 개발공학 비재래에너지 자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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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시스템공학분야 관련대학 학과

http://www.coastalconstruction.or.kr/

Tel : 063-469-1861

군산대학교 해양건설공학과

http://college.kangwon.ac.kr/jw/main.jsp

Tel : 033-570-6305

강원대학교(삼척) 에너지·자원공학과

http://ere.snu.ac.kr/main/main.asp

Tel : 02-880-7219

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http://eneres.inha.ac.kr/

Tel : 032-860-7550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http://www.enre.kr/

Tel : 033-250-6250

강원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http://geoenv.donga.ac.kr/ 

Tel : 051-200-7763

동아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http://www.sangji.ac.kr/minerals/index.action

Tel : 033-730-0114

상지대학교 신에너지·자원공학과

http://energy2010.cafe24.com

Tel : 02-3408-4349

세종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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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시스템공학분야 관련대학 학과

http://res.jbnu.ac.kr/

Tel: 063-270-2358

전북대학교 자원·에너지공학과

http://energy.hhu.ac.kr/

Tel: 051-410-4680

한국해양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http://altair.chonnam.ac.kr/~geosys/

Tel: 062-530-1720

전남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http://www.chosun.ac.kr/ere/

Tel: 062-230-7110

조선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http://www.geosys.hanyang.ac.kr/

Tel: 02-2220-0410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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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계

 한일합방 당시 한국의 경제 여건은 매우 열악해 변변한 산업이 없이 주로 농수산업에 의

존하는 단순한 채취경제시대에 머물러 있었던 반면 일본은 산업화를 추진해 본토에 많은 공

장을 가동하며 원활한 산업활동을 위해 원료자원의 확보와 생산품을 판매할 시장이 필요했

고 구미 제국에 비해 뒤떨어진 산업자본의 형성을 위해 한국의 금·은 수탈이 필요하였다. 

일본 본토에의 원료 공급기지라는 중요성 때문에 지질조사와 광산조사를 실시하고 1914년 

세계1차대전 발발로 광물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광업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새로 광업령을 

정비하고 1918년 지질조사소를 설치해 본격적인 자원조사를 시작하였다.

1918년 세계 제1차대전이 종료되며 수요 감퇴로 텅스텐, 흑연 등 활기를 보이던 광업계

가 침체되었지만 무기류의 필요성 등으로 철과 석탄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며 군부와 군수업

체에 의해 황해도와 평안도를 중심으로 철광과 석탄광 개발이 적극 추진되었다. 특히 1차대

전 이후의 심한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다른 물가는 하락하는데 반해 금가격만은 그대로 유지

됨에 따라 금광 개발은 가장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심심치 않게 일확천금을 하는 경우가 소

개되며 금광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은 매우 높았다. 이런 분위기 아래 1931년 일본이 만주사

변을 일으키며 대외결재수단으로서 금의 확보 필요성이 정책적으로 필요해 1932년 1월에 

「산금10개년계획」을 공포하고, 8월에는 「금탐광장려금교부규칙」을 반포해 자본을 가진 일

인들의 진출이 더욱 활발하게 되었다. 실물로서의 금 확보를 목적으로 「저품위 금광석 매광 

장려금 교부 규칙」을 1933년 반포해 금광개발 과열현상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

다. 1937년 일본의 중국 침략이 본격화되며 한국도 전시체제가 시행되고, 본격적으로 한국

을 군수공업생산기지로 활용하려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이의 일환으로 1937년 「조선 중요

광물 증산령 및 동 시행규칙」이 제정되고, 광업을 위한 시설확충을 위해 「광업설비 장려금 

교부규칙」이 제정되었으며 1937년 9월 금 증산을 위한 「조선산금령」이 공포되었다. 1938년

에는 산금령을 더욱 강화해 금 이외에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망간광, 텅스텐광, 몰리브

덴광, 흑연, 석탄, 형석, 중정석 등 25개 광물을 대상으로 증산을 추진키 위해 시행되었다.  

중일전쟁이 지속되며 군수용 및 민수용 광물의 수요 증대로 과거 손쉽게 구할 수 있었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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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광물의 수입도 원활하지 못해짐에 따라 일본은 종래 저품위거나 소규모라 개발을 등한시 

해 왔던 한국의 부존자원 개발을 위해 국가가 중심이 되어 조직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940

년 6월 현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모델인 「조선광업진흥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이후 1943년 

중요광물 증산령을 제령 32호로 대폭 개정해 전쟁 수행에 필요한 광물 외에는 그 개발은 물

론이고 광업출원까지도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조치로 말미암아 전국의 금광은 폐

쇄되고 기자재는 전략자원을 개발하는 광산으로 이전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석탄광이 최초로 개발된 것은 1903년 청일전쟁 전후 프랑스인에 의해 평

양탄전이 개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격적인 석탄광 개발은 총독부가 대부분의 탄전을 

보류광구로 지정해 확보하고 있다가 일본 재벌에게 넘겨주는 방식으로 1920-1930년대에 

시작되었다. 지역별로는 평안남도를 중심으로 가행되다가 30년대 중반 함북지역의 유연탄

을 원료로 석탄액화 등 석탄화학산업을 추진하며 함북지역의 생산량이 증가되었다.

한국에서 생산된 무연탄의 약 절반은 일본 등지로 보내지고 부족분은 만주등지에서 공급

되는 갈탄으로 충당했기 때문에 철도수송이 원활치 못했던 당시 여건에서 지역간 수급 불

균형이 큰 문제의 하나였다. 이에 따라 5300칼로리 이상의 고질탄만 거래되었던 것이 점차 

그 이하 열량의 하급탄 수요가 늘며 탄질의 저하가 진행되었다. 탄질별로는 유연탄의 수요

가 많았고, 무연탄 수요는 극히 제한적이어서 대부분의 탄이 무연탄질인 국내 탄전의 개발

은 더딜 수 밖에 없었다. 남한지역에서는 교통 여건 때문에 문경탄전이 먼저 개발되고 대규

모 매장이 확인된 삼척탄전은 1935년 미쓰비시계의 조선무연탄주식회사에 의해 개발이 시

작되었다.

나. 군정시기

1945년 8월 광복 후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기간 우리나라는 38선을 경계

로 북한지역은 소련이 남한지역은 미군이 진주해 치안을 담당하였다. 이 시기에 미군 당국

은 군정법 제21호로 일제시대의 제도인 광업령과 중요광물 증산령을 기본법으로 하고 귀속 

광산의 개발을 전면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했다가 22호로 귀속광산 이외의 광산 개발은 허

용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제시대에 가행되던 광산이 귀속광산으로 분류되

어 있었고 나머지 개발이 가능한 광산들도 민간 수요가 있던 일부 광종에 국한되었다. 이후 

금광을 위시해 소규모 광산에 대한 재개발작업이 진행되었으나 1948년 5월 북한으로부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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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이 갑자기 중단되며 광업활동은 마비상태에 빠지는 등 광업분야에서는 거의 공백기나 

마찬가지였다.  일인이 철수한 후의 공백기는 극심한 사회 혼란기였다. 광산도 예외가 아니

어서 공산세력에 의한 파괴활동이 많았는데 주요 광산에서는 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자치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최소한의 보호관리를 하였다. 이후 미군정에서 광산 감독관을 임명하

며 각 광산의 관리 위원장들을 지배인으로 임명해 광산 운영을 맡겼지만 운영에 필요한 자

금력이 없어 현상 유지에만 급급했다. 공산세력의 파괴행위를 막기 위해 미군정은 주요 광

산에 대한 순찰을 강화했고 상동광산의 경우 미군이 소수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시설보호와 

함께 생산과 수송에 기여하기도 했다.

다.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

1) 1962년 이전

한국은 일제를 거치며 산업구조가 일본에의 원료기지 역할을 하도록 왜곡되어 있어, 광

복 당시 부존자원을 원료로 하는 제조업 분야는 거의 없었다. 이에 따라 광업이 국민총생산

에서 점유하는 비중은 기간 중 1961년도 2.0%가 최대일 정도로 국내 산업에 대한 기여도는 

미미했지만 수출을 목적으로 개발되며 총수출액에서 광산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70%가 넘

을 정도였다. 당시의 광업은 중요한 수출산업 역할을 하여 국가적으로도 농업, 수산업 다음

의 중요 산업으로 대우받고 있었다. 산업구조가 이와 같이 1차산품 위주로 내수용을 중심으

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산품은 광산품 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광업부

문의 대 GNP 점유율은 2% 수준까지 높아질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광업분야가 활발히 돌아

감에 따라 다른 제조업 분야보다 훨씬 높은 급여 수준을 유지했고 특히 석탄광업 분야의 급

여액 평균은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가장 시급한 문제의 하나가 민생문제 해결이었다. 이를 위

해 정부는 1949년 경제자주를 위한 5개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였고, 이에 힘입어 광업부

문도 군정기였던 1947년에 비해 큰 폭의 증산이 수출 품목이었던 텅스텐, 흑연, 고령토, 형

석 및 활석과 국내 에너지원인 무연탄을 중심으로 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1950년도에 발

발한 한국전쟁으로 국내 모든 경제활동은 마비상태에 들어갔고 대부분의 산업시설도 극심

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특히 광물자원의 보고인 강원도지역은 수차에 걸친 전화의 여파로 

거의 완전히 황폐화되었고 누증되는 인플레이션으로 말미암아 광업계는 물가고와 자금난으

로 복구는 엄두도 못내고 간신히 명맥만 유지해 갔다. 이에 따라 국회는 전쟁중 이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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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1951년 12월 23일에 광업법을 제정해 그간 적용해 왔던 일제시대의 조선광업령을 

대체해 광업활동 재출발을 위한 법적인 지원 토대를 마련하였다. 

한국전쟁을 계기로 세계의 광공업경기가 호전되기 시작해 한국 광업도 수출광물을 중심

으로 1952년부터 점차 증산되기 시작했다. 이때 가장 각광을 받은 것이 텅스텐으로 텅스텐

은 전략물자로서의 가치와 수요 급등으로 관심을 끌게 되었고, 미국은 텅스텐을 전략비축하

기 위해 한국과 협정을 맺게 되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한미중석협정」으로 1952년 3월31

일 체결되었다. 동 협정 내용을 요약하면 한국은 계약물량 15,000톤을 mtu당 65불로 미국

정부에 판매하고 미국정부는 한국의 텅스텐을 수입함과 동시에 이의 증산을 위해 한국정부

가 요구하는 원조물자를 적극 공여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파격적인 계약으로 텅스텐 광업은 

한국 경제의 총아로 떠울랐으나 적극적인 개발로 인해 계약물량을 3년만에 충족시킴에 따

라 미국과의 협정이 종료되며 국내 텅스텐광산은 완전히 침체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이로 말

미암아 당시 1만여명에 달했던 종사자에 대한 실업대책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문제로 대두

되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텅스텐을 정부가 매상해 국제입찰을 통해 수출키로 하는 한

편 텅스텐을 대체할만한 광종으로 금을 선택해 「산금 3개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금을 선

택한 이유는 텅스텐을 대체한 수출상품 개발과, 실업자 대책 및 국제통화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금보유량 확보라는 정책적인 고려 때문이었다. 이와 더불어 경제부흥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1954년 6월 2일 UNKRA와 한국 정부 사이에 탄광개발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석탄증산5개년계획」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증산을 도모하였

다. 이때 수립된 「석탄증산 5개년계획」은 다시 1958년에서 1967년에 이르는 10개년계획으

로 수정되었다가 이후에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흡수되어 추진되게 되었다.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 정부는 무엇보다도 산업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력 생산이 시급하

였던 만큼 영월발전소의 연료원이 되어줄 함백탄광 개발에 투자를 집중시켜 1949년에 113

만톤을 생산함으로써 광복 전 남한 생산량 144만톤에 근접하였다. 그러나 한국전쟁으로 시

설이 파괴됨에 따라 휴전 후 운크라와 탄광개발협정을 체결하고 UNKRA는 1953∼1955 기

간에 석공에 6,398천불, 민영탄광에 1,558천불의 개발 지원금을 공여하고 기술원조로 559

천불을 제공하였다. 석탄산업은 영암선과 함백선 철도공사가 완공되며 수송문제가 해소됨

에 따라 삼척탄전이 본격적으로 개발되는 전기가 마련되었다. 아울러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

기 위해 국유탄광의 민간불하도 진행해 1961년도에 마무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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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62년 ~ 1986년

1962년에 시작된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1차산업 중심에서 2차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변환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국내 고용

시장이 빠르게 확충됨에 따라 광업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는 갈수록 낮아지는 추이를 

보이는 시기이기도 했다. 금속광업은 그동안 산화대를 중심으로 천부 광체를 대상으로 

용이하게 개발되던 상태에서 점차 심부화가 진행되며 자본력이 부족한 영세업체는 진

입이 어렵게 여건이 변화되어갔다. 대신 수출 수요 중심으로 개발되던 국내 광산들도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의 영향으로 내수용을 목적으로 개발이 활성화되고 사회 인프라

의 구축을 위해 시멘트산업이 육성되며 석회석광산들의 규모도 대형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두차례에 걸친 석유파동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가 저성장을 겪으며 금속광의 가

격이 하락 내지는 정체된 기간이 지속됨에 따라 소규모 광체를 대상으로 가행하던 국

내 금속광산들은 대다수가 문을 닫게 되었지만 중화학공업과 관련이 있는 연·아연광

은 제련소의 신규 건설 등 내수를 기반으로 활발히 가행되었다. 또한 1973년 건설된 

포항제철과 온산동제련소 등 대규모 광석을 필요로 하는 시설이 들어서며 국내산 만으

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금속광의 해외의존도가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했다. 금속광 

중에서는 대한중석이 유일하게 국내산 광석을 원료로 가공제품까지 생산해 부가가치

를 높혀 수출을 했으나 중국의 등장으로 점차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비금속광물 중에서 고령토는 도자기를 수출특화산업으로 지정함에 힘입어 많은 수

의 광산이 개발되고 원료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추진되었고, 내화물 

수요의 증가로 원료가 되는 납석 개발도 활발히 전개되었다. 활석은 제지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내수 및 수출 수요가 증가하며 호황을 누렸지만 중국의 저가 덤핑 공세에 밀려 

20만톤 수준이 10만톤대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석탄산업은 60년대말 석유화학공업을 육성하려는 정부 정책에 따라 에너지정책 기

조가 「주유종탄」으로 변화하며 큰 곤경에 빠지기도 했지만 이후 발생한 석유위기로 

외환사정이 좋지 않던 정부는 다시 「주탄종유」정책으로 복귀할 수 밖에 없었고 민수

용 에너지의 대부분을 국내산 무연탄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증산정책을 시행했

다. 그 결과 무연탄은 1982년 2,000만톤을 돌파하고 1988년 2,460만톤을 기록했다. 

그러나 그동안 국제 원유가격은 낮은 수준에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소득 증대와 

함께 주거형태는 점차 아파트로 전환되며 편리성과 청정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사회

적 욕구도 바뀜에 따라 정부도 LNG보급 확대를 늘리는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198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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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연탄 수요는 감소하게 되었고 반면 무연탄의 재고는 급격히 증가하여 무연탄 증

산정책 전환이 필요하게 여건이 바뀌었다.

3) 1986년 ~ 2003년

1986년 제정된 「석탄산업법」에 의해 설립된 석탄합리화사업단은 1988년부터 석

탄산업의 구조조정을 시작해 1988년 347개소이던 탄광이 1995년말에는 11개소로 

축소되었으며 생산량 감축제도도 도입해 광업계를 대표하던 석탄산업은 그 존재가치

가 아주 미미하게 변모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기 이전까지 국제 자원시장은 80년대와 90년대에 

걸쳐 장기간 안정세가 지속되며 신규 개발을 위한 투자활동이 매우 저조했다. 그 결과 

세계적으로 대형화와 신기술을 통한 생산비 절감이 가능한 곳만 가행을 지속하고 소규

모 광산들은 도태되게 되었다. 국내 광산들도 예외가 아니어서 금속광은 간헐적인 가

행을 하는 소규모 광산 수개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문을 닫았고, 1997년 발생한 외환위

기의 영향으로 국내 경제가 후퇴함에 따라 내수에 기반을 두었던 비금속광업도 직격탄

을 받아 생산활동이 크게 둔화되었고 게다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중국으로 생산설비를 

이전하는 기업이 많아지며 관련 업종의 원료를 공급하던 광산들도 수요처를 잃어 활동

이 위축되었다. 이 기간 동안 외국 탐사회사에 의해 신규로 은산광산이 개발되었다. 동 

광산은 1995년부터 탐사에 착수해 2000년 시추를 통해 광황을 확인하고 2002년부터 

가행을 시작한 곳으로 국내 유일한 금광으로 가행되고 있다. 동 광산의 발견은 체계적

이고 종합적인 탐사활동의 결과여서 그간의 국내 탐사활동과 비교해 많은 시사점을 제

시하고 있다.

4) 2003년 이후

2003년 3분기부터 세계 자원가격은 수급 불균형의 누적된 결과로 급상승하기 시작

했다. 세계적으로 탐사활동이 활발해지고 재활용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는 물론 폐광산

의 재개발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지난날 몰리부덴을 생산하다 폐광되었던 제천지역

의 광산이 새로 가행을 시작했고, 양양철광도 새로 가행을 시작했으며 이미 폐광복구작

업이 완료된 구 제2연화광산지역에 대한 재개발 가능성이 검토되는 등 폐광산의 재개

발이 진행되고 있다. 외국 기업도 국내광 재개발에 관심을 보여 카나다회사에 의해 상

동광산의 재개발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호주기업은 우라늄개발에 관심을 보이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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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은 갈수록 위축되어 2013년 현재 국내에서 가행되고 있는 탄광은 석공 산

하 장성, 도계, 화순 3개 탄광과 민영인 경동의 4개만 있을 뿐이다.

비금속광업을 대표하는 석회석은 건설경기의 위축으로 시멘트용 수요는 한계를 보

이고 있지만 제철용과 화학용으로 활용되는 고품위광의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

러나 부존 여건의 제약성으로 인해 수급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의 제고와 지방자치제도의 확산으로 인해 광업의 

신규 진입은 갈수록 어렵게 여건이 바뀌고 있으며 이를 반영해 광업법도 광업권을 탐

사권과 채굴권으로 2원화해 개발 가능성이 없는 것은 권리를 인정하지 않도록 개정되

었다. 정부의 정책도 해외자원확보에 비중이 실려 자원외교활동을 강화하고 한국광물

공사의 역할을 지난날의 지원업무 중심에서 투자업무 중심으로 바꿔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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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기관

가. 행정기관

1) 지식경제부

국내 광업을 관장하는 정부 부서는 상공부로 출범하여 동력자원부, 상공자원부, 통상산

업부, 산업자원부를 거쳐 지식경제부로 명칭이 변경되며 직제도 계속 개편되었다. 상공부시

절에는 광무국에서 광업 행정을 모두 총괄하였으나 동력자원부로 개편되며 자원개발국, 석

탄국으로 확대되고 별도로 광산보안관리관제를 두는 등 조직이 확대되기도 했다. 그러나 동

력자원부가 폐지되고 다시 상공부와 합쳐져 상공자원부로 축소 개편되며 자원정책국과 전

력석탄국에서 일반광과 석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후 통상산업부와 산업자원부를 

지나며 광정업무 담당 부서는 자원정책실의 하부 기구에 배속되었다가, 지식경제부로 조직

이 개편되며 석탄산업과는 에너지자원실 산하에, 광물자원은 자원개발전략과의 팀으로 위

표 1. 주요 연혁

설치연도 담당업무

상공부 1946~1977
상업·무역·공업에 관한 업무 총괄

상무국·상역국·광무국·수산국·전기국·공업국 등 6개국

동력자원부 1977~1993
동력·지하자원·전기·연료 및 열관리업무 관장

자원개발국(광산과), 석탄국(탄정과,석탄생산과,석탄유통과)

상공자원부 1993~1994
상업·공업·동력·지하자원등에 관한 업무 총괄

자원정책국, 전력석탄국, 석유가스국

통상산업부 1994~1998
통상·상업·공업·공업단지·동력·지하자원·전기·연료·열관리 관장

자원정책실 소속으로 3개국 이관

산업자원부 1998~2008 2만불 소득을 위한 혁신 주도형 산업·무역·에너지기반 구축

지식경제부 2008~현재
안정적·효율적 에너지 수급체계 구축,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경제로의 전환. 석탄산업과와 광물자원팀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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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축소되었다.

정부 조직은 광업계의 중요도를 그대로 반영하여 확대와 축소가 진행되었다. 석유위기

를 겪으며 에너지와 광물자원의 중요성이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며 동력자원부로 확대 개

편되었으나 2차 석유위기 이후 세계 에너지시장의 안정세가 지속되고 수출 드라이브정책

이 필요해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진 에너지와 자원분야의 기구가 축소되며 1

개 실에서 관장하는 형태로 변모되었다. 지식경제부에서는 해외자원개발에 역점을 두며 이

와 관련된 업무를 세분화시켜 여러 조직에 분산시킨 반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국

내자원과 관련된 업무는 자원개발전략과 산하의 광물자원팀이 담당하도록 축소되었다. 

외청으로는 광산보안사무소와 광업등록사무소가 광산보안업무와 광업권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광산보안사무소는 동부(태백), 중부(문경), 남부(화순) 및 서부(대천)의 4개소가 있다.

나. 지원기관

1) 한국광물자원공사

1967년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으로 중화학공업화가 추진되며 에너지와 원료광물자

원을 확보하는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 출자기관으로 설립된 대한광업진흥공사가 전신으로 

2008년말 공사법을 개정하며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출범 당시 국내광업을 지원하

는 업무는 국립지질조사소, 대한석탄공사, 한국광업제련공사 및 한국산업은행등에 분산되

어 집행되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책임소재도 불분명하여 한곳에서 이를 전담할 필요성이 대

두되어, 자금융자와 더불어 갱도탐광, 시추탐광 및 기자재 대여와 같은 국내 광업계 지원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출범하였다,

그러나 자원의 수요가 증가하고 국내자원만으로는 이를 충당할 수가 없게 됨에 따라 동

력자원부의 신설과 함께 해외자원개발을 전담하는 해외자원부를 신설하고 이후 해외자원개

발사업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북한자원개발사업도 함께 추진하는 등 활동 영역을 넓히기 위

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08년 공사법 개정으로 지원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의 성격이 아

닌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기관 성격을 갖게 됨에 따라 2020년에 세계 20위권의 광업회사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공격적인 해외자원개발 투자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이외에 

조달청과 함께 희유금속자원에 대한 전략비축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128  · · The Korean Society of Mineral and Energy Resources Engineers 50th Anniversary

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918년 일제가 우리나라의 자원조사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지질조사소가 

전신으로 1976년 출연연구기관으로 바뀌기 이전까지 국가 기관으로 존속하며 여러번 명칭

이 변경되었다. 1976년 중화학공업 육성과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광물자원과 에너지

원의 안정적인 확보 필요성이 커지자 공무원 체계로는 인력과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 하에 특정연구개발육성법을 정부가 제정하고 상공부 산하 국가기관 성격인 국립지질

광물연구소를 재단법인체 성격인 자원개발연구소로 변경해 과학기술처 산하로 배속했다. 

1981년 에너지분야와의 통폐합으로 동력자원연구소로 개편되었다가 1991년 한국자원연구

소로 다시 분리되었다. 이후 자원이란 명칭으로는 연구소의 특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의견

에 따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연구원은 국내 유일한 지질자원 분야의 종합 연구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지질자원에 

대한 기반정보를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기술 연구

와 더불어 지하 에너지와 광물자원의 확보와 개발 관련 분야의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지진, 지질재해 및 지하수분야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자원활용분야의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

어 최근에는 해수에서 리튬을 회수하는 분리막을 개발해 실증화 단계에 들어갔고, 기후변화 

대응분야에 대한 연구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3) 한국광해관리공단

2006년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해방지사업단으로 출범해 

2008년 명칭이 현재로 개정된 기관으로, 1987년 석탄합리화사업단이 맡고 있던 폐탄광 지

역의 환경개선 사업과 금속광 지역의 산성폐수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광해문제를 전

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설립 이후 매년 200여개소에 대한 광해방지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이중 토양개량 

복원사업과 광미유실방지사업에 대한 지출 비중이 가장 높다.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이란 명제가 보편화됨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할 경우에도 환경문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동반진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국제협력사업에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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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업일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중점 목표인 에너지의 자급자족과 석탄증산을 통해 정부

는 64년도까지 35개 도시에 석탄을 공급하고 65년부터 55개 도시로 확대 공급한다는 목표 

하에 1961년도에 「석탄개발 임시조치법」을 제정·공포하였다. 동 법은 당시 소규모 탄광의 

공급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대단위 탄좌 설립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 법을 근

거로 1962년부터 매년 대단위 민영탄좌가 설립되어 1966년말까지 10개의 탄좌가 설립되었

다. 그 결과 63년도 탄좌의 생산 점유율은 4.8%에서 66년도에는 9.6%로 상승하고 이후 계

속 높아졌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학회에서도 초미의 관심사였던 탄좌에 대한 

소개와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해설을 통해 회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아울러 국내 

석탄자원의 부존에 대한 소개가 학회지 창간호부터 다음해까지 행해졌다. (제1권 1호, 제2

권 3호)

한편 당시 국제 정세는 동서냉전체제가 심화되던 시기로, 미국은 공산권의 남하를 저지

하기 위해 베트남에서 월맹군의 지원을 받는 베트콩의 준동을 억제하기 위해 월남에 대한 

군사원조를 늘리는 정책을 채택하여 국제적인 군사분쟁 가능성이 높아지는 여건이었다. 이

러한 정세 때문에 한국전쟁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던 텅스텐의 가격이 급등하기 시

작했고 이에 따라 중석협정 만료 이후 휴 폐광 상태에 들어가 있던 국내 텅스텐광의 재개발 

움직임이 활발해 지는 등 국내 광업계에도 전반적으로 활기가 넘쳤다. 이러한 국내 상황에 

부응해 학회에서도 텅스텐과 관련된 전망과 국내 광물자원의 부존 가능성을 소개해 광업계

를 지원했다. (제2권 1호, 제3권2호, 제3권 3호)

1967년에는 국내 최대 금광이었던 충남 소재 구봉광산에서 갱내 출수 사고가 발생해 양

창선씨가 당시 세계 최장인 15일간이나 갱속에 갇혀있다 구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

고는 청와대는 물론 온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정도의 사회적인 사건이었다. 우리나라에 광

산보안법이 제정된 것은 1963년이고 이듬해 대통령령과 규칙 등 하부 법체제를 갖췄지만 

미비한 점이 많았다. 따라서 동 사건을 계기로 그간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

감대가 형성되었고 학회에서도 개정에 도움이 되도록 관련 자료를 종합해 제공하였다.(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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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3호)

1967년부터 시작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목표는 국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한 산업구조의 근대화와 자립경제의 확립이었다. 반면 정부

의 에너지 정책은 「주유종탄」으로 변경되어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탄광업계는 극심한 불황

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시책으로 인해 에너지 수입 증가로 인한 외화지출의 

증가 및 폐광에 따른 실업율 증가 등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자 1967년 「석탄광업 육성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공포해 향후 10년간 매년 523억원을 석탄산업에 투입키로 해 탄광업계

는 겨우 고사 직전에서 회생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필요한 시멘트

를 국내에서 자급하기 위해 시멘트 설비 투자가 적극적으로 추진되며 1965년 172만톤에 불

과했던 시멘트 생산능력이 1971년에는 680만톤으로 3배 이상 늘어났고 이에 필요한 원료자

원인 석회석 생산량이 1천만톤을 초과하며, 비금속광물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학회지에

서도 해설과 특별강연 자료를 통해 이러한 국내 광업의 흐름을 전달하고 있다. (제7권 2호) 

또한 산업구조 근대화를 위해서는 광물자원과 같은 원료자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자원개

발을 통한 관련공업의 촉진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광업기술의 진흥 등에 대해서도 해설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였다. (제4권 3호, 제5권 1호, 제5권 2-3호, 제6권 4호)

1972년부터 시작한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중화학공업의 건설이 목표의 하나로 

설정되고 73년도에는 현 포스코의 전신인 포항제철소가 준공되며 국내 최초로 조강 생산이 

시작되었고 대한중석도 달성에 중석 가공공장을 설립해 초경공구까지 일괄생산체제를 갖추

고, 석포에 최초로 아연제련소가 설립되는 등 수출에만 의존하던 국내산 광산물의 국내 수

요 기반이 확충되며 금속광업계가 활기를 띠던 시기였다. 동시에 대규모 국내 수요를 충당

할 능력 부족으로 해외자원에의 의존도가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학회에서도 

세계 광산에 대한 소개와 국내 광업 진흥에 관한 제안 등을 특별강연 등으로 제시하고 있

다. (제11권 4호, 제12권 2호, 제12권 4호, 제13권 3호, 제13권 4호)

게다가 1973년 10월에는 세계 제1차 오일쇼크가 발생하며 유류가격의 급등과 물량 부족 

사태가 발생해 정부는 1974년 석탄 의존도는 높이고 석유 비중은 낮춘 「장기에너지 종합대

책」을 발표하고 1975년에는 태백선 선로를 준공시켜 운송에서의 병목현상을 해소시켰다. 

이러한 조치로 말미암아 석탄은 1760만톤이라는 기록적인 생산을 달성해 대량의 재고탄 부

담으로 탄광이 경영난에 빠지는 부작용도 발생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석

탄수급조절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해 국민생활의 안정을 꾀하였다. 이와 같이 석탄개발

에 적극 나서며 탄광재해율도 높아져 매년 수천명이 광산사고를 당하고 진폐 등 탄광개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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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사회적 문제도 커지고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학회에서도 특별강연과 해

설 등을 통해 국내 탄광 현황 소개와 해외 탄광의 소개를 비롯해 탄광재해 감소를 위한 자

료등을 제공하고 있다. (제10권 4호, 제11권 3호, 제12권 2호, 제13권 1호, 제13권 4호, 제

14권 2호, 제15권 2호, 제15권 4호, 제15권 4호)

1979년 다시 발생한 제2차 석유위기로 말미암아 국내 석탄광의 비중은 민수용 에너지원

으로서의 위치가 더욱 공고해졌다. 이에 따라 그간 제기되었던 탄광 개발과 관련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각계의 관심도도 높아졌고, 1976년도에 자원개발연구소가 출연기관으로 새로 

발족하고 1981년에는 동력자원연구소로 통합 개편되는 등 관련분야의 연구 역량이 높아지

는 시기였다. 학회에서도 연구소에 의해 수요예측을 비롯해 개발과 관련한 연구보문이 게재

되었고 아울러 외국의 현황에 대한 해설을 통해 폭 넓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제16권 4

호, 제 17권 1호, 제17권 2호, 제17권 3호 제18권 2호, 제18권 3호)

1979년 도자기 산업은 10대 수출전략 산업으로 지정되며 다양한 요업제품의 생산설비 

확충이 이루어지고, 원료광물인 고령토, 장석 등의 개발이 활발해졌다. 활석은 내수산업이 

확충되며 특히 제지 분야에서의 수요가 증가하고 수출도 활발했다. 금속광업은 80년대 초

반까지만 해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으나 80년대 중반 중국이 본격적으로 세계시장에 참여

하며 대규모 덤핑 공세를 펴고 세계 경제도 불황을 겪어 수요가 감소하여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소규모 가행을 하는 국내 금속광산들은 점차 경쟁력을 잃고 문을 닫게 되었다. 학회에

서는 국내 산업계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하여 80년대 초반에는 금속광산에 대한 소개와 비금

속광물 개발에 대한 소개를 하였으나 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금속광에 대한 소개는 없어

지고 간간이 국내자원의 개발 잠재력에 대한 연구 결과만 소개되었다. (제19권 특집 1호, 제

20권 특집 2, 제 28권 4호, 제30권 4호)

90년대 중국이 세계의 자원 공급기지로 자리매김하며 국제회의도 중국에서 개최되는 빈

도가 잦아졌다. 아울러 중국은 소규모 투자로도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의 땅으로 인식

되어 다수의 기업체가 중국자원에 관심을 보였으며, 몽골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중국과 몽

골에 대한 회의 참석 결과 보고나 광상에 대한 소개가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자원 재활용사

업에 관심이 모아지고, 적극적인 해외자원개발 드라이브 정책이 정부 주도로 추진됨에 학회

도 부응해 학회의 역할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제 30권 6호, 제31권 1호, 제32

권 4호, 제44권 5호, 제45권 6호, 제46권 6호, 제48권 1호)

예를 들면 중국 해남성 문창현 조사보고(제32권 4호), 광물자원의 수명과 해외자원(제34

권 4호), 몽고의 석유자원 조사(제40권 2호), 기회의 땅 “자원부국 몽골”(제44권 5호), 우즈

1.

광업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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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키스탄의 광물자원 부존현황 및 개발여건(제45권 6호). 

석유자원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대륙붕탐사가 60년대 외국회사에 의해 시작되고, 일본

과의 경계협정이 70년대에 되었지만 국내 기술진의 참여 가능성이 낮아 학회에서도 간단하

게 해설을 통해 이를 소개하는데 그치고 있다. (제4권 3호, 제10권 1호, 제13권 4호, 제40

권 2호)

해저광물자원에 대해서는 60년대 말 국내 연안광물자원 조사가 지질조사소에서 실시되

며 해빈사와 중사광 등의 분포와 이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 광산이 조업을 하였으며, 심해저 

망간단괴에 대한 광업권 설정과 이의 추출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이 연구단을 구성해 진행되

며 이에 대한 동향도 소개되고 있다. (제6권 2호, 제30권 4호)

이러한 제반 여건하에서 광산 기술자의 역할에 대해서도 학회 차원에서 정리해 발표하는 

등 학회지는 학회 설립 목적에 적합한 활동을 행해왔다. (제21권 특집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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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용지질 및 응용지구화학 분야

가. 개관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 50년사에서 다루는 7개 분야 중 응용지질 및 응용지구화학 분야

는 광산지질 및 지구화학탐사, 응용지질 및 지질공학, 환경오염 및 복원을 비롯한 관련 분

야를 범위로 한다. 1962년 대한광산학회로 정식 출범한 학회는 광산업의 침체 및 산업구조

의 변화와 함께 회원들의 관심 분야의 확대에 따라 한국자원공학회를 거쳐 한국지구시스템

공학회로 개명하며 발전해왔다. 이에 따라 응용지질 및 응용지구화학 분야도 창립 당시 8개 

전문위원회 중 광산지질전문위원회와 물리화학탐광전문위원회로 분류되던 분야가 현재는 

지구화학·응용지질·자원환경 분야로 분류되고 있다. 학회 학술활동의 동향은 학회지, 학

술발표회, 세미나 등에서 발표되는 논문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데 본문에서는 1964년 창

간되어 현재의 제48권에 이르기까지 매년 발간된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지(광산학회지→대

한광산학회지→한국자원공학회지→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지) 통권 241호에 발표된 연구논

문, 기술해설, 총설 등을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지에 발표된 논문 및 해설 중 응용지질 및 응용지구화학 분야 발표 

편수는 약 17%를 차지하여 전체 학회에서 분야활동의 비중을 가늠해볼 수 있다(그림 1). 응

용지질 및 응용지구화학 분야는 관심 및 활동영역에 따라 광산지질 및 지구화학탐사, 응용

지질 및 지질공학, 자원개발 환경 및 복원분야로 세분할 수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회원들의 관심분야와 활동분야가 학회 창립 당시 광산업이 융성했던 시기에는 광상의 성인

과 탐사분야가 주를 이루었으나, 이후 국내 광산업의 쇠락과 영역의 확대에 따라 응용지질 

및 지질공학 분야와 함께 1990년대 이후에는 광산개발에 의한 환경오염과 복원에 대한 연

구 및 산업 활동이 활성화되어 이 분야의 주된 영역이 되었다. 이에 따라 학회가 창립된 이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회에서 응용지질 및 응용지구화학 분야의 발전 동향을 4시기로 구

분하여 기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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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지(1964~2011)에 발표된 분야별 논문·해설 편수.

나. 국내동향

1) 1962~1981

학회가 대한광산학회로 출범한 1962년 이래 초창기에는 당시의 산업구조에서 광산업이 

차지하는 중요도를 반영하는 대로 광산지질 및 탐사분야가 주를 이룬다. 1964년 광산학회

지 제1권에 발표된 정창근 회원의 “상동광상 주맥 중의 누대분포와 그 성인에 대한 고찰”(제

1호) 및 전용원 회원의 “상동중석광산의 지질과 성인”(제2호)에서 다룬 한국의 대표적인 금

속광상인 상동중석광산의 지질과 성인에 대한 논문이 학회지에서 응용지질 및 응용지구화

학 분야의 첫 논문발표였다. 이후 1980년까지 금·은·동·철·연·아연·중석 등의 금속

광상, 요업원료 비금속광상 및 석탄광에 대한 지질과 성인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1966년 하기에는 광산지질학 세미나를 개최하고 특집호(제3권 제2호)를 발간하였는데, 당

시 동경대 Imai Hideki (今井秀喜) 교수의 “일본 광맥광상과 고온교대광상”에 대한 고찰

과 David K. Jordt 박사의 “한국에서의 지구화학탐광의 역할”을 발표하였다. 광상의 탐사

에 대한 연구로 초창기 정호근 회원이 발표한 “과잉 금속이온이 표징식물체에 미치는 영향”

(1965)을 비롯한 몇 편의 지구식물탐사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 발표된 지구식물탐사에 대

한 희귀한 논문이었으며, 1970년 이후 기기분석이 발전함에 따라 광상의 지구화학탐사에 

대한 기초연구 및 현장연구가 발표되기 시작하며 활발해졌다.

2) 1982~1991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응용지질 및 응용지구화학 분야의 학술활동의 주는 광화작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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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광물학적·지구화학적 연구와 탐사를 위한 미량원소의 분산패턴, 지시원소, 생산성 

심성암체에 대한 연구가 서울대학교 응용지질 및 지구화학연구실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학

회지에 발표되었다. 지구화학탐사를 위한 기초연구로 광화작용과 관련된 생산성 화강암의 

판별기준, 지시원소, 자료 통계처리, 탐사결과의 해석기법에 대한 괄목할 발전이 이루어진 

시기라 할 수 있다. 주석광화작용과 관련한 화강암류들에 대한 지구화학적 연구의 결과로 

다원소 판별기준을 제시하는 논문이 발표되고, 납석, 형석, 활석, 고알루미나 등 비금속광

상에 대한 지구화학적 연구들도 수행되어 광화작용과 관련한 미량원소의 거동에 대한 이해

에 많은 발전이 이루어 졌다. 주를 이루었던 광상에 대한 지구화학적 연구 이외에 지질공학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풍화화강암, 점토질 암석, 벤토나이트 등의 지질공학적 특

성, 방사성 폐기물처리를 위한 수리지구화학적 기초연구 등이 수행되어 발표된 논문이 응용

지질 및 응용지구화학 분야에서 약 15% 내외를 차지하였다. 1983년(제20권 제4호)에는 “석

탄광의 산성폐수와 중금속 유해성에 관한 기초적 조사연구”가 발표되어 광산개발로 인한 재

해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고 갱내배수의 정화장치 개발도 시도되었다(1989). 

3) 1992~2001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응용지질 및 응용지구화학 분야의 발표논문의 수는 연평균 10편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광산지질 및 지구화학탐사 분야 점유율이 50% 정도로 감소하고 상

대적으로 응용지질 및 지질공학 분야와 환경오염 및 복원 분야의 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했

다(그림 2). 이는 1980년대 후반 광산업의 쇠퇴와 함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관련 산업

의 발전으로 연구 분야의 발전적 확장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었다. 

광산지질 및 지구화학탐사 분야의 연구내용도 금속 및 비금속광상의 광화작용과 관련한 

광물학적·지구화학적 연구와 화성암류에 대한 동위원소 연구, 함탄층의 층서대비 및 퇴적

환경 연구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응용지질 및 지질공학 분야에서는 풍화에 따른 암석의 공

학적 특성 변화에 대한 연구로 석재산업의 응용을 시도하였으며 점토광물의 차수재로서의 

특성, 지질공학 데이터베이스 활용 등이 발표되었다. 환경오염 및 복원에 대한 지구화학적 

접근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한 1990년에는 가행 중이거나 휴·폐광된 금속광산과 석탄

광으로 기인한 산성배수와 토양오염에 대한 지구화학적 기초연구와 처리를 위한 다양한 연

구와 적용이 시도되었다. 한편 해외자원개발의 초기단계로 해외에 부존하는 금속광상에 대

한 광화작용의 지구화학적 연구 결과들이 2000년 이후에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초 대부분의 자원공학과에 응용지질 및 응용지구화학 분야의 전임교수가 충원

2.

응용지질 및 

응용지구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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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이 분야에 대한 교육과 연구가 활발해짐에 따라, 1993년에는 서울대학교 전효택 교

수를 대표저자로 “응용지구화학”이 출판되면서 학부생은 물론 기초기술자들의 지구화학 분

야에 대한 이해에 이바지하였다. 또한, 1997년에는 서울대학교 전용원 교수를 비롯한 후학

들이 “지구자원과 환경”을 집필하여 광물 및 에너지·지하수 자원, 환경지구화학, 환경지질

공학을 다루는 교재를 출간하였다. 

4) 2002~2011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응용지질 및 응용지구화학 분야의 연구 및 학술활동은 환경오

염 및 복원에 관련된 분야가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의 비중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주를 이루

고 있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 석탄광의 합리화사업을 주도해오던 석탄합리화사업단이 

2006년 광해방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광해관리공단으로 새롭게 출범함으로써 광

해관련 산업은 물론 연구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2007년부터 격년으로 학회와 광해

관리공단이 공동주최하는 “Mine Reclamation”국제심포지엄은 이 분야의 학술적 연구 발

전과 기술향상으로 인해 해외로 진출하는 발판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연구그룹도 서울대학

교를 비롯한 대학의 에너지·자원공학관련 및 환경공학 전공, 지질자원연구원, 광해관리공

단, 산업체 등으로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해외 연구자(Dr. Sager)의 논문도 발표되

었다(2002).

광해관련 환경지구화학적 연구는 산성배수, 중금속 오염광미, 오염토양, 오염지역에서의 

농작물 오염, 건강문제 등 다양한 주제가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비소의 환경오염과 처리

기술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발표되고 있으며, 미생물을 활용한 광산배수와 오염토양의 처리

그림 2. 응용지질 및 응용지구화학 분야별 논문·해설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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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광해관련 연구 이외에도 지하수 및 하천수 오염, 라돈 가

스, 주유소 분진 등에 대한 환경지구화학적 연구가 수행되었다. 

응용지질 및 지질공학 분야의 학술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암석의 풍화, 석조 문화재 

보존, 산사태, 사면안정, 점토광물의 공학적 활용, GIS 모델링 등 다양한 주제가 연구되고 

있다. 국내 광물자원에 대한 암석지구화학적 연구가 소수이지만 계속하여 발표되고 있으

며, 활발해진 해외자원개발의 동향에 따라 해외 광상에 대한 기술보고나 연구논문이 발표되

었다.

회원들의 응용지질 및 응용지구화학 분야에 대한 연구 결과는 지구시스템공학회지 이

외에도 국내 유관학회지인 지질학회지, 자원환경지질학회지, 지하수·토양학회지 등

과 Applied Geochemistry, Environmental Geochemistry and Health, Journal of 

Geochemical Exploration 등 유수의 해외 학술지에 발표되고 있어 활발하게 연구역량

을 키워가고 있다. 회원들의 국제적인 학술활동도 왕성하여 이 분야의 선도자 역할을 하

는 서울대학교 전효택 교수는 “The Society for Environmental Geochemistry and 

Health(SEGH)”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장으로 활약하였다. 

다. 국내외 연구동향 및 전망

본문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에서 다루는 응용지질 및 응용지구화

학 분야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연구자의 관심에 따라 광산지질, 지구화학탐사, 지질공학, 자

원활용, 환경지구화학, GIS 등 광범위한 활동영역을 보여 왔다. 따라서 각 분야에 대한 학

술연구 또는 기술개발의 동향을 다루기보다는 국내의 연구 동향과 전망을 고찰하기로 한다.

현재 2000년대 이후로 에너지·광물자원 확보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의 필요에 따라 정

부가 시행하는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은 전국의 에너지·자원공학 전공학과에 대한 지원

으로 인하여 교육과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에너지·자원공학 전공이 개설된 대부분의 학

과에서 응용지질 및 응용지구화학 분야 전임교수가 확충되어 이 분야에 대한 교육은 물론 

연구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지질자원연구원에서도 해외자원의 확보를 위한 기초연구와 

개발연구가 더욱 확충되고 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공기업은 물론 산업체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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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지구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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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해외자원개발의 확대로 더욱 많은 전문 인력과 기술개발이 요구될 것이다. 광해를 비

롯한 환경오염 및 복원에 대한 기술과 전문 인력의 해외진출은 산업체의 전문 인력 수요확

대와 기술개발로 이어질 것이다. 최근 지질재해에 대한 지질공학적 분석, 사면 안정성, 석

재의 내구성, GIS 활용 등 지질공학 분야는 본 학회의 암석역학, 물리탐사 분야와 연계하여 

연구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광물 및 에너지자원에 대한 연구는 최근 재개발 또는 신규 개발을 준비하는 금속광상에 

대한 광산지질 및 지구화학탐사기법에 대한 기초 연구와 현장 연구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

다. 한편 해외자원개발의 확대로 해외자원에 대한 연구가 증가되고 에너지자원 특히 석유와 

천연가스 부존에 대한 지질학적 특성 연구가 기대된다. 광해관련 환경지구화학적 연구들은 

기초연구 단계를 넘어 기술개발로 이어지는 개발연구와 현장설계부문이 더욱 활발해지며, 

해외 진출로 인하여 많은 해외 사례들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구시스템공학회의 모든 분야가 그러하듯이, 본 학회 역시 1962년 대한광산학회로 창

립된 이후로 급변하는 관련 산업의 부침에 따라 학회의 정체성에 대한 많은 혼란과 어려움

을 극복함과 동시에 새로운 영역에 대한 회원들의 도전과 노력으로 인하여 발전해왔다. 향

후 본 학회는 물론 응용지질 및 응용지구화학 분야에서도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다양하게 

학술활동을 수행하여야 하겠지만 특유의 활동방향을 설정하고 연구·개발 역량을 향상시켜 

산업계와 함께 국가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할 것이다. (민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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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리탐사 분야

가. 국내 현황

1) 1962∼1972 

1962년 4월에 대한광산학회가 창립된 이후, 1964년 5월이 되면서 대한광산학회지 1권 1

호가 창간되었다. 창간호에는 두 편의 논문이 실려 있는데 2차원 경사층에서의 복합반사 이

론을 다룬 탄성파탐사 논문과 지하수탐사 사례에 관한 전기탐사(비저항) 논문이 그것이다. 

그 외에 시선을 끄는 해설이 실려 있는데 광복 후 국립지질조사소에서 처음 Scintillation 

Counter를 이용하여 자철광 탐사를 시작한 때부터 1964년 4월 29일에 제1회 학술발표회를 

개최하기 이전까지의 물리탐사 활동을 소개한 것이다. 1958∼1959년 중에 2차에 걸친 항공

자력탐사와 자력탐사, 중력탐사, 자연전위법과 비저항측정법 등 전기탐사에 의한 금속광물

자원탐사 활동과 비저항측정법에 의한 지하수조사의 성과를 소개하였다. 해설의 말미에 탄

성파탐사기 도입이 예정되어 있어서 조만간 탄성파탐사도 수행될 것임을 공지하고 있다. 이

후, 자연전류법과 비저항법을 이용한 모형실험이 시작되고 무연탄 물성실험에 관한 연구와 

물리검층기술이 소개되며 울산 석유공업단지 부지·지하수 조사를 위한 물리탐사 활동이 

수록되어 있다. 그 밖에 IP법에 의한 광물자원탐사와 지하에서의 탐사를 염두에 둔 자력탐

사의 이론 연구도 눈길을 끈다. 1970년대 초에 들어서면 한국인 유학생에 의하여 미국에서 

수행된 스트레인 모니터링의 지구물리학적 응용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2) 1973∼1982 

자기원의 위치가 정확히 알려져 있는 경우에 역행렬로부터 자기원을 알아내는 소위 

direct inversion이 소개되고, 곧이어 반복적 최소자승법으로 2차원 광체의 모형을 구하는 

컴퓨터 해석법이 출현한다. 1963년부터 석유와 천연가스를 목적으로 국립지질조사소가 포

항 일대의 탐사에 나선 이후 1966년 포항 앞바다에서의 해상탐사와 1968∼1969년에 2차에 

걸쳐 대륙붕에서 항공자력탐사를 실시하고 광구를 설정하여 시추탐사에 이르게 된 배경과 

활동도 이 시기에 학회지에 게재되었다. 해저면 조사를 위한 side scan sonar의 활용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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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되었으며 1972년 ESCAFE/CCOP 후원으로 포항 북쪽 동해 연안에서 한독 공동으로 수

행된 해상 탄성파탐사도 소개된다. 컴퓨터 모델링이 자력탐사와 탄성파탐사 자료 해석 지

침을 얻기 위해 빈번히 사용되며 VLF와 MT 등 전자탐사에서도 적분방정식법과 유한요소

법을 사용하여 type curve를 얻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 전기쌍극자와 자기쌍극자를 포함한 

다양한 송신원에 의한 수직 전자탐사 컴퓨터 모델링과 유한차분법에 의한 2차원 지하구조

의 시간영역 전자탐사 컴퓨터 모델링이 등장한다. 축소모형실험은 지표 탐사에서의 지형 영

향을 밝히거나 시추공에서 반응 특성을 얻기 위한 전기비저항법, 또는 평행 탄층에 대한 전

기비저항 반응을 측정하거나 탄층의 연속성 탐지를 위한 인공분극법 적용 등으로 발전해 가

며, 전자탐사는 VLF법, Dip Angle법, Long-wire법, 위상성분측정법 등 다양한 방법의 모

형실험 연구로 발전한다. 연구 방법론이 다양해져서 석탄층 탐사를 위한 고분해능 반사탄

성파탐사, 우라늄탐사를 위한 라돈가스 탐지용 Track Etch법 적용이라든가 1980년에 도입

된 항공 감마선스펙트로미터 시스템에 의해 획득되는 탐사자료의 보정과 등가방사능원소함

량 결정을 위한 연구, 원격탐사 영상자료의 컴퓨터 처리에 관한 연구 등도 출현하게 되며, 

연구 관심 대상도 석탄, 석유, 광물자원, 지하수 등 자원 탐사의 문제와 지반조사, 지질구조 

해석의 문제를 넘어 지열, 자연지진과 인공지진, 달의 표면, 지구팽창설 등으로 다양화되며 

점점 확대되었다.

   

3) 1983~1992

● 1983~1987 

한국동력자원연구소에 물리검층기가 도입되어 지질조사와 광물자원 및 지하수 탐사에 

활용된 사례가 보고된 바 있으며 normal 비저항검층자료 해석에 활용하기 위해서 반응곡선

을 계산하였다. 물성실험으로는 그 당시 국내에 처음 소개된 SIP탐사의 석탄탐사 적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탄층과 주변 암석의 SIP 물성을 측정하였고, 토목공학적 응용을 위해 탄성

파속도와 동탄성계수에 관심을 보였다. 전기·전자탐사 분야에서는 여전히 적용사례연구와 

더불어 현장 탐사자료의 해석지침을 얻기 위한 아날로그 모형실험과 수치모형연구가 활발

히 전개되었다. 판상광체에 대한 전기비저항탐사와 시간영역 유도분극탐사, 불규칙한 탄층

에 대한 전기비저항탐사 모형실험이 있었으며, Schwartz-Christofel 변환이나 α-center 

이론에 의한 반응곡선을 계산하여 해석 지침으로 삼았다. 전자탐사에서는 소인주파수, 지표 

및 갱내 TEM, 3성분을 측정하는 주파수영역 중심전자탐사법에 관한 아날로그 모형실험 연

구가 보이며, 수치모형연구로는 단위 층계함수 파원에 의한 구형도체의 전자반응, 평면파에 

의한 VLF, AMT탐사 반응을 유한요소법으로 확인하였다. 탄성파탐사 분야에서는 대륙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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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해상탄성파단면도 작성을 위해 도입된 Tempus System에 의한 자료 분석과 처리기

술 자립화를 포함해, CDP 반사주시로부터 층속도와 지층곡률 등의 지층요소를 구한다든가 

투명경계 유한차분법을 이용한 wrap-around artifacts를 제어하는 방법, 파선추적(ray-

tracing)에 의한 seismogram 작성 등이 보인다. 독일 유학으로부터 습득한 아날로그 모형

실험이 국내에서 재현되어 탄성파 흡수성(seismic wave attenuation)에 대해 검증하거나 

터널이나 소규모 공동 탐지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중·자력탐사 분야에서는 2차원 역산 방

법으로 선형방법과 비선형방법을 비교하거나 반복적 비선형 역해에 의해 모형변수들을 추

출하였다. 

● 1988∼1992

물성실험과 물리검층 분야 연구로는 국내산 벤토나이트 시료에 대한 SIP 물성과 함금 석

영맥 시료의 압전효과 측정이 있었으며 불란서 유학생이 수행한 파리분지 퇴적암에서 자

력검층에 의한 자기층서 해석 등 소수의 연구사례만 보인다. 전기탐사 분야에서는 하나 또

는 두 개의 시추공을 이용하는 전기비저항법 3차원 컴퓨터 모델링 연구가 주류를 이루며 

유한차분법이나 적분방정식법을 활용하였다. 그중 일부는 모형실험을 병행하여 양자의 타

당성을 비교하였다. 자기비저항법(MMR)이 등장하여 역시 지표-시추공이나 시추공-시

추공에서 수행하는 컴퓨터 모델링으로 그 적용성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역산에서는 그 시

절, 지표 전기비저항탐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던 쌍극자전극배열 자료를 유한차분법 모델

링과 2nd-order Marquardt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효율적인 2차원 역산법이 등장하였

다. 전자탐사 분야에서는 역시 그 시절에 국내에서 매우 활발히 사용되던 시간영역전자탐사

(TEM)에 관한 모형실험과 현장적용, 그리고 역산의 문제를 골고루 다루었다. 탐사자료의 

취득은 가행 광산의 하부나 주변의 신규 target을 찾고자 지하 갱내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가장 많이 상정하였으며 역산은 등가전류(equivalent current), 영상전류(image current)

를 이용하여 매우 단순한 모델에 대한 역산을 시도하였다. 그 밖에 VLF 탐사 자료의 해석

과 CSAMT 탐사자료의 1차원 역산 문제도 고민하였다.

탄성파탐사 분야에서는 마이크로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천해저 고해상 반사법 탄성파

탐사 자료의 취득 및 처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이것을 이용하여 취득된 자료로부터 탄성파단

면도를 제작하여 성능시험을 수행한 연구가 보이며, Betsy seisgun과 DFS-V 조합으로 육

상에서 천층 반사법탐사를 수행한 바 있다. 반사층 식별능력 향상을 위하여 deconvolution

3.

물리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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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연구들이 다수 출현하였고, 모형실험에서는 모형실험 전체를 자동제어 하는 시스템

을 개발한 내용, 임의의 파형을 갖는 탄성파를 모형에서 일으키는 기술, 발생원 배열을 통

해 표면파를 약화시키고 target의 반응을 극대화하는 기술, 모형실험에서 탄성파의 전달특

성을 분석하는 기술 등이 보고되었다. 탄성파 탐사자료의 역산 연구로는 파선지오토모그래

피와 회절지오토모그래피의 여러 기법을 활용하여 얻은 영상의 질을 비교하고 그 실효성을 

분석하였다. 주향과 경사가 다른 3차원 다층구조에 대한 굴절주시곡선의 기울기와 절점주

시로부터 지층요소들을 직접 해석하는 방법도 제시되었다. 중·자력탐사 분야에서는 은광

산 갱도에서 수행된 지하중력탐사 사례, 급수전개에 의한 비선형 중력역산과 항공자력탐사

자료 해석에 도움이 되는 PC나 워크스테이션 기반의 전산처리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졌

다. 지진에 관한 연구로는 GDSN(Global Distance Seismic Network)에서 관측된 우리나

라 지진의 주파수특성을 제시한 연구와 강지진동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부지응답스펙트럼 

작성을 위한 몇 가지 대안 제시가 있었다.     

  

4) 1993~2002

● 1993∼1997 

물성실험과 물리검층 분야에서는 1990년대부터 시작된 레이다탐사의 레이다파 전파속

도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독일 연방지질자원연구소(BGR)의 측정장비로 국내 암석

에 대해 수십 MHz 대역에서의 상대유전율과 레이다파 전파속도를 제시한 연구와 콘크리

트 기초파일의 건전성 진단을 위한 음파검층 시스템 개발 연구가 보인다. 전기탐사 분야

에서는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법에 대한 전산모형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역산은 지형보정

을 위한 2차원 Occam 역산과 시추공간 비저항 자료에 대하여 영상화라는 이름으로 토모

그래피 알고리듬이 개발된다. 벤토나이트 광상탐사, 기생화산 지대에서의 SP 반응, 해수

침투 지역의 전기비저항이나 IP 반응 등 현장사례도 있었다. 전자탐사 분야에서는 TEM탐

사 자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중전기(sferics) 잡음의 특성 분석과 그 제거가 다루어지고 

MT탐사에 대하여는 정적효과와 지형보정이 시도된다. 단층이나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문

제를 다룬 HLEM 및 VLF 전자탐사 사례연구도 있다. 이즈음 레이다탐사는 독자적 영역

을 구축하여 모형반응을 계산하거나 필터링, 디콘(deconvolution)으로 분해능을 향상시키

는 등 탄성파탐사에서의 전산처리 기법들을 적용하는 연구들이 나타난다. 원격탐사(remote 

sensing) 기술로는 인공신경망 기법을 이용하여 자료의 감독분류 정확도를 향상시키거나 

대기보정이 다루어졌다. 이 기간 동안에 국내에서는 탄성파탐사에 관한 연구활동이 특히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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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게 전개되었다. 우선 장비개발과 현장사례를 보면, 탐사자료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수

종의 음원 개발이 있었으며 PC를 기반으로 하는 6채널 천해저용 탄성파탐사 시스템 개발

과 축소모형 실험시스템의 개발이 있었다. 해상 탄성파탐사에서 gun 배열에 따른 간섭효

과와 불량 건의 효과, 96채널 아날로그 스트리머의 잡음 특성 연구 등 현장 장비운용에 수

반되는 현실적인 문제들도 다루어진다. 탄성파 토모그래피 반복 적용에 의한 천반 안정성

(roof stability) 응용에 대한 미국의 한 가행광산에서의 사례가 소개되었으며 곧 이어 국내 

석탄광에서 갱내 탄성파 토모그래피에 의한 탄층 연속성 조사사례가 발표된다. 자료전산처

리기법에서는 분산에 의한 위상 변형과 도달시간 오차를 보정하기 위한 역 Q-위상 필터링

(inverse Q-phase filtering)및 역 Q-진폭 필터링(inverse Q-amplitude filtering) 기법

이나 예측오차필터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분실된 탄성파 자료(trace)를 내삽하는 기법, 반

사면이 진원과 수진점을 초점으로 하는 타원에 접하는 기하학적인 원리에 기반한 자료처

리 기법 등 각종 자료처리기법이 소개되었으며 특히, 급경사 구조에 유효한 유한차분 구조

보정(migration), 조건 없이 안정성을 갖게 되는 양(explicit)유한차분 심도 구조보정 등 구

조보정에 관한 알고리듬 개발 연구가 많이 있었다. 모형실험으로는 유층구조와 소규모 지

하공동 탐지, 채널파에 의한 탄층 연속성 탐지나 P빔 발생원에 의한 천부 지질구조 규명 등

에 대한 것들이 있다. 전산모형연구에서는 유한차분법(finite difference method)에 의한 

다양한 전산모형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는데 효율적인 파선경로(ray path) 계산, 주파수영

역 모델링에서 가중평균으로 격자수를 줄이는 방법, 고차(high-order)근사로 저속도층 내

에서의 Love 채널파 모델링, 3차원 모델링의 정밀도를 높이는 ADI(Alternating Direction 

Implicit) 유한차분법, 주파수-공간 영역 모델링에서 격자수를 줄여 효율을 높이는 확장된 

25점 평균법, 정확한 매질의 물성변화 표현이 가능한 staggered grid를 이용한 유한차분법 

등이 그것이다. 역산 관련 연구로는 탄성파 구간속도 결정을 위해 Marquardt-Levenberg

의 반복적 감쇠최소자승법에 의한 반사주시 역산, 파선추적(shooting ray tracing)을 이용

한 굴절법 탐사자료 완전파형역산, 유사파형역산(Pseudo Full Waveform Inversion: 반사

주시 역산법과 파형역산법의 절충형), 반복과정 없이 상호상관에 의해 탄성파 반사자료로부

터 지하지질구조를 직접 영상화하는 방법 등이 시도되었다.

● 1998∼2002

이 시절 전기비저항탐사 관련 연구는 역시 모형실험과 수치모형 연구로 대별된다. 수조

모형실험을 통하여 전도체와 부도체가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 시추공들 외곽에 있을 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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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 영향을 관찰한다든가 전극배열들의 변수를 달리할 때 그 분해능을 설명하였다. 수치모

형연구에서는 확장된 Born 근사법, 경계요소법을 이용해 다이크 모형에 대한 2.5차원 수치

모델링 프로그램이 개발되기도 하였다. 전자탐사에서는 sferics에 의한 국지잡음을 예측하

는 인공신경망 원거리기준점 예측필터의 효용성을 보이고 적분방정식법과 수정된 Born 급

수 및 준선형 급수법(quasi-linear series)을 사용한 3차원 전자탐사 모델링 프로그램이 개

발된다. 적분방정식법에 근거한 3차원 모델링을 확장된 Born 근사를 사용하고 역산은 평

활화 제한을 가한 감쇠최소자승법을 사용하는 토모그래피 알고리듬과 MT장의 순차적 하

향연속에 의해 역산 효과를 얻은 방법 등이 개발되었다. 지표 레이다탐사에서는 유전율의 

Cole-Cole 모형 근사나 recursive convolution을 적용하여 주파수 의존성을 고려한 모형

반응을 계산하였고, 3차원 시간영역 유한차분 알고리듬을 사용하여 안테나 방향과 매설물

의 주향에 따른 반응 변화 등을 고찰하였다. 유전자 알고리듬이 적용된 신경망을 이용한 원

격탐사 자료의 감독분류 기법 연구와 심해저 망간단괴 탐사용 예인카메라 영상분석을 통해 

분포양상을 수치화하는 기법 등도 있었다. GPR을 이용하여 터널의 라이닝 두께를 검측하

거나 변성암의 풍화특성을 규명하는 현장사례도 동 시기의 연구 성과였다. 탄성파탐사 분야

에서는 역수직탄성파탐사(inverse VSP)로 화성암의 이방성이 관찰된 현장사례와 주파수-

파수 영역에서 dip 필터를 사용하여 천부 탄성파기록의 그라운드롤을 억제하여 반사신호를 

강조한 사례, 경사진 갱도에서 얻은 탄성파탐사 자료에 반사주시 역산법을 적용하여 폐갱

도를 탐지한 사례, 파선토모그래피의 속도구조를 왜곡시키는 요인들을 제거하여 개선된 토

모그램을 제시한 사례, 지반침하 지역에서 탄성파 굴절법 파선토모그래피를 이용하여 교란

된 지하 속도구조 분포를 제시한 사례, 역시 지반침하 지역에서 3차원 중합단면과 침하량을 

대비하여 침하 양상과 향후 침하 예상지역을 제시한 사례 등 많은 현장 연구사례들이 있었

다. 탄성파 굴절법의 파수영역 정보정에서 푸리에변환을 위해 자료를 등간격으로 분포하도

록 하는 각종 내삽법을 현장자료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비교한 사례도 보인다. 3차원 탄성

파 모형실험장치와 모형실험에 사용할 천공모형을 제작하는 컴퓨터 수치제어장치가 개발되

었으며 충격반향법(Iimpact-Echo)으로 터널 콘크리트 구조물의 안전진단을 위한 모형 및 

현장실험이 있었다. 수치모형연구로는 하이드레이트 층에서의 탄성파 AVO 특성 연구와 시

간영역 가중평균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탄성파 모델링 등이 있다. 3층 구조에 대한 반사법 

탄성파탐사와 굴절법 탄성파탐사의 파동장(편미분파동장)을 구하고 이를 Gauss-Newton 

역산이론으로부터 유도한 영상화연산자(imaging operator)에 적용하여 영상화를 시도한 

연구와 3차원 굴절탄성파탐사의 진폭자료를 이용하는 감쇠 토모그래피 연구도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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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분야는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 파형의 수평성분 지반진동을 이용하여 Amplification 

factor 스펙트럼을 구한 한 사례뿐이며 경상계 지질구조를 해석한 중력탐사 사례와 여러 2

차원 중력 역산법의 장단점을 지하구조 모형으로 비교한 사례가 있다. 그 외의 연구로는 심

해저 망간단괴 분포를 해석하는 지구통계학적 방법들의 비교와 제반 물리탐사에서 GPS 측

위를 이용하는 기술, 그리고 저수지 댐체 누수탐지를 위한 복합적용 사례와 지하매설물, 관

로 등 각종 인공구조물에 대한 비파괴시험법이 물리탐사의 관점에서 정리되기도 하였다.

5) 2003~2011

● 2003∼2007

물성과 물리검층 분야에서는 오랜만에 전기물성 측정의 국내외 기술동향이 문헌조사로 

보고되었다. 지중 열교환기 시스템 설계와 관련하여 암석코어의 열전도도가 산출되고 원위

치 열전도도도 측정된다. 지질모델 시료의 건조 상태와 포화 상태의 무게 차이로 결정된 총

공극률 샘플에 대해 단색고속중성자투과율(mono-energetic fast neutron transmission 

ratio)을 측정하여 공극률을 알아내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다. 수평다층구조에 대한 노

말 전기비저항검층 자료의 역산 알고리듬이 개발되며 단극자들의 진폭 불균형이 다극자 음

파검층(mutipole acoustic logging)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모형으로 조사하였다. 전기탐사 

분야에서는 지열저류층에서의 3차원 SP 수치모형연구가 있었고 다주파수 IP 자료를 이용

하여 Cole-Cole 매개변수를 추정하는 방법이 모색되었다. 전기비저항탐사에서는 PVC 케

이싱공에서도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탐사가 가능한 전극이 현장사례에 성공적으로 사용되

었고 저수지 누수유로 파악을 위하여 제체의 양사면, 2개 측선간 토모그래피를 성공적으로 

시도한 사례들이 있다. 전자탐사 분야는 심부 지질구조 파악을 위하여 MT탐사법이 많이 활

용되면서 이와 관련된 논문들이 게재되었는데 포항에서 2차원과 3차원 역산 결과를 비교

한 사례와 AMT 대역에서는 비교적 가까운 원거리 기준점을 이용하여 처리한 사례, 그리

고 MT탐사 자료에 지진활동과 관련된 ULF 전자기 특성을 밝힌 사례도 있다. 레이다탐사

의 활용범위가 넓어져서 3차원 Kirchhoff 구조보정을 적용하여 석탑 내부구조의 영상화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였으며 광전계센서(optical electric field sensor)를 이용한 레이다시스

템을 개발하고 지뢰탐지 모형실험을 수행한 연구도 보인다. 자력탐사로는 항공자력탐사 자

료를 이용하여 경상분지의 큐리온도 심도와 자력선구조 등을 분석하여 지열자원 개발 가능

지역을 추출한 사례도 있다. 탄성파탐사 분야의 연구로는 천해저용 음원을 포함한 고분해

능 탄성파탐사 시스템과 지반조사를 위한 PC 기반의 3차원 탄성파 자료처리시스템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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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단일채널 해양 탄성파탐사 자료에서 반향파(reverberation)를 제거하는 적응차감

법(adaptive subtraction) 알고리듬을 개발하거나 탄성파 복소분석법을 적용하여 BSR 중

에 가스하이드레이트 부존에 수반되는 BSR 구별을 시도하였다. 구조보정(migration)과 관

련된 연구가 매우 활발하여 시추공간 탄성파탐사 자료에 3차원 Kirchhoff 구조보정을 적용

하거나 VTI(vertical transversely isotropic) 매질에서 P-P 자료에 대한 중합전 심도 구

조보정을 SSF(split-step-Fourier)법을 이용하여 실시한 시도, 그리고 지표 탄성파자료에 

적용되던 구조보정 알고리듬들을 VSP 자료에 적용하는 시도들이 있었다. 유한차분법을 이

용한 시간영역 3차원 모델링에서 자유면 경계조건을 정확히 묘사하는 방법으로 육면체 내

부에 매질의 물성을 정의할 것을 제안하는 논문과 3차원 축소모형실험으로 가스하이드레

이트층의 반사계수를 산출한 예도 있다. 초기치 추정값이 필요 없는 보정형 전파형 역산법

(full-wave inversion)을 콘크리트 구조물 모형에 시도한 사례도 있다. 심부 지하터널에 

대한 시추공 토모그래피나 유실된 방조제의 사석 분포를 SBP(Sub-Bottom Profilers)로 

해석한 현장사례도 보인다. 그 밖에 복합적인 물리탐사법을 적용하여 문화재의 안전을 진단

하거나 광해, 지하오염, 해수침투 등의 영역탐지를 위한 현장사례들이 다수 보인다.   

   

● 2008∼2011

물성실험과 물리검층 연구에서는 수포화 시추코어의 시간 경과에 따른 함수율 변화와 그

에 수반한 전기비저항 변화를 고찰하였으며 glass beads와 점성토 시료에 시멘트, 물의 혼

합물을 주입하기 전·후 전기비저항을 측정함으로써 그라우팅 주입재가 지반의 전기비저항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물성실험을 통하여 전도성 간극수의 함수 정도가 시멘트 시

험편의 전기비저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고 건조로에서 암석시험편을 건조시키며 무게

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밀도와 공극률을 산출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암석코

어의 P, S파 초동주시를 자동으로 연속 발췌할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하여 암석시험편의 함

수율과 온도 변화에 따른 탄성파속도 변화 특성을 분석하였다. 물리검층에서는 지반조사 

및 지하수환경 분야에서의 국내 물리검층 기술에 대한 분석이 있었고 유향·유속검층으로 

해수침투가 발생하는 투수성 파쇄대를 해석한 사례도 있다. 가스하이드레이트 퇴적층에서

의 물리검층 자료로부터 공극률과 포화율을 산출하고 암석코어를 이용한 측정 결과와 상응

함을 보였으며 오일샌드 저류층의 물리검층과 코어 물성의 상관성으로부터 코어 미회수 구

간의 주요 물성들을 추정하기도 하였다. 전자기유도검층과 이중지향검층(dual-laterolog)

의 수치모형과 이방성 매질에 대한 단극자 및 쌍극자 송신원의 전파형 음파검층에 대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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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모형 연구도 있었다. 석회암지역에서 다양한 물리검층을 수행하고 석회암 공동의 분포와 

지하수 유동 통로를 해석한 사례 연구도 있다. 전기비저항탐사 분야의 연구로는 잡음 수준

에 따라서 서로 다른 가중치를 부여하고 역산을 수행하면 효과적임을 보인 바 있다. 전자탐

사 분야에서는 확장 Born 근사법을 2.5차원 소형루프 전자탐사 모델링 알고리듬으로 사용

하는 시간경과 역산 알고리듬이 개발되었으며 전력선 잡음이 포함된 시간영역 전자탐사 자

료에 RNPF(Remote Noise Prediction Filter)를 적용하여 이상대를 효과적으로 부각시킨 

사례가 있다. 원거리 기준점 MT/AMT 탐사 자료를 2차원 역산하여 제주도의 심부 지질구

조를 해석한 사례와 3차원 MT 탐사자료에서 바다효과를 보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역산을 

통해 그 효과를 확인하였다. 준설 해사로 성토된 제체에서 수행한 소형루프 전자탐사의 1차

원 역산 결과가 시료의 전기비저항과 상관성이 있어서 제체 안정성을 진단하는데 소형루프 

전자탐사를 사용할 수 있음을 보였으나 방조제 해수 유입에 취약한 구간을 파악하기 위해서

는 저주파대역이 필요함도 강조되었다. 해저 CSEM(Controlled Source Electromagnetic)

으로 가스하이드레이트 탐사 설계변수 확보를 위한 수치모형연구도 있었다. 건설현장에서

의 불발탄 발견을 계기로 고주파 차폐형 안테나를 이용한 레이다탐사 현장적용이 수행되

었고, 다중분광 원격탐사 영상 중에 ASTER(Advanced Spaceborne Thermal Emission 

and Reflection Radiometer) 영상의 분광학적 특성을 이용하여 노화도의 열수변질 점토

광물 분포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탄성파탐사 분야에서는 능동적 해저면 탄성파탐사(active 

ocean-bottom seismic survey) 기술동향을 분석하였고, 전세계 하이드레이트 부존지역 

자료들을 조사하여 해저모방반사면(BSR)과 관련된 하이드레이트 부존 형태를 분류하였다. 

이방성 균열저류층 지질모델에 대하여 축소모형실험을 수행하고 반사주시의 특성과 진폭

변화를 분석하였다. 수치모형연구로는 Higdon(1991)의 흡수경계조건을 사용하고 시간영역 

변위근사 셀기반 유한차분법을 이방성 매질에 적용한 연구가 있다. 몬테카를로 방법을 이

용한 자동 속도분석 알고리듬과 수진기에 기록된 모든 탄성파 이벤트를 이용할 수 있는 탄

성파 간섭이론(seismic interferometry)을 이용하여 음원파형을 구하는 알고리듬이 개발되

었고 후속으로 가상음원 자료를 이용하여 지층구조를 영상화하였다. MPI_LAM(Message-

Passing-Interface_Local-Area-Multicomputers)으로 병렬 코드화 된 SSF(Split-

Step-Fourier)를 이용하여 실 탐사자료에 대해 중합 전 심도 구조보정을 하여 좋은 결과를 

얻은 사례가 있으며, 공통방위각 구조보정 이론에 기초한 3차원 중합 전 심도 구조보정 알

고리듬을 구현하고 합성자료와 현장자료로 적용성을 확인하였으며, 횡적등방성 매질에서 

가상음원과 역전파 파동장과의 내적으로 구조보정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임도 보인 바 있

다. 주파수영역에서 감쇠 최소자승법을 이용하여 지하의 속도모델을 효과적으로 찾아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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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산 알고리듬을 구현하였고, L2-norm과 L1-norm을 적용한 일반적인 목적함수를 사용

한 파형역산과 로그 목적함수를 사용한 파형역산의 정확성과 안정성을 비교한 연구도 있다. 

흑산분지 배사구조를 대상으로 AVO 분석(Amplitude versus Offset Analysis)을 통해 천

연가스층 이상을 확인하였으며 양산 충적층 지역에서 S파 음원으로 반사법 탐사를 수행하

고 시추조사와 잘 부합하는 결과를 얻었으며 한반도 남동부 해역에서 취득한 OBS(Ocean-

bottom Seismometer)를 이용하여 굴절파 및 광각 반사파 모델링과 주시역산으로 심부 2

차원 속도 및 층서모델을 제작한 바도 있다. 원유 회수증진을 위한 모니터링에 활용하기 위

하여 지진분야에서 사용되는 Simulps 14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microseismic 신호의 위치

를 찾는 시도가 있었다. 그 밖에 연구로 시추공에서 확보한 암반등급(RMR) 값을 이용하여 

통계학적 시뮬레이션으로 격자점의 추정값을 확보하고 공간적 분포를 준수하면서 물리탐사 

자료와의 상관성이 최대인 결과를 얻는 지구통계학적 암반등급 역산이 시도되었으며 전세

계 우라늄 광상의 유형과 탐사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광상 유형별로 물리탐사를 어떻게 수행

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기도 하였다.

나. 세계 동향 

물리탐사 분야의 세계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분류가 선행되어야 한다. 분

류 방법에는 각종 물리탐사법의 이론적 학문체계에 따른 분류, 활용 또는 적용 분야에 따른 

분류, 관심 자료를 취득하는 위치(항공, 육상, 시추공 및 지하, 해상 등)에 따른 분류, 이론

전개부터 자료취득, 자료처리… 해석까지 일련의 탐사작업을 이루는 순차적 단계에 따른 분

류 등 너무도 다양한 관점이 있어서 극히 제한된 시간과 지면으로 물리탐사 분야의 세계 동

향을 진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연구 활동이나 게재 논문의 빈도라는 1차원

적 관점에서 물리탐사 분야에서의 세계적인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들을 분류하면, “사례 

연구, 시추공 물리탐사(물리검층 포함)와 암석 물성, 전기 및 전자탐사법, 레이다 탐사법, 

중력탐사법, 자력탐사법, 탄성파 자료취득, 탄성파 역산, 탄성파 구조보정, 탄성파 간섭이

론, 탄성파 모델링과 전파(propagation), 신호처리(Signal Processing), AVO(Amplitude 

Variation with Offset), Poroelasticity, Seismic Attributes와 패턴인식, Passive 

Seismic Method, 탄성파 속도/Statics, Tutorials and Expository discussions (review), 

저류암 물리탐사, 엔지니어링 및 환경 물리탐사”등으로 분류된다. 최근의 동향을 보면 역시 

석유산업과 관련하여 범 탄성파탐사법으로 분류되는 연구가 가장 활발하고 그 다음은 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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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탐사에 많이 사용되는 전기 및 전자탐사 연구, 그리고 각종 현장 적용사례 연구, 시추

공 물리탐사와 물성연구의 순으로 활발하다. 범 탄성파탐사 연구를 세분하여 보면 구조보정

(Migration) 분야가 전통적으로 활발하며 탄성파 모델링과 탄성파 역산이 뒤를 따르고 있

다. 전 세계의 연구자들이 기여하는 이 분야 다국적 학술지의 특징을 요약하면 산·학·연

의 종사자들이 균형 있게 기여하고 있고, 역사가 깊고 학문적 전통이 계승되는 연구팀에 의

해 학문과 기술이 선도되며, 기초에서부터 시장 활용까지 다양하고 광범위한 내용들을 접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다. 결 론 

세계적인 동향을 우리 ‘한국자원공학회지’와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여하간 양과 

질 뿐 아니라 내용의 다양성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열거한 세계 유수 학회지의 특징들을 본받아야 하며 국내의 학문

적 풍토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특정 세부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연구팀

이 많이 육성되어야 하고 그 연구팀의 리더는 글로벌 플레이어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에

너지·자원 뿐 아니라 엔지니어링과 환경 분야에서 물리탐사 관련 창업이 활발해야 하고 기

술 우위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해야 한다. 또한 시장의 확대를 위하여 물리탐

사가 활용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을 부단히 개척해야 하며 창의력을 바탕으로 학문간 융합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 세계의 산·학·연 종사자들의 우수한 기술적, 학문적 성과가 

한국자원공학회를 통하여 소개될 수 있도록 학회와 학회지를 세계화해 나가야 한다. 

(이상규)

※ 이 절에서는 가급적 저자가 사용한 용어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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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발공학 분야

우리나라 자원개발공학의 변천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우선 광업 분야의 국내 최초 학술

회지인 대한광산학회지에 개재된 논문을 위주로 살펴보았다. 1964년의 제1권에는 상동광

산 채광실수율, 함태탄광의 longwall mining, 강원탄광의 shaft sinking에 관한 논문이 

발표되었다. 1960년대에는 가행광산의 채탄/채광법 개선을 위한 연구논문이 주종을 이루

고 있었고 김종석 교수님, 홍준기 교수님, 김동기 교수님, 정영식 교수님의 성함을 자주 만

나게 된다. 이 시기 발표된 논문 중 특히 시선을 끄는 논문은 김재극 교수님, 허진 박사님의 

ANFO, slurry 등 당시 새롭게 개발된 산업용 화약의 소개와 burn cut, smooth blasting, 

시가지 발파 등 새로운 제어발파 기술에 관한 논문들이다. 이는 1970년대 발파공학이란 신

학문을 태동케 하는 기초가 되었다. 

1970년부터는 심부 채탄/채광과 관련하여 다양한 암석역학적 문제가 연구되면서 관련 

논문들이 발표되기 시작했다. 예로 사암과 이방성 암석의 파괴강도, 함태탄광과 강원탄광 

지역에 분포하는 암석의 물리적 성질에 관한 김재극 교수님의 논문이 그 시작이며 김두영 

교수님, 이정인 교수님, 이희근 교수님을 중심으로 다양한 암석역학 연구논문들이 1980년

대 초까지 왕성하게 발표되었다. 이 시기 약 10년간 광산 위주의 개발공학과 병행하여 암석

역학이란 새로운 학문분야가 형성되고 있었고 그 중심에 서울대학교 암석역학연구실이 있

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희근 교수님의 암석과 불연속 암반의 강도 및 변형에 관한 탄소성 

이론과 수치해석적 연구가 꽃을 피운 전성기가 이 때였고, 동시에 이정인 교수님의 함탄층 

암석의 역학적 거동특성, 암반 초기응력 계측, 발파진동, 암석의 AE현상 등 현장 위주의 다

양한 응용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두 분의 연구업적과 활동에 힘입어 

당시 새로운 학문분야인 암석역학이 처음 한국에 소개되었고, 1981년에는 국제암반역학회

(ISRM: International Society for Rock Mechanics)의 한국위원회가 탄생되었다. 

가행중인 광산의 채광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광해, 특히 지반침하와 갱내출수 문제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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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대두된 것은 60년대 후반 김동기 교수님의 영월탄광 지표함락과 은성탄광 갱내출수 

및 지표침하에 관한 논문에서 시작되었다. 계속해서 70년대 초반 홍준기 교수님, 김재극 교

수님, 현병구 교수님, 정병일 사장님에 의해 봉명광산 갱내출수와 지수에 관한 연구가 수행

되었고 김종석 교수님 또한 채굴적 함락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80년대에 들어와 광해

에 관한 구체적인 실험연구가 수행되기 시작했고 이희근 교수님의 지반침하 모형실험 및 수

치해석적 연구가 그 대표적 논문이다. 이후 광해에 관한 연구는 자취를 감추어, 2006년에 

이르러 광해방지사업단이 발족되고 광해문제를 전담하는 국가 전문기관으로서 본격적인 광

해방지/광해관리 사업을 수행하기까지 근 20년 동안 광해문제는 이 사회와 학계의 관심에

서 멀어져 있었다.

1980년대 중·후반부터 우리나라는 심한 사회적 변혁을 겪게 되었고 특히 국가경제의 

고속발전과 국민소득의 증가, 연탄에서 가스로의 연료 전환 등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를 가속

화시켰다. 1987년 4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발족으로 인해 국내 광업은 드디어 그 마지

막 정리단계에 진입하였다. 이로 인해 광산 위주의 기존 개발공학 분야 학술활동은 급격히 

위축되었고 동시에 새로운 산업분야를 찾아 활로를 모색코자 하는 자원공학과의 생존투쟁

이 시작되었다. 80년대를 지나면서 국가산업 및 사회간접자본(SOC)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계획에 의해 서울 등 대도시에는 지하철 건설, 전 국토에는 주요 고속도로망 

건설과 지방도로망 확충, 기존 철도의 고속전철화 사업과 경부고속철도 사업, 대규모 지하 

유류비축시설 건설과 지하양수발전소의 건설, 원자력발전소 건설 등 실로 막대한 재원을 투

입하는 전국 규모의 대사업들이 지하 암반을 대상으로 일어났다. 자연히 대규모 지하 암반

굴착 사업이 전국적으로 붐을 이루며 일어났다. 암반공학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발생함

으로써 광산 위주의 개발공학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암반공학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각종 지하시설을 건설하던 이 시기에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연구 방향

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암반의 초기응력(in-situ stress)의 중요성을 인지한 연구

가 자원공학 내 암반공학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다. 암석역학이 기계공학이나 토목·건

축공학 등에서 다루는 역학과 본질적으로 차별화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초기응력이기에 이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초기응력 계측 및 해석에 관한 

연구는 1978년 김건수 박사님의 수압파쇄방법에 의한 응력측정의 암석역학 응용연구에서 

시작되었다. 1980년에 임한욱 교수님과 이정인 교수님에 의해 USBM overcor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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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한 초기응력 계측 연구가 수행되었고 1984년 이희근 교수님의 수압파쇄에 의한 3차

원 암반응력 측정법 연구, 이희근 교수님과 신중호 박사 및 공저자들에 의한 수압파쇄법 및 

수압파쇄기구에 관한 연구(제1보~4보) 등이 계속되었다. 한편 국내 주요 탄전지역의 초기 

지압에 관한 연구는 1988년에 이르러 송원경 박사와 권광수 박사님에 의해 수행되었다.

두 번째로 주목할 만한 연구방향의 새로운 변화는 암반의 불연속성과 이방성을 고려한 

탄소성 변형 및 파괴에 관한 이론적 수치해석적 연구가 폭발적으로 광범위하게 수행되었다

는 점이다. 그 대표적인 예는 양형식 교수와 이희근 교수님의 불균일 암석강도 특성에 관한 

탄소성 해석 연구(제1보~2보), 김기주 교수님과 이희근 교수님의 불연속 암반의 전단강도 

및 변형거동 연구, 윤용균 교수와 신중호 박사의 불연속 암반내 공동의 변형거동 연구, 문

현구 교수의 불연속 암반의 역학적 특성 연구, 이상필 박사와 이정인 교수님의 불연속 암반

내 공동의 응력/변형거동에 관한 수치해석 등 수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70년대까지 광산에만 적용되어 오던 암석역학과 암반공학이 80년대를 지나면서 지하건

설 분야에 광범위하게 응용되었다. 1986년 이후에는 다양한 수치해석적 기법들이 암석역

학과 암반공학 분야에 도입되었다. 그 결과 경계요소법(BEM), 유한요소법(FEM), 개별요

소법(DEM), 유한차분법(FDM), 변위불연속법(DDM) 등을 활용한 수치해석적 암석역학과 

암반공학의 전성기가 왔다. 특히 지하철, 터널, 캐번, 지하공간, 사면 등 암반구조물의 설

계 및 시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때부터 국내 암반공학 분야에서는 불연속 암반에 대

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이 시기에는 2차원 응력해석을 넘어선 3차원 수치

해석에 의한 설계가 가능해졌고 암반과 지하유체의 복합거동, 암반의 열-유체-역학(THM) 

연결거동에 대한 연구와 인공신경망 기법의 적용도 시도되었다.    

지하공간에 관한 연구 중 유류저장시설에 관한 연구는 1995년 장근무 박사와 이정인 교

수님에 의해 지하 원유저장공동의 거동에 관한 연구가 최초로 발표된 후 2003년 김호영 박

사에 의해 동굴식 지하저장 pilot project 기술보고, 석유류 지하저장 시설의 현황과 전망 

등이 보고되었고 이후 최영태 박사와 이대혁 박사에 의해 대규모 지하 유류비축기지 안정

성 평가사례가 보고되었다. 한편 가스의 경우 지하 LPG비축기지의 기밀성 평가 및 해석이 

나승훈 박사와 이상필 박사에 의해 발표되었고 LNG 저장공동 주변암석의 냉열파괴 거동에 

대한 암석역학적 연구가 박의섭 박사와 정소걸 박사에 의해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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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석의 파괴인성과 균열전파에 관한 rock fracture mechanics 연구는 1980년대 후반에

서 90년대 중반까지 김재동 교수, 이정인 교수님 및 공저자들에 의해 인장응력하에서의 암

석 파괴인성 측정과 파괴거동 연구, 전단응력하에서의 암석의 파괴인성, 파괴인성의 형상 

및 치수(크기)효과에 관한 연구 등이 수행되었다. 2000년 이후에는 고태영 박사와 공저자

들에 의해 재하속도가 파괴인성에 미치는 영향, 이중 비틀림시험시 균열성장지수에 관한 연

구가 수행되었고 최성웅 교수의 균열전파에 관한 수치해석적 비교 연구로 발전하였다.

암반내 지하수 유동과 암반거동 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로는 1994년 이대혁 박사와 

이희근 교수님에 의한 연속체 지반내 공동굴착에 따른 지하수 유동에 관한 수치해석적 연구

로부터 시작된 후 2005년까지 문현구 교수와 고태영 박사, 이승도 박사 및 공저자들에 의해 

절리암반에서의 용질이동에 관한 수치해석적 연구, 3차원 절리망에서의 지하수 유동 연구, 

절리망 모델링에 의한 절리암반의 수리-역학적 거동 연구, 지하공동 주변에서의 지반주입

의 차수효과 연구 등이 수행되었다. 한편 암반구조물의 3차원 응력해석은 1991년 문현구 교

수와 김창용 박사의 지하양수발전소 설계를 위한 3차원 응력해석, 3차원 절리암반의 강도특

성에 관한 이론적 수치해석적 연구, 불연속 암반의 3차원 이방성 변형특성에 관한 연구 등이 

있었고 최근에는 3차원 지하공동 굴착 및 지보에 따른 응력경로의 연구로 발전하였다. 

1970년대까지 주로 광산개발 및 지하채광을 위해 사용되던 화약학과 발파공학은 류창하 

박사와 이정인 교수님의 석회석 노천채광 발파로 인한 지반진동에 관한 연구를 전환점으로 

하여 80년대부터 노천 채석장 발파 및 터널발파에 의한 지반진동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김웅수 교수님의 표준발파설계에 관한 연구, 이경운 박사님과 김민규 박사의 서울 

도심지 발파에서의 발파진동 연구에 이어 90년대에는 양형식 교수의 노천발파 진동특성과 

입지상수 결정에 관한 연구, 이정인 교수님과 공저자에 의한 발파진동속도 및 주파수를 고

려한 허용 발파진동기준에 관한 연구, 주재성 박사의 근접발파 및 건설기계진동에 의한 건

물의 진동응답 연구 등으로 발전하였다. 1994년 11월 서울 정도 600년을 맞이하여 남산 제

모습찾기 운동의 일환으로 남산외인아파트를 철거하면서 발파해체공법이 매스컴을 타고 국

민에게 소개되면서 발파공학은 또 다른 발전의 전기를 맞이하였다. 

개발공학 중 광산통기 분야는 1975년 서정희 교수님의 심부 탄전 갱도통기 시스템 해석

을 시작으로 정영식 교수의 갱내 온도하강을 위한 연구, 1984년 장성광업소 심부개발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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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통기 기술 해설과 삼척탄좌 통기망 해석에 관한 연구, 권숙문 교수님과 윤정한 교수님의 

심부개발 탄광의 통기망 해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강창희 책임연구원의 갱내 소요통기량 

평가 및 갱도마찰계수에 관한 연구, 이상권 박사와 김임호 박사 및 공저자에 의한 모형갱도

를 이용한 통기저항과 풍속에 관한 연구 등으로 발전하였다. 

1988년 이후에는 김복윤 박사와 공저자에 의해 갱내 통기망 해석프로그램 연구, 분진억

제를 위한 수적경 연구가 있었고, 이창우 교수의 부유탄진 입도분석, 통기망 분석 및 분진 

농도분포 분석, 갱내 디젤차량 배기물질 확산 모델링 연구, 이상권 박사의 석회석 광산 갱

내통기 개선에 관한 연구, 김윤광 박사의 장성 환기시스템 개선 및 화순광업소 통기운용에 

관한 연구 등이 진행되었다. 이후 이창우 교수와 공저자들에 의해 차량터널 환기시스템 시

뮬레이션 모델 개발, 터널 환기시스템 효용 제고를 위한 사갱 환기효과 연구 등 대도시 지

하철과 장대터널의 통기문제와 화재 시 재난예측 및 방재대책 연구 등으로 발전하였다.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에 관한 연구는 1996년 윤치호 박사와 권광수 박사님에 의해 심해

저 망간단괴 양광시스템 유동특성 연구가 처음으로 수행되었고 이후 윤치호 박사, 김인기 

박사, 박용찬 박사 및 공저자들에 의해 양광 효율성 개선을 위한 연구, 양광시스템의 비정

상 유동모델 해석 등이 꾸준히 수행되어 왔으며 2010년에는 드디어 한국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근해역 통합 채광시험 연구, 2011년엔 심해저 광물자원 양광시스템 모니터링 

방안에 관한 연구 등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채광법에 관한 기술개발과 연구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1964년에 함태탄광 

고목지구 장벽식 채탄법에 대한 기술보고로 시작하여 이후 top slicing 채탄법, sublevel 

caving법, 상동광산 채광법, 은성광업소 채탄법, 양양광업소 채광법, 글로리홀 채굴법, 계

단식 채굴법 등이 소개되었다. 1970년대 후반에 김재극 교수님, 조동성 교수님, 성낙진 소

암컨설턴트 고문 등에 의해 채탄 기계화 및 석탄광 심부화의 문제가 학계에 대두되었다. 

1982년 광산학회지 19권 제1호(특집호)를 시작으로 이후 2년 동안 재래식 채탄법을 탈피하

여 기계화 채탄법으로 전환코자 하는 다양한 활동이 보고되었다. 예를 들면 장성광업소의 

신채탄법 추진, 도계광업소의 top slicing 현황 및 성과분석, 화순광업소의 top slicing 추

진, 삼척탄좌 sublevel caving 채탄법 기계화와 경제성 분석, 문경탄광 후층 채탄법, 석회

석 광산 노천채굴법, 경동탄광 굴진 고속화 등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다. 



158  · · The Korean Society of Mineral and Energy Resources Engineers 50th Anniversary

1984년 이후 대략 20년이란 오랜 세월 동안 광산개발과 채광에 관한 연구는 거의 사라졌

다. 이 긴 시간적 공백을 건너 2005년 드디어 채광설계에 관한 첫 번째 연구논문이 발표되

었다. 선우춘 박사와 정용복 박사의 하장광산 갱내채광을 위한 채광설계 및 안정성 연구가 

바로 그 첫 논문이다. 이후 해외 광산을 대상으로 개발공학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 대표적

인 연구로는 선우춘 박사, 박형동 교수, 류창하 박사, 최병희 박사, 정용복 박사 및 공저자

들에 의해 수행된 대규모 해외 노천광산(Pasir 탄광)의 배수설계 최적화 연구, 덤프트럭 운

반 효율성 향상 연구, 채광장 바닥발파 설계 연구, 급경사 석탄층 채탄사면 최적화 연구 등

을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내 부존 자원개발을 위한 활동도 재개되었다. 국내 휴·폐광산

의 재개발을 위한 연구는 최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자원환경연구본부와 광물자원연구본

부의 연구진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2011년 정용복 박사와 공저자들에 의해 수행된 기존광

산 재개발을 위한 안정해석과 무지보 채광규격 제안이 국내광산 재개발 연구의 신호탄 역할

을 하고 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며 국제적으로 에너지와 광물자원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해외자원

개발을 위한 노력이 국가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며 국내 휴·폐광산에 대한 재평가와 재개

발을 위한 노력 또한 급속히 증대되고 있다. 이미 재개발에 성공한 광산도 있으며 재개발

을 준비하고 있는 광산도 있다. 따라서 개발공학은 과거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개발공학

이 아니라 이제는 국제적 수준으로 선진화된 우리나라의 암석역학과 암반공학에 기초한 개

발공학으로서 국내외 자원개발에 다시 활용되는 시기가 온 것이다. 개발공학은 다시 지하자

원 개발을 위한 학문과 기술로 부활하게 되었다. 앞으로의 개발공학은 그동안 발전을 거듭

해온 최신의 채광장비, 지보장비, 운송장비, 통기장비들을 동원할 수 있으며 고도로 정보화

된 전산 채광설계 기법과 첨단 수치해석 기법들을 활용하여 주어진 조건과 환경 속에서 최

적의 채광을 가능케 할 것이다.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광산개발의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

다. (문현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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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원처리 및 활용 분야

가. 지구시스템공학회지의 자원처리 및 활용 분야

1) 게재 현황 

국문학회지는 1964년 제1권 제1호부터 광산학회지, 1989년의 제26권 제4호부터 자원공

학회지, 2002년의 제40권 제1호부터는 지구시스템공학회지로 발간되어 왔다. 1964년 제1

권 제1호부터 2011년 제48권 제4호까지 당 학회지에 게재된 총 발표건수는 2,221건으로 그 

중 자원처리 및 활용 분야는 1/4 이상인 26.74%로 594건이다.

3차례의 학회지 명칭이 바뀐 기간에 게재된 자원처리 및 활용 분야의 건수는 표 1과 같이 

광산학회지에는 약 16년간에 걸쳐 245건으로 전체의 41%정도이고 자원공학회지에는 약 14

년간에 207건(34.85%), 그리고 지구시스템공학회지에는 약 10년에 142건으로 24%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매년 대략 15건의 논문, 총설 등이 게재된 것이다.

연대별로 자원처리 및 활용 분야의 게재건수를 보면 표 2와 같이 1960년대에는 19명의 

18건 게재에 지나지 않았으나 그 후 게재건수와 발표자수가 증가하여 1990년대와 2000년

대에는 150건 이상을 200명 이상이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자원처리 및 활용 분야의 발표

건수와 발표자수가 1990년대 이후로 크게 증가하고 있어 대학, 연구소 및 기업체에서의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표 1. 지구시스템공학회지의 변천과 자원처리 및 활용 분야의 게재건수 및 분포율

학회명 권호 연도 발표건수 분포율(%)

광산학회 제01권 제1호-제26권 제3호 1964~1989 245 41.25 

자원공학회 제26권 제4호-제39권 제6호 1989~2002 207 34.85 

지구시스템공학회 제40권 제1호-제48권 제4호 2002~현재 142 23.91 

계 제01권 제1호-제48권 제4호 　 594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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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지구시스템공학회지의 자원처리 및 활용 분야의 연대별 게재건수 및 발표자 수

연대별
게재건 발표자

게재건수 분포율(%) 연구자수 분포율(%)

1960~1969 18 3.03 19 2.42

1970~1979 82 13.95 98 12.48

1980~1989 148 25.04 156 19.87

1990~1999 165 27.56 218 27.77

2000~2009 156 26.22 214 27.26

2010~2011 25 4.20 80 10.19

총 계    594     100.00    785      100.00

표 3. 지구시스템공학회지의 자원처리 및 활용 분야 게재건수와 발표자 

발표건수 1~5 6~10 11~15 16~20 21~25 26~30 31~35 36~40 41~45 46~50 계

발표자수 527 36 20 8 1 3 2 2 1 600

2) 발표자와 게재건수

국문학회지의 자원처리 및 활용 분야에 게재한 발표자수는 총 600명에 이르고 그중에서 

527명(약88%)이 1~5건을 게재하였으며 36명이 6~10건을, 20명이 11~15건을 그리고 21

건 이상을 게재한 발표자는 9명에 이른다(표 3).

게재건수가 20건 이상인 발표자는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10명이며, 발표자 면면을 보

면 연세대 금속공학과의 오재현 교수가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한국과학기술

연구원의 연구팀인 이동휘, 오종기, 김성규 및 이화영 박사가 32~45건이었다. 그 다음으로 

42건을 발표한 이는 전남대 자원공학과 신방섭 교수이고, 한양대 자원공학과 황기엽 교수

가 35건이었다. 특히 국내의 국책연구소에서 유일하게 자원관련 공정기술개발 연구를 담당

하고 있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이재천 박사와 김준수 박사가 각각 32건 및 21건을 발표

하였고 한양대 금속공학과 이원해 교수가 20건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20건 이상을 게재

한 기관은 연세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남대, 한양대 그리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으로 5

개에 불과하다.

게재건수가 20건 이상인 발표자들 중 정년한 발표자가 오재현 교수를 비롯하여 7명에 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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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되고, 현직은 이재천 박사와 김준수 박사, 이화영 박사의 3명뿐이다. 따라서 이들이 발표

한 시기는 대부분 20세기와 2000년대이다.

또한 발표건수가 10~19건인 발표자 수는 표 5에 보인 바와 같이 31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 중에서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연구원이 14명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

에는 한양대, 충남대, 광물자원공사, 조선대, 인하대, 세명대, 광운대, 석공, 전북대, 강원

대, 서울대, 수원대 등 12개 기관에 지나지 않으나 최근 에너지자원 특성화 대학의 지원으

로 신진 교수와 연구원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상으로 자원처리 및 활용 분야로 게재된 현황을 살펴보면 몇몇 기관의 연구자들로 편중

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정부의 인력양성 및 연구 특성화 지원프로그램으로 인하여 자원분야 

대학들에서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의 발전이 기대된다.

3) 세부기술별 게재현황

표 6은 당 학회지에 게재된 자원처리 및 활용 분야의 세부기술별, 연대별 게재현황을 보

인 것이다. 이 표에서 보면 25개 분야에 594건이 게재되었으며 그 중 습식제련 분야가 152

건으로 1/4이상인 26%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자원활용과 부선이 각각 84건과 81건

으로 대략 14%씩 차지하고 있다. 40건 내외의 게재건수를 보이는 세부기술 분야는 건식제

표 4. 지구시스템공학회지 자원처리 및 활용 분야에서 20건 이상 게재한 발표자의 시대별 게재 현황

연구자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계

오재현 4 15 24 5 　 　 48

오종기 　 3 10 24 8 　 45

신방섭 1 8 17 16 　 　 42

김성규 　 　 2 26 11 　 39

이화영 　 　 4 22 11 　 37

황기엽 2 9 20 4 　 　 35

이동휘 2 11 14 5 　 　 32

이재천 　 1 5 2 20 4 32

김준수 　 　 7 5 8 1 21

이원해 　 6 10 4 　 　 20

발표자수 4 7 10 10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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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지구시스템공학회지 자원처리 및 활용 분야의 10건 이상 20건 미만 게재한 발표자의 시대별 게재현황

연구자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계

박경호 　 1 6 7 4 1 19

박재구 　 　 　 8 8 3 19

전호석 　 　 　 5 11 3 19

조만형 　 4 11 3 　 　 18

원창환 　 2 6 9 　 　 17

최경수 　 　 13 4 　 　 17

한오형 　 　 4 5 6 2 17

손병찬 3 6 3 3 　 　 15

윤호성 　 　 　 5 9 1 15

정문영 　 　 4 2 9 　 15

조동성 2 6 6 1 　 　 15

한 춘 　 　 1 6 7 1 15

김성돈 　 　 1 5 8 　 14

안재휴 4 5 3 2 　 　 14

윤평란 　 　 3 5 6 　 14

정수복 　 　 　 3 10 1 14

정진기 　 　 　 　 12 2 14

채영배 　 　 　 5 9 　 14

신희영 　 　 　 1 9 2 12

유경근 　 　 　 1 9 2 12

이재장 　 2 3 4 3 　 12

조희찬 　 　 　 1 9 2 12

김병곤 　 　 　 2 6 3 11

김병수 　 　 　 　 10 1 11

박찬훈 2 2 　 7 　 　 11

손정수 　 　 　 3 8 　 11

손헌준 　 　 6 5 　 　 11

고인용 1 9 　 　 　 　 10

안지환 　 　 　 　 8 2 10

정헌생 　 　 　 5 5 　 10

최우진 　 　 　 10 　 　 10

발표자수 5 9 14 27 21 14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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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40건), 자원재활용(36건) 그리고 표면화학(38건) 분야들이다. 또한 30건 내외가 게재된 

세부기술 분야는 분쇄(27건)와 선탄(31건)이고, 20건 내외인 분야는 선광(22건)과 폐수처리

(18건)이며 10건 내외는 비중선별(8건), 정전선별(8건), 탈수(11건) 등이다.

표 6. 지구시스템공학회지 자원처리 및 활용 분야의 기술별, 연도별 게재현황

　                   연대

   기술분야　

연 대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계

건식선별 　 　 　 2 2 　 4

건식제련 1 5 18 10 4 2 40

물리적선별 　 　 1 1 3 　 5

부선 6 33 22 9 9 2 81

분석 1 　 　 2 1 　 4

분쇄 　 　 1 9 14 3 27

비중선별 　 　 3 2 3 　 8

석탄 　 2 1 　 　 　 3

선광 3 6 3 9 1 　 22

선탄 2 4 12 10 2 1 31

습식제련 　 19 43 50 36 4 152

자력선별 　 　 2 3 　 　 5

자원소재 　 　 　 1 1 　 2

자원활용 4 4 12 33 28 3 84

자원재활용 　 2 1 4 21 8 36

정전선별 　 　 　 　 8 　 8

정제 1 2 2 　 　 　 5

제련기술 　 　 　 　 2 　 2

탈수 　 1 7 1 1 1 11

토양복원 　 　 　 1 　 　 1

파쇄 　 　 　 1 　 　 1

폐기물처리 　 　 　 　 4 1 5

폐수처리 　 3 5 6 4 　 18

표면화학 　 1 16 10 11 　 38

환경처리 　 　 　 　 1 　 1

계 18 82 149 164 156 25 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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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세부기술 분야의 게재현황을 시대별로 살펴보면 가장 게재건수가 많은 습식제련은 

197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지속적으로 많이 발표되고 있으며, 표 7에서 보인 바와 같

이 습식제련은 침출공정 기술개발 관련 연구가 64건으로 42%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

로 수용액에서 유기상을 이용한 분리공정인 용매추출과 관련된 게재가 약 30%인 45건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침출 및 용매추출공정과 관련된 발표건수가 많은 것은 저품위 자원

의 처리와 고순도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고순도화공정

으로 이온교환수지를 사용하는 연구와 친환경공정인 미생물을 이용한 침출공정 연구가 각

각 8건과 7건으로 게재되었고, 습식제련 공정의 마무리 조업공정인 금속회수공정 연구가 

16건으로 10%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특히 자원처리 분야의 주공정인 선별공정이 분쇄(27건), 건식선별(4건), 물리적선별(5

건), 비중선별(8건), 자력선별(5건), 정전선별(8건), 부선(81건), 탈수(11건), 석탄관련 연구

(56건) 등으로 205건이 게재되어 전체의 35%를 차지함으로써 습식제련 분야보다도 많이 

게재되었다. 이들의 공정은 1960년대부터 꾸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플라스틱 

분리를 위한 정전선별 연구가 활발하였고, 분쇄공정연구에서는 나노화합물제조 및 선별공

정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적정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외에 2차자원(도시광산)의 처리 및 활용에 대한 자원재활용 연구가 21세기에 들어서

면서부터 활발하게 이루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원활용 분야는 1차 및 2차자원을 

직접 제품화하는 분야로 1980년부터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져서 84건의 게재로 약 15%에 

이르고 있다.

표 7. 지구시스템공학지 자원처리 및 활용 분야의 습식제련  분야 세부기술별 게재현황

습식제련 발표건수 구성비,%

침출 64 42.11 

용매추출 45 29.61 

금속회수 16 10.53 

이온교환 8 5.26 

생화학침출 7 4.61 

기타 12 7.89 

계 152 100.00 

5.

자원처리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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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지구시스템공학지에 게재된 자원처리 및 활용 분야의 연구 

동향은 20세기에는 전통적인 선광분야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고,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자원의 활용과 고순도화로 소재의 고급화를 도모하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나. Geosystem Engineering의 자원처리 및 활용 분야

1998년부터 계간으로 발간되기 시작한 영문학회지는 지구시스템공학회, 암반공학회, 물

리탐사학회 그리고 자원리싸이클링학회의 4개 학회가 공동으로 발간하여 왔으나 최근에 물

리탐사학회가 탈퇴하여 3개 학회가 공동 발간하고 있다. 

본 영문학회지의 14년간 자원처리 및 활용 분야의 게재건수는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총 95건으로, 전 분야에 걸쳐 게재된 226건의 절반에 가까운 42%에 달하고 있다. 이 표에

서 보면 자원처리 및 활용 분야의 게재는 대략 11개 세부기술 분야로 분류된다. 그중 재활용

분야가 46건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자원활용이 17건으로 약 18%를 차지하고 있어, 1차 

및 2차자원의 처리 및 활용이 거의 2/3에 해당하므로 자원의 제품화 및 재활용연구가 크게 

표 8. Geosystem Engineering 자원처리 및 활용 분야의 기술별 및 연도별 게재 현황

           연도

 기술분야

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건수 구성비

건식제련 2 2.11 　 　 　 　 　 　 　 　 　 1 1 　 　 　

부선 4 4.21 3 　 1 　 　 　 　 　 　 　 　 　 　 　

분쇄 4 4.21 　 　 　 　 　 　 2 　 　 1 1 　 　 　

비중분리 1 1.05 　 　 　 　 　 　 1 　 　 　 　 　 　 　

소재특성 5 5.26 　 　 　 　 　 　 1 1 　 2 　 　 　 1

습식제련 8 9.42 　 1 1 　 　 1 　 　 1 1　 1 　 1 1

자원활용 17 17.89 　 1 1 　 2 1 6 　 1 1 1 3 　 　

재활용 46 48.42 　 1 1 8 10 1 　 4 11 5 3 2 　 　

탈수 1 1.05 　 　 　 　 　 　 　 　 1 　 　 　 　 　

토양 2 2.11 　 　 1　 　 　 　 　 　 　 　 　 1 　 　

환경처리 5 5.26 　 　 　 2 　 1 　 　 1　 　 　 1 　 　

계 95 100.00 3 3 5 10 12 4 10 5 15 11 7 7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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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문학회지에 게재된 기술 분야에서는 국문학회지인 지구시스

템공학회지와 비교해 볼 때 전통적인 자원처리 분야가 적다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표 9의 영문학회지 발표자 현황을 보면 총 발표자수는 177명이며 이 중 1건의 발표자수

가 128명으로 72%를 차지해 대부분이고, 5건 이상의 발표자는 9명이며 10건 이상을 발표

한 연구자는 4명에 이른다.

영문학회지에 다수의 논문 및 총설 등을 5건 이상 발표한 연구자는 표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9명으로 그중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안지환 박사 연구팀(Ji-Whan Ahn, Kwang-

Suk You, Nam-Il Um, Gi-Chun Han, Hwan Kim) 5명이 5~17건으로 가장 많이 발표

하였다. 그 외에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조희찬 교수가 16건을 발표하였고 다음으로 수원

대 환경공학과의 최우진 교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손정수 박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오종기 박사 등이 발표하였으며 이들을 연구팀으로 보면 5개 팀에 불과하다. 

이상과 같이 영문학회지의 자원처리 및 활용 분야에 대한 게재 현황은 소수의 연구팀에 

의해 편재되어 있어 앞으로 더 많은 연구팀들의 발표가 있어야 하겠다.

표 10. Geosystem Engineering 자원처리 및 활용 분야에 5편 이상 게재한 저자

발표자 게재수

Woo-Zin Choi 7

Nam-Il Um 8

Kwang-Suk You 13

Jong Kee Oh 6

Ji-Whan Ahn 27

Jeong-Soo Sohn 6

Hwan Kim 5

Hee-chan Cho 16

Gi-Chun Han 10

표 9. Geosystem Engineering 자원처리 및 활용 분야의 논문 게재건수에 대한 발표자 수

게재건수 1 2 3 4 5 6 7 8 10 13 16 27 계

발표자수 128 23 10 7 1 2 1 1 1 1 1 1 177

5.

자원처리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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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원처리 및 활용 분야의 국내외 연구추세 

당 학회의 국문학회지와 영문학회지에 자원처리 및 활용 분야가 각각 약 26%, 42%정도

씩 게재된 것에서 미루어 보면 동 분야의 학술활동이 활발함을 알 수 있다.

전통적인 자원처리 분야는 주로 선광(mineral dressing)과 선탄(coal preparation)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저품위 자원의 고부가치화 내지 고순도화를 위한 습식제련분야가 널리 개

발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물리적 분리공정 분야에서는 부선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새로

운 기술개발로 극미세포말부선(microbubble flotation)이 20세기 후반에 집중적으로 연구

되어 자원처리 뿐만 아니라 환경 분야에서도 적극 활용되었고, 여기에 컬럼부선기(column 

flotation machine)가 개발·적용되기도 하였다.

또한 부존자원의 저품위 및 광미 재처리 기술로 인한 선택응집부선의 적용, 플라스틱의 

종류별 선택선별에 비중분리와 마찰정전선별 등의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

에는 자원산업의 친환경 운영을 위하여 미생물을 활용한 Bioleaching에 대한 연구가 세계

적으로 널리 연구되는 추세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1차자원의 활용을 위한 선별공정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으나 광물자

원의 고갈과 저품위화 등으로 자원의 확보 및 절약과 자원의 수명 연장, 환경본존을 위한 

일환으로 저품위 광물자원은 물론 2차자원의 활용이 크게 대두되어, 이에 대한 선별 및 고

순도화 연구와 직접적인 제품화 연구가 활발하다. 또한 이를 위한 자원처리기술의 각종 물

리·화학적 분리기술의 조합에 의한 최적화와 직접 제품화하는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되

고 있는 추세다. (오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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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석유공학 분야

자원개발 관련 분야의 학술활동이 시작된 시기는 1964년이었다. 그러나 석유공학 분야는 

그로부터 10여년이 늦은 1977년이 되어서야 시작되었다. 이와 같이 국내 석유공학 분야의 

발전이 늦은 이유는 두 가지 원인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국내 석유가스전

의 부재로 인해 국내 석유개발 산업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며, 두 번째 이유는 그 당시 

우리나라의 해외석유개발정책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그 당시 우리나라 석유정책은 

외국에서 돈을 주고 사오면 된다는 논리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1970년에 두 번에 걸친 석

유파동을 거치면서 석유자원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국내 대륙붕에서 석유탐사가 시작되면서 

석유탐사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반면에 당시에는 국내 대륙붕

에서 석유탐사에 성공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석유공학은 발전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후 2000년대에 들어 고유가시대가 지속되면서 해외석유가스 자주개발사업의 활

성화만이 고유가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국내에서의 석

유공학 분야가 비로소 발전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본 학회에서 석유공학과 관련하여 광산학회지에 처음으로 실린 논문은 1977년에 “지하

인공균열내 지입된 다공층을 흐르는 비 Darcy 가스류에 관한 연구”로서 고왕인 박사께서 

처음으로 게재한 이후, 2011년 현재까지 약 24년 동안 213편이 수록되었다. 여기에 게재된 

논문을 기반으로 하여 석유공학 분야가 발전되어온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석유공학

분야는 다음과 같은 세 단계를 거쳐 발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광산학회지 시절(1977년∼1989년)로 여명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 석유

공학과 관련된 국내의 환경변화를 보면 국내대학에 처음으로 석유공학 분야의 학문이 개설

되었다는 것이다. 이 기간의 약 12년 동안 13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이 당시 게재된 논

문 대부분의 주제는 시추공학에 관한 것이었다.  

두 번째 단계는 자원공학회지 시절(1990년∼2002년)로 도약기이다. 이 시기에 국내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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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 석유공학 분야의 학문이 추가적으로 더 신설되었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

원에도 석유공학팀이 신설되었다. 이 12년 동안에 발표된 논문 수는 약 90편으로 양적 및 

질적으로 급성장하는 시기였다. 이 시기에 발표된 논문은 주제도 다양하였지만, 방법론 또

한 실험연구에서 시뮬레이터 개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지기 시작하였다. 이때 국내에는 석

유공학 분야의 이정표가 될 만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국내 최초로 대륙붕 제 6-1광

구 울릉분지에서 상업적 개발이 가능한 가스전 탐사에 우리기술로 성공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석유공학 분야도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세 번째 단계는 지구시스템공학회지 시절(2003년∼현재)로 이 시기를 중흥기라 할 수 있

다. 이 시기는 우리나라 석유공학 분야의 기술이 획기적으로 진일보하여 발전하는 시기였

다. 2004년 국내에는 동해-1 가스전에서 상업적 개발이 이루어졌고(그림 1), 해외에서는 

베트남 11-2 광구 및 15-1 광구 개발에 우리기술로 성공하였다. 또한 2007년에는 국내 대

륙붕에서 국내 최초로 가스하이드레이트의 실물을 채취한 시기이기도 하다(그림 2). 따라서 

이러한 성공 사례들에 힘입어 학술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시기였다. 그 결과 9년 

  그림 1. 국내 대륙붕 동해-1 가스전 개발 전경 (우리나라 세계 95번째 산유국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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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무려 110편의 논문이 게재되었으며, 이들 논문은 양적으로는 물론 질적으로도 상당히 

발전하여 일부는 세계적인 수준과도 견줄 수 있는 정도였다. 결과론적으로 이 시기에 우리

나라가 국내외에서 석유가스의 자주적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석유공학 기술은 작

지만 명실공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순수한 우리기술만으로 

석유탐사에서 개발 및 생산에 이르기까지 전주기 기술력을 어느 정도는 확보하게 되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석유공학 분야의 극히 일부는 선진국 수준까지 발

전되었으나, 국내 현장부재로 인하여 현장적용기술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 현실이다.

세계 석유공학 기술 발전은 2000년대를 기점으로 크게 변하였다. 2000년대 이전 1900

년대는 저유가 시대가 지속되었으며, 이 시기에 석유공학 분야 연구주제는 자연균열유전이

나 가스전 개발과 관련된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자연균열유전이나 가스전은 개발솔루션을 

일반화하기 어렵고 특화된 솔루션을 도출해내야 하는 한계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시간과 노

력이 필요했기에, 많은 연구자들이 주요 토픽으로 다루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에도 그 기조는 지속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도래한 고유가시대는 석유공학 기술의 획기

적 발전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의 석유가스자원의 개발 대상은 해상의 심해

나 오지 및 극지와 같은 극한지 자원이다. 또한 오일샌드, 셰일가스, 치밀가스, 석탄층가스 

등과 같은 비전통석유가스자원이 주요 목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논문들의 주제는 

그림 2. 국내 대륙붕에서 가스하이드레이트 탐사를 통한 실물 채취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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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이와 같은 자원개발과 관련된 기술개발이 주된 목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일샌드의 경우 오일의 점성도가 매우 높고 노천개발에 따른 환경문제가 대두되는 바, 

지하 현장에서 직접 생산해내는 SAGD 공법 기술이 개발되면서 각광을 받고 있다(그림 3). 

최근에는 석탄층가스전(CBM)의 가스생산 또는 탄산염암유전의 오일 회수증진을 위한 기

술이 관심대상이 되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셰일가스나 치밀가스의 경우

에는 저류층이 매우 치밀하여 저류층에서 유체 유동통로 개선을 위한 다단계 수압파쇄 수

평정기술이 개발되면서 미국 육상을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

에서도 이와 관련한 대형 R&D 사업이 수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그림 4).  가스하이드레

이트의 경우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상업적 기술개발은 이루어지지 않

은 상태이며, 국내에서도 가스하

이드레이트 사업단을 통해 정부는 

물론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의 공기업이 엄청난 예산을 거

의 10년간 투입하면서 탐사 및 생

산 등의 기술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하이드

레이트 생산기술에 대한 원천기술

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는 실

그림 3. 오일샌드 생산을 위한 SAGD(Steam Assisted Gravity Drainage) 및 CSS(Cyclic Steam Stimulation) 공법

그림 4. 다단계 수압파쇄 수평정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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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다(그림 5).

21세기에 나타날 여러 형태의 에너지원 중 화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중

반이 넘어가도 여전히 주요할 것이라고 거의 대부분의 세계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놓고 있

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 중의 하나라고도 볼 수 있는 해외

석유개발사업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기반이 되어 현재 수개의 대형 R&D 사

업이 진행되고 있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대학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기업들은 

개발 및 생산유전을 확보하려고 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석유공학 분야의 기술개발 

활동 및 기업 활동은 향후 상당기간 더욱 활발히 전개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전망된다. 

(성원모)

그림 5. 가스하이드레이트 생산기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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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원경제 분야

가. 총론

1964년 광산학회지 창간 이후 학회지에 발표된 자원경제 분야 논문들은 크게 자원경제 

분야 학술논문과 광업일반 분야 총론논문의 두 분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는 현재 학회

에서 ‘자원경제 및 자원정책’분야로 불리고 있는 자원경제 분야에 대한 학회 회원들의 생각

을 반영한 것이다. 즉, 현재 본 학회 회원들이 자원경제 분야를 논의할 때, 협의의 자원경제 

분야의 학술논문들 뿐만 아니라 산업과 국가정책의 현황을 논의하는 광업일반 분야의 총론

적인 논문들을 자원경제 분야에 포함하여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글에서

도 자원경제 분야를 보다 넓게 광의로 해석하여 위와 같은 분류를 사용한다. 

흥미롭게도, 학회지 창간 이후 지난 48년 동안 게재된 논문들 중 협의의 자원경제 분야

로 분류되는 논문들이 약 100여개이며 광업일반으로 분류되는 논문도 약 100여개이다. 그

러나 두 분류의 시간적인 변화는 상당히 다르게 진행되었다. 자원경제 분야 100여개 논문 

중 1980년 이전에 게재된 논문은 단 3편이고 약 50%가 2008년 이후 게재된 논문들인 반

면, 광업일반으로 분류되는 총론형의 논문들은 100여개 중 절반 이상이 1980년 이전에 게

재되었으며 2008년 이후 논문은 단 3편에 불과하다. 자원경제 분야 학술논문과 광업일반분

야 총론논문의 이러한 반대되는 시간적 분포는 자원경제학 분야가 가지는 다음의 두 가지 

특성에 기인한다.  

자원경제학 분야의 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1973년에서 1985년까지 이어진 1, 2차 석유위

기와 크게 관계가 있다. 자원경제학 분야의 뿌리는 멀게는 17세기 멜서스(Melthus)의 인구

론에까지, 가깝게는 1930년대의 Hotelling의 논문 1)에서 그 근원을 찾고 있으나, 다수의 전

문학술지를 발행하는 독립적인 학술분야로 자리 잡은 것은 1980년대 초반이라고 할 수 있

다. 현존하는 자원경제학 분야의 주요 학술지 대부분이 모두 1980년대 초반에 만들어 진 것

1) H. Hotelling (1931)“The Economics of Exhaustible Resources,”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74  · · The Korean Society of Mineral and Energy Resources Engineers 50th Anniversary

은 바로 1, 2차 석유위기가 에너지와 광물자원의 문제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하는 학문의 중

요성을 크게 높였음을 의미한다. 즉, 전 세계적으로 자원 및 에너지 분야의 경제적 문제에 

대하여 특히 계량적인 분석방법론을 활용하는 연구논문들은 대부분 1980년대 중반 이후에 

대량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전에는 단순한 통계적인 방법론을 활용하

여 산업 및 국가정책을 normative 한 관점에서 논의하는 논문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따라

서 1980년대 이전에 자원경제학 분야의 논문이 적으며, 대신 총론적인 광업일반의 논문이 

많은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또한 우리나라 자원공학 분야 학과 교수들 중 자원경제학 분야 전임교수의 수가 절대적

으로 부족하였음도 위와 같은 논문분포가 나타난 중요한 이유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

년대 중반에 가서야 자원공학 분야를 전공한 자원경제학 분야 전임교수가 아주대학교와 서

울대학교에 각 한 명씩 부임한다. 이로 인하여 본 학회지의 자원경제 분야 논문 중 90% 이

상이 1980년대 중반 이후 게재된 것은 바로 학술논문이 전임교수의 부임에 크게 연계되어 

있다는 당연한 사실을 확인하여 주고 있다.  

또한 2004년에 국제유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1990년대 이후 주춤하였던 자원경제학 

분야의 연구논문 역시 2004년 이후 급속하게 늘어났다. 학회 내부에서도 자원경제 분야 학

술논문을 투고하는 인원이 늘어나는 시기와 일치한다. 특히 자원공학을 전공하지 않은 경제

학 분야 저자들의 논문 투고가 이 시기부터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이는 본 학회지에 게재되

는 자원경제 분야 논문들이 경제학 분야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로 인하

여 학회지에 게재되는 자원경제 분야 논문수가 2005년 이후부터 연간 5편 이상으로, 2008

년 이후에는 10편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학회지에 게재된 자원경제 분야 학술논문의 역사를 다음의 두 시기

를 중심으로 하여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즉, 세계적으로 자원경제학이 

자리 잡았고 국내에도 자원경제 분야 전임교수가 부임한 시기인 1980년대 중반, 그리고 자

원경제 분야 논문이 크게 늘어나는 2004년 등 두 시기를 중심으로 하여 전임교수 부임 이

전 시기와 부임 이후, 그리고 자원경제 분야 확장 시기 등 세 시기로 나누어 보았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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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원경제 분야 전임교수 부임 이전 (1964 - 1984)

  

1964년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 자원경제 분야 논문들은 대부분 탄광산업을 중심으로 

한 주요 정책문제와 산업분야의 주요 이슈들을 정리, 논평하는 광업일반 분야의 총론, 보

고, 해설 논문들이 주를 이루었다. 이 시기 국내에서는 동력자원연구소 내 자원경제연구실

이 국내에서 유일한 본격적인 자원경제 연구집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전임교수가 없는 상

태였기에, 주로 산업의 현황을 다루는 광업일반 논문들이 대부분이었다. 

창간호에 실린 한정석(1964)2), 호상철(1964)3) 및 김동기(1964)4) 역시 각각 프랑스의 석

탄광업의 소개를 실은 보고 및 국내 대형탄광회사의 문제점 및 한국의 석탄자원 수급을 논

의한 해설논문이었다. 여기에 황기룡(1970)5)과 같은 특별강연 논문들이 1970년 들어 나타

난다. 이러한 추세는 1970년대 중반까지 지속되는데, 특히 1975년 이후 정부의 석탄광업 

육성정책에 따라 홍준기(1976)6)와 같이 석탄광업에 대한 논문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연간 

5~10편으로 논문수가 늘어난다. 특히 1982년 및 1983년에 각각 1호씩 국내 광산들의 개발

현황에 대한 특집호를 발간하여 그 절정을 이루었다.

한편 자원경제 분야로 분류된 최초의 논문은 김형기(1967)7)로서, 1984년까지 학회지 초

기 20년 동안 단 네 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투자분석 및 법제도에 대한 논

문들로서, 광업일반 논문들과 달리 계량적인 분석을 시도한 초창기 논문들이라고 하겠다. 

다. 자원경제 분야 전임교수 부임과 자원경제학 발전시기 (1985 – 2004)

  

이 시기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서울대학교 김태유, 아주대학교 최기련 등 두 명의 교수

진이 선진국에서 자원경제학 박사학위 취득 후 전임교수로 부임하면서, 본격적인 대학원 교

2) 한정석 (1964) “불란서의 석탄광업” 제1권 제1호

3) 호상철 (1964) “대단위탄좌(大單位炭座)의 당면문제” 제1권 제1호

4) 김동기 (1964) “한국의 석탄자원과 그 수급성” 제1권 제1호

5) 황기룡 (1970) “우리나라 광업의 추세” 제7권 제2호

6) 홍준기 (1976) “한수이남의 찬전 개발에 관한 기초연구” 제13권 제1호

7) 김형기 (1967) “광업에 있어서 투자기준의 설정 및 그 적용문제” 제4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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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및 학술논문 게재가 시작된 시기로서, 국내 자원경제학 분야의 발전시기와 일치한다. 이 

기간은 다시 1996년까지의 초기 12년과 1997년에서 2004년까지의 8년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1985년부터 1996년까지의 12년은 국내 자원경제학 분야의 태동 및 1세대가 탄생한 

시기로, 한국에서의 자원경제 분야 태동기 및 초창기 발전이 이루어 진 시기라고 할 수 있

다. 학계의 최기련, 김태유와 함께 국내 연구계에도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개원과 함께 이복

재, 부경진, 이원우로 대표되는 자원공학 전공 자원경제 박사학위자들이 합류하였다. 이들

은 대부분 동력자원연구소 자원경제연구실 출신들로서 국내 자원경제학 분야의 1세대를 이

루었으며, 같은 시기인 1986년에 자원경제학 분야 국내 전문학회인 한국자원경제학회가 신

설되어 본 학회 자원경제 분야 집필진들이 해당 학회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들은 김태유·김태웅(1989)8)을 시작으로 하여 최기련(1992)9), 이복재(1996)10) 등 한

국자원공학회지에 자원경제 분야의 본격적인 학술논문을 본 학회지에 게재하기 시작했다. 

이론적 분석논문 및 이론논문들이 처음으로 게재되었으며, 학술대회에서도 본격적인 토론

이 시작되었다. 논문 주제 역시 석탄 및 광물 중심에서 석유, 천연가스 등으로 확장되기 시

작하였다. 그 반면 광물일반 총설논문은 연간 1편 수준으로 급감하였다. 

한편 1997년~2004년 시기는 1990년대 중반 박사학위 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및 서울

대학교에 부임한 김대형 박사 및 허은녕 교수가 본격적인 자원경제학 분야 논문들을 양산

하면서 학회의 자원경제 분야 활동의 대부분을 주도한 시기이다. 여기에 기존에 활동하던 

STEPI 민철구, 에너지경제연구원 강윤영, 세종대학교 배위섭 등이 합류하여 본 학회의 자

원경제 분야 제2세대를 이룬다. 논문의 주제 역시 국제유가의 지속으로 인하여 석유 및 석

탄에서 벗어나 전력, 기후변화, 에너지절약, 환경경영, 시장분석, 경제성평가 등 다양한 주

제로 확장되고 있다. 한편 광물일반 논문들은 1997년 1편, 2003년 1편 등 단 2편으로 급감

하였다. 

 8) 김태유·김태웅 (1989) “자본예산문제의 효율적인 해법에 관한 연구” 제26권 제2호

 9) 최기련 (1992) “에너지·자원기술개발의 파급효과” 제29권 제6호

10) 이복재 (1996) “국내 대륙붕 석유개발사업의 효율성 분석” 제33권 제5호

7.

자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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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원경제 분야 확장 및 본격적 발전 시기 (2005 – 현재)

  

본 학회지의 자원경제 분야의 논문 게재는 2005년 이후 급격히 발전하는데, 이는 김태

유, 허은녕 등 두 서울대학교 교수의 제자들이 논문을 게재하기 시작함과 동시에 김윤경 등 

경제학 전공자 및 비자원공학 분야 전공자들의 논문 투고가 늘어나는 등 본 학회지의 자원

경제 분야에 논문을 투고하는 참여자 폭이 크게 넓어진 시기이다. 김연배, 유승훈, 김진수, 

오선아, 김유정, 안은영 등을 중심으로 하는 두 교수의 제자들은 자원경제 분야 제3세대를 

형성하게 되는데, 여기에 에너지관리공단 오대균, 대한석유협회 이철규, KISTEP 황지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김지환 등이 집필진으로 참여하고 있다. 

2005년 이후는 또한 국제유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에너지 문제가 국정의 중심이 됨에 따

라 정책 및 경제 분석이 활발해진 시기이며,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을 비롯 자원공학 및 

자원경제 분야의 다양한 정책 논의가 다양하게 진행된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로 자

원경제 분야 논문 게재 수가 이전 연간 1~2편 수준에서 2005년에는 연간 5편 수준으로, 

2008년에 연간 10편 수준으로 늘어났으며, 2010년의 경우 총 18편이 게재되어, 본 학회지 

분야 중 두 번째로 많은 논문을 게재하게 되었다. 기관으로는 서울대학교와 한국지질자원연

구원이 여전히 전체의 70%에 달하는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게재된 논문들의 주제를 살펴

보면, 기존의 국제석유시장 분석과 함께 해외자원개발,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안보 부분의 

주제에 집중적으로 개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09년부터 시행된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으로 전국 10개 대학에 자원경제 강의가 이

루어지고 있으며, 한양대학교 및 인하대학교에 전임교수가 선임되었고,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연구계에도 10여명의 연구진이 추가되어 학계 

및 연구계의 층이 두꺼워졌다. 반면 제1세대들이 차례로 퇴임함에 따라 자원경제 분야에서 

세대교체가 시작되고 있다. 넓어진 집필진으로 인하여 자원경제 분야의 논문은 앞으로도 지

속적으로 연간 10편 수준의 게재수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최근 가스하이드레이

트, 비재래에너지 등의 신규자원기술개발사업의 파급효과 연구 등 기술의 가치를 분석하는 

논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허은녕) 



“우리는 우리들의 힘 만에 의지함이 

가장 정당하고 가장 가능성 있는 일인 줄 압니다.”

   
제1대-제4대 (1962.4 - 1973.4) 김종석 회장 

(1964년 5월 창간사에서)

19621962--20122012

한국자원공학회 5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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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대

(1962.4~1965.4)
김 종 석

백윤흥 

유    종

홍준기

박병화, 임성택, 장의선, 남상조, 채수갑, 

송태윤, 김영수, 김용한, 민완식, 김승욱, 

권영만, 심중섭, 전용원, 정영식, 이강문, 

김   욱

권영만

제 2 대

(1965.5~1967.4)
김 종 석

유   종

홍준기

이상규, 김승욱, 송태윤, 정영식, 김동기, 

임성택

민완식

한정석

제 3 대

(1967.5~1969.4)
김 종 석

유   종

홍준기

송태윤, 김동기, 이상규, 김승욱, 백사익, 

정창근, 김용한, 이강문, 손병찬, 전용원

민완식

한정석

제 4 대

(1969.5~1973.4)
김 종 석

유   종

홍준기

송태윤, 정영식, 백사익, 정창근, 전용원, 

권숙문, 김승욱, 김영철, 김용한, 김유선, 

박홍봉, 손병찬, 이강문, 이광모, 이상규, 

이은대, 임성택, 현병구, 유경석, 김봉빈, 

김형기, 정인복, 김만곤, 노승익, 박인규, 

김홍열

김순창

한정석

제 5 대

(1973.5~1976.4)
홍 준 기

이강문

최형순

백사익, 송태윤, 정영식, 전용원, 노승익, 

정창근, 현병구, 권숙문, 김만곤, 김유선, 

김재극, 김종수, 김영기, 박인규, 박홍민, 

박홍봉, 손병찬, 오재현, 유  종, 이은대, 

정병일, 조일제, 주석복, 지정만, 한기석, 

한동익, 한정석, 황기엽, 송창수, 유환규, 

정현철, 나인구, 염창록, 이민성, 조동성

윤석구

이융직

제 6 대

(1976.5~1981.4)
홍 준 기

이강문

최형순

김재극, 송태윤, 백사익, 손병찬, 전용원, 

송태윤, 오재현, 조일제, 신병우, 정창근
정인복

제 7 대

(1981.5~1983.4)
김 재 극

오재현

현병구

조일제

이정인, 신방섭, 성낙진, 김순창, 김웅수, 

염창록, 이기성, 윤석구, 주석복, 정병일, 

황기엽

정인복

김두영

제 8 대

(1983.5~1985.4)
현 병 구

박우병

조일제

황기엽

주석복, 서정희, 김순창, 김웅수, 송재규, 

윤석구, 염창록, 조남규, 김두영, 김만섭, 

이기성

한정석

신방섭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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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대

(1985.5~1987.4)
전 용 원

김원조

박우병

황기엽

김두영, 김순창, 송영근, 송재규, 신방섭,

이기성, 이당훈, 이희근, 조남규, 조일제, 

주석복

조명승

윤종만

제 10 대

(1987.5~1989.4)
황 기 엽

김두영

김순창

송재규

서정희, 주석복, 박홍민, 신방섭, 이종식, 

노세환, 원용호, 이기성, 안재휴, 이희근, 

홍영표

정연익

송선휴

제 11 대

(1989.5~1991.4)
박 우 병

김두영

성낙진

주석복

윤석구, 전효택, 신방섭, 조동성, 신윤수, 

김종대, 이정인, 이주락, 구자학, 이종식, 

원용호 

유상희

조동행

제 12 대

(1991.5~1993.4)
김 두 영

신방섭

이정인

홍영표

이희근, 김옥배, 양승진, 김규현, 조동성, 

이주락, 김종대, 이경운, 원용호, 조동행, 

안병상

이지헌

이창신

제 13 대

(1993.5~1995.4)
신 방 섭

김인기

유상희

이정인

오종기, 양승진, 전효택, 윤정한, 김옥배, 

박찬훈, 박종남, 김형도, 임한욱, 원용호, 

윤지선

김임호

정용본

제 14 대

(1995.5~1996.12)
이 정 인

이희근 

유상희 

양승진

조동행, 전효택, 오종기, 윤   문, 문현구, 

김옥배, 이창신, 장광택, 유효신, 윤지선, 

이지헌, 정승환, 강대우, 임한욱, 김형도, 

황선국, 권광수, 한대림

안병상

윤정한

제 15 대

(1997.1~1997.12) 
양 승 진

조동행

김옥배

강장신

전효택, 오종기, 성원모, 권광수, 서백수, 

윤정한, 한오형, 박종남, 김명균, 이태섭, 

민경원, 윤지선, 윤재량, 한대림, 강대우, 

이지헌, 강희태, 이경한, 이도영, 정승환, 

강주명

유효신

이시우

제 16 대

(1998.1~1998.12)
조 동 행

김옥배

권광수

최효병

이태섭, 강주명, 성원모, 오종기, 전효택, 

강대우, 신현국, 윤정한, 이수영, 임한욱, 

강장신, 기경철, 김태유, 김형도, 이복재, 

강구선, 윤 문, 이지헌, 최창근, 한대림, 

윤지선

김종대

최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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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대

(1999.1~1999.12)
김 옥 배

이경운

오종기

윤   문

이태섭, 강주명, 성원모, 전효택, 김영석, 

윤정한, 이상규, 임한욱, 기경철, 김종대, 

민철구, 송규헌, 정문영, 김동기, 신현국, 

박삼흠, 장병덕, 최창근, 한대림, 민경원, 

윤지선

손정우

장광택

제 18 대

(2000.1~2000.12)
이 경 운

오종기

전효택

강장신

이태섭, 민철구, 문현구, 이상규, 권병두, 

김명균, 윤정한, 이창신, 기경철, 김영석, 

이경한, 김동기, 신현국, 서백수, 정문영, 

강주명, 박삼흠, 장병덕, 최영천, 장순호, 

한대림, 윤지선, 허대기

손정우

박종남

제 19 대

(2001.1~2001.12)
오 종 기

전효택

이태섭

손정우

문현구, 민철구, 이상규, 최우진, 허대기, 

송영수, 윤지선, 지왕률, 박재구, 민경원, 

김호영, 류창하, 박삼흠, 신현국, 심장우, 

송동근, 이경한, 김태유, 기경철, 김동기, 

김동선, 박종남, 성일용, 윤정한, 이두성, 

권병두, 김명균, 김세현, 장원일, 박영석,

김건득, 정문영, 정소걸

이창신

정종하

제 20 대

(2002.1~2002.12)
전 효 택

이태섭

윤정한

박삼흠

이상규, 문현구, 윤지선, 허대기, 강헌찬, 

김명균, 민경원, 박영석, 송영수, 신창수, 

양형식, 이두성, 장원일, 최우진, 류창하, 

박재구, 조희찬, 김달선, 손정우, 신희순, 

정문영, 지왕률, 기경철, 민철구, 이경한, 

김건득, 김기석, 김동기, 김영민, 송동근,

신현국, 이덕원, 장현삼, 정상용, 조영곤

최영천

홍기표

제 21 대

(2003.1~2003.12)
이 태 섭

이상규

문현구

송동근

허대기, 강주명, 민경원, 김호영, 윤치호, 

조영곤, 김건득, 김기석, 김학수, 송영수, 

신창수, 유인걸, 윤왕중, 장현삼, 조철현, 

김명균, 박영석, 최영천, 강헌찬, 김달선, 

김안곤, 김영민, 류창하, 박삼흠, 신희순, 

윤지선, 장원일, 박재구, 신강호, 정문영,

조희찬, 최우진, 성원모, 기경철, 민철구, 

이경한

박종남

이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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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대

(2004.1~2005.12)
이 상 규

문현구

허대기

조영곤

민경원, 김기석, 윤지선, 강주명, 최우진, 

김호영, 류창하, 김달선, 장현삼, 강헌찬, 

성원모, 김경웅, 김선준, 신성천, 정명채, 

김정호, 송영수, 신창수, 유인걸, 윤왕중, 

조철현, 강성훈, 김동현, 김재동, 박삼흠, 

신희순, 윤치호, 박재구, 신강호, 이강인, 

조희찬, 한오형, 김건득, 최종근, 민철구, 

이경한, 허은녕

이건구

한공창

제 23 대

(2006.1~2007.12)
문 현 구

민경원

허대기

이건구

김영학

김호영, 송영수, 조희찬, 전석원, 김기석, 

윤치호, 김달선, 김현태, 허은녕, 이철규, 

정민수, 김선준, 백환조, 이웅주, 정명채, 

정영욱, 김학수, 윤왕중, 장현삼, 조철현, 

지헌철, 김재동, 류창하, 조  현, 이상필, 

지왕률, 박상혁, 문호식, 송윤호, 최광열,

최서남, 안지환, 이민용, 이재천, 정문영, 

김건득, 김용제, 배위섭, 성원모, 강성훈, 

김대형, 민철구, 황의덕

임해룡

한오형

제 24 대

(2008.1~2009.12)
민 경 원

조희찬

류창하

권현호

김정관

김선준, 조철현, 허은녕, 안지환, 전석원, 

이민용, 정명채, 김대형, 이철규, 김학수, 

정민수, 김경웅, 박천영, 방기문, 백환조, 

정영욱, 김기석, 송영수, 송윤호, 신성렬, 

장현삼, 김달선, 김재동, 김종우, 김호영, 

선우춘, 강성훈, 김병환, 문호식, 송원경, 

이창우, 김명준, 손정수, 신강호, 정문영, 

조성백, 김현태, 배위섭, 류상수, 성원모, 

최원규, 강윤영, 오대균, 한교형, 황지호

송주호

최종근

제 25 대

(2010.1~2011.12)
허 대 기

성원모

신희순

권현호

이호영, 조철현, 허은녕, 안지환, 김경웅, 

전석원, 정명채, 김달선, 장광훈, 백환조, 

이재천, 김호영, 이철규, 김기석, 정민수, 

김학수, 장현삼, 박형동, 최성웅, 방기문, 

박천영, 정영욱, 고승원, 고진석, 송윤호, 

신성렬, 윤왕중, 김재동, 김종우, 선우춘, 

지왕률, 고명재, 문호식, 윤치호, 이창우, 

김도형, 손정수, 정문영, 김현태, 배위섭, 

이정환, 임종세, 강윤영, 김대형, 김윤경, 

양동우, 황지호

박철환

이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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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대

(1962.4~1965.4)

김종석, 민완식, 허 진, 장세인, 채주갑, 

오재현, 현병구, 김동기, 전용원, 김난영 

제 2 대

(1965.5~1967.4)

김종석, 민완식, 정영식, 허 진, 오재현, 

안재휴, 김동기, 현병구, 김윤덕, 이융식, 

김난영, 함경호, 손병찬, 황기엽, 전용원

제 3 대

(1967.5~1969.4)

김종석, 오재현, 현병구, 김동기, 허 진, 

안재휴, 함경호, 손병찬, 전용원, 박홍봉, 

이기성

제 4 대

(1969.5~1973.9)

김순창, 김웅수, 김재극, 박홍봉, 손병찬, 

안재휴, 이기성, 전용원, 정영식, 허 진, 

현병구

제 5 대 

(1973.10~1976.4)

오재현, 김순창, 현병구, 전용원, 홍지상, 

황기엽, 조동성, 구자학, 주석복, 권숙문, 

박홍민, 변정규

제 6 대

(1976.5~1981.4)

구자학, 권숙문, 김순창, 박홍민, 변정규, 

오재현, 전용원, 조동성, 주석복, 현병구, 

홍지상, 황기엽

제 7 대

(1981.5~1983.4)
황 기 엽

김두영, 양승진, 이경운, 이동휘, 이원해, 

이희근, 이기성, 조동행, 서정희, 이정인, 

지정만, 최창근, 손헌준, 전효택 

제 8 대

(1983.5~1985.4)
황 기 엽

김두영, 김만섭, 서정희, 손헌준, 양승진,

이기성, 이동휘, 이원해, 이정인, 이희근, 

조동행, 지정만, 전효택

제 9 대

(1985.5~1987.4)
황 기 엽

김순창, 서정희, 손헌준, 송재규, 양승진,

이경운, 이동휘, 이원해, 이정인, 이희근, 

조동행, 주석복, 지정만, 전효택

제 10 대

(1987.5~1989.4)
김 순 창

박종남, 서정희, 손헌준, 안재휴, 홍영표, 

이경운, 이동휘, 이원해, 이정인, 이희근, 

전효택, 조동행, 주석복, 지정만,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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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대

(1989.5~1991.4)
김 두 영

김종대

이정인

이주락

강희태, 김두영, 김옥배, 김인기, 김종대, 

문현구, 민경원, 박찬훈, 손헌준, 신방섭, 

양승진, 오종기, 윤종만, 이정인, 이주락, 

전효택, 정연익, 조동행, 조원재, 홍영표

제 12 대

(1991.5~1993.4)
이 정 인 조동행

이정인, 김융태, 유상희, 정소걸, 조동행, 

민경원, 윤지선, 정승환, 강대우, 문현구, 

이원우, 최금성, 강주명, 손현준, 임한욱, 

강희태, 오종기, 전효택

제 13 대

(1993.5~1995.4)
이 정 인

전효택

윤정한

이정인, 전효택, 강헌찬, 권병두, 류창하, 

문현구, 민경원, 박재구, 신현국, 윤정한, 

이태섭, 전규정, 전보현, 정소걸, 정종하, 

최우진

제 14 대

(1995.5~1996.12)
양 승 진 문현구

양승진, 문현구, 강주명, 김명균, 김선준, 

류창하, 민철구, 박재구, 배위섭, 서백수, 

성원모, 송영수, 양형식, 이복재, 이상규, 

이창우, 전보현, 정문영, 최우진, 한오형

제 15 대

(1997.1~1997.12) 
김 옥 배 성원모

김선준, 김경웅, 박영석, 송영수, 이상규, 

신창수, 유인걸, 류창하, 양형식, 김재동, 

김호영, 전보현, 허대기, 박재구, 정문영, 

최우진, 이창우, 민철구, 이복재

제 16 대

(1998.1~1998.12)
김 옥 배 성원모

김경웅, 김선준, 박영석, 박형동, 정영욱, 

송영수, 이상규, 신창수, 유인걸, 김재동, 

김호영, 류창하, 양형식, 전석원, 배위섭, 

허대기, 이근상, 박재구, 정문영, 조희찬, 

최우진, 이창우, 민철구, 허은녕, 이복재

제 17 대

(1999.1~1999.12)
오 종 기 성원모

김경웅, 김선준, 박형동, 정영욱, 박천영,

송영수, 신창수, 유해수, 김정호, 김재동, 

양형식, 류창하, 전석원, 허대기, 전호현,

이근상, 최종근, 박재구, 최우진, 이민용, 

조희찬, 김대형, 배경조, 허은녕, 이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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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대

(2000.1~2000.12)
오 종 기 문현구

김경욱, 김선준, 박형동, 정영욱, 박천영,

송영수, 신창수, 유해수, 김정호, 김재동, 

류창하, 양형식, 전석원, 류상수, 이근상, 

전보현, 최종근, 박재구, 이민용, 조희찬,

최우진, 김대형, 이철규, 허은녕

제 19 대

(2001.1~2001.12)
전 효 택 최우진

김경웅, 김달선, 김대형, 김명준, 김선준, 

김영근, 김재동, 김   진, 도현승, 류상수, 

박천영, 박형동, 선우춘, 송윤호, 신성렬, 

신창수, 윤왕중, 이근상, 이민용, 이철경,

이철규, 이호영, 전보현, 전석원, 정명채, 

정현기, 조인기, 조희찬, 최종근, 허은녕

제 20 대

(2002.1~2002.12)
이 태 섭 허대기

김선준, 김세준, 김재동, 김정환, 김종우, 

도현승, 박형동, 배위섭, 백환조, 선우춘,

송원경, 송윤호, 신성렬, 신희영, 안지환, 

윤용균, 이경주, 이근상, 이민용, 이진수,

이철경, 임무택, 전석원, 정명채, 정영욱, 

조인기, 채영배, 최종근, 허은녕, 황학수

제 21 대

(2003.1~2003.12)
이 상 규 민경원

김경웅, 박형동, 백환조, 이진수, 정명채, 

정영욱, 황지호, 민동주, 송윤호, 유영준, 

이희순, 임해룡, 최윤경, 황세호, 김  진, 

서영호, 송원경, 윤용균, 전석원, 김명준, 

김성규, 안지환, 이민용, 이철경, 김세준, 

김현태, 임종세, 최종근, 최원규, 이정동, 

이철규, 허은녕

제 22 대

(2004.1~2005.12)
문 현 구 윤지선

박형동, 백환조, 이종운, 이진수, 정영욱, 

황지호, 민동주, 송윤호, 유영준, 이희순, 

임해룡, 최윤경, 황세호, 김종우, 서영호, 

송원경, 신휴성, 윤용균, 이승도, 전석원

김명준, 김성규, 안지환, 이민용, 이철경

김세준, 김현태, 임종세, 최원규, 김성용, 

이정동, 이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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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 대

(2006.1~2007.12)
민 경 원 조희찬

박형동, 이종운, 이진수, 임길재, 최시영, 

황지호, 민동주, 변중무, 유영준, 이희순, 

임해룡, 조성준, 최윤경, 서영호, 송재준, 

신휴성, 이대혁, 이승도, 주광수, 최성웅

김영석, 송원경, 신중호, 윤용균, 김명준, 

손정수, 안지환, 이철경, 전호석, 권오광, 

김세준, 여인욱, 이근상, 이원석, 임종세, 

최원규, 김광은, 김성용, 김윤경, 이정동

제 24 대

(2008.1~2009.12)
조 희 찬 허은녕

이종운, 이진수, 임길재, 최시영, 고광범, 

민동주, 박삼규, 이희순, 조성준, 송재준,

신휴성, 이대혁, 이승도, 주광수, 김태혁,

송원경, 신중호, 김명준, 손정수, 이철경, 

전호석, 김세준, 이원석, 임종세, 최종근,

김성용, 김연배, 박형동, 변중무, 최성웅,

장명환, 이재령, 이근상, 김윤경

제 25 대

(2010.1~2011.12)
성 원 모 허은녕

임길재, 이종운, 장성형, 하희상, 이대혁, 

백승한, 김태혁, 전호석, 김영훈, 김세준,

이정환, 최성희, 김유정, 박형동, 변중무,

송재준, 이재형, 이재령, 임종세, 김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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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회총회 및 학술발표회

년도 춘 계 추 계

1962

창립총회

일시 : 1962. 4. 14

장소 : 태화관

1964

총회 및 제1회 학술발표회

일시 : 1964. 4. 24

총회 및 제2회 학술발표회

일시 : 1964. 10. 16 - 17

장소 : 대한석탄공사 기술훈련소

1965

총회 및 제3회 학술발표회

일시 : 1965. 4. 24

장소 : 국립공업연구소 

총회 및 제4회 학술발표회

일시 : 1965. 10. 15 - 16

장소 : 대한중석광업(주) 상동광업소

1966

총회 및 제5회 학술발표회

일시 : 1966. 4. 23

장소 : 서울대학교 

총회 및 제6회 학술발표회

일시 : 1966. 10. 23 - 24

장소 : 대한석탄공사 은성광업소

1967

총회 및 제7회 학술발표회

일시 : 1967. 4. 29

장소 : 서울대학교 

총회 및 제8회 학술발표회

일시 : 1967. 7. 30

장소 : 인하대학교 

1968

총회 및 제9회 학술발표회

일시 : 1968. 4. 26

장소 : 대한석탄공사

총회 및 제10회 학술발표회

일시 : 1968. 7. 26 - 27

장소 : 대한철광 양양광업소

제11회 학술발표회(암석굴진세미나)

일시 : 1968. 9. 27

장소 : 대한석탄공사

1969

총회 및 제12회 학술발표회

일시 : 1969. 4. 30

장소 : 대한석탄공사

총회 및 제13회 학술발표회

일시 : 1969. 9. 18 - 20

장소 : 대한광업진흥공사 

        황지광산보안센터

1970

총회 및 제14회 학술발표회

일시 : 1970. 4. 29

장소 : 서울대학교 

총회 및 제15회 학술발표회

일시 : 1970. 10. 9 - 10

장소 : 문경국민학교 

1971

총회 및 제16회 학술발표회

일시 : 1971. 4. 9

장소 : 대한석탄공사 

총회 및 제17회 학술발표회

일시 : 1971. 10. 17

장소 : 함백고등학교 

1972

총회 및 제18회 학술발표회

일시 : 1972. 4. 28

장소 : 대한광업진흥공사 

총회 및 제19회 학술발표회

일시 : 1972. 10. 6

장소 : 대한광업진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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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춘 계 추 계

1973

총회 및 제20회 학술발표회

일시 : 1973. 4. 24

장소 : 대한광업진흥공사 

총회 및 제21회 학술발표회

일시 : 1973. 10. 4 - 6

장소 : 한국일보사 

1974

총회 및 제22회 학술발표회

일시 : 1974. 4. 26

장소 : 서울대학교 

총회 및 제23회 학술발표회

일시 : 1974. 10. 12

장소 : 대한광업진흥공사 

1975

총회 및 제24회 학술발표회

일시 : 1975. 4. 25

장소 : 대한광업진흥공사 

총회 및 제25회 학술발표회

일시 : 1975. 10. 10

장소 : 삼척탄좌개발(주) 연수원

1976

총회 및 제26회 학술발표회

일시 : 1976. 4. 24

장소 : 대한광업진흥공사 

총회 및 제27회 학술발표회

일시 : 1976. 10. 29

장소 : 대한광업진흥공사 

1977

총회 및 제28회 학술발표회

일시 : 1977. 4. 23 - 24

장소 : 영풍광업 연화광업소

총회 및 제29회 학술발표회

일시 : 1977. 10. 7

장소 : 연세대학교 장기원기념관

1978

총회 및 제30회 학술발표회

일시 : 1978. 4. 22

장소 : 대한광업진흥공사 

총회 및 제31회 학술발표회

일시 : 1978. 10. 7

장소 : 대한광업진흥공사 

1979

총회 및 제32회 학술발표회

일시 : 1979. 4. 21

장소 : 자원개발연구소 

총회 및 제33회 학술발표회

일시 : 1979. 10. 20

장소 : 자원개발연구소 

1980

총회 및 제34회 학술발표회

일시 : 1980. 4. 26

장소 : 자원개발연구소 

총회 및 제35회 학술발표회

일시 : 1980. 10. 25

장소 : 자원개발연구소 

1981

총회 및 제36회 학술발표회

일시 : 1981. 4. 25

장소 :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총회 및 제37회 학술발표회

일시 : 1981. 10. 30-31

장소 : 전남대학교 

1982

총회 및 제38회 학술발표회

일시 : 1982. 5. 7. - 8

장소 : 서울대학교 

총회 및 제39회 학술발표회

일시 : 1982. 10. 22 - 23

장소 : 강원대학교 

1983

총회 및 제40회 학술발표회

일시 : 1983. 4. 30

장소 : 한양대학교 백남기념학생회관

총회 및 제41회 학술발표회

일시 : 1983. 10. 22 - 23

장소 : 대한광업진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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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총회 및 제42회 학술발표회

일시 : 1984. 4. 28

장소 : 대한석탄공사

총회 및 제43회 학술발표회

일시 : 1984. 10. 27

장소 : 조선대학교 

1985

총회 및 제44회 학술발표회

일시 : 1985. 4. 27

장소 :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총회 및 제45회 학술발표회

일시 : 1985. 10. 26 - 27

장소 : 동아대학교 

1986

총회 및 제46회 학술발표회

일시 : 1986. 4. 12

장소 : 인하대학교 

총회 및 제47회 학술발표회

일시 : 1986. 10. 25 - 26

장소 : 전북대학교 

1987

총회 및 제48회 학술발표회

일시 : 1987. 4. 24

장소 : 쉐라톤워커힐 

총회 및 제49회 학술발표회

일시 : 1987. 10. 24

장소 : 청주대학교 

1988

총회 및 제50회 학술발표회

일시 : 1988. 4. 23

장소 :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총회 및 제51회 학술발표회

일시 : 1988. 10. 22 - 23

장소 : 삼척공업전문대학 

1989

총회 및 제52회 학술발표회

일시 : 1989. 4. 22

장소 : 대한광업진흥공사 

총회 및 제53회 학술발표회

일시 : 1989. 10. 20

장소 : 한국전력공사 

1990

총회 및 제54회 학술발표회

일시 : 1990. 4. 27 - 28

장소 : 서울대학교 

총회 및 제55회 학술발표회

일시 : 1990. 10. 26 - 27

장소 : 신양파크호텔

1991

총회 및 제56회 학술발표회

일시 : 1991. 5. 3. - 5. 4

장소 : 인하대학교 

총회 및 제57회 학술발표회

일시 : 1991. 10. 25 - 26

장소 : 한국동력자원연구소 

1992

총회 및 제58회 학술발표회

일시 : 1992. 4. 24 - 25

장소 : 한양대학교 

총회 및 제59회 학술발표회

일시 : 1992. 10. 16 - 17

장소 : 동아대학교 

1993

총회 및 제60회 학술발표회

일시 : 1993. 4. 30 - 5. 1

장소 : 대한광업진흥공사 (4. 30)

        서울대학교 (5. 1)

총회 및 제61회 학술발표회

일시 : 1993. 10. 22 - 23

장소 : 강원대학교 

1994

총회 및 제62회 학술발표회

일시 : 1994. 5. 13

장소 : 서울대학교 

총회 및 제63회 학술발표회

일시 : 1994. 10. 21 - 22

장소 :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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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총회 및 제64회 학술발표회

일시 : 1995. 4. 28 - 29

장소 : 한국자원연구소 

총회 및 제65회 학술발표회

일시 : 1995. 10. 20

장소 : 수안보 파크호텔 (청주대학교)

1996

총회 및 제66회 학술발표회

일시 : 1996. 4. 19 - 20

장소 : 배재대학교 

총회 및 제67회 학술발표회

일시 : 1996. 10. 18

장소 : 한국석유개발공사 

1997

총회 및 제68회 학술발표회

일시 : 1997. 4. 11 - 12

장소 : 동아대학교

총회 및 제69회 학술발표회

일시 : 1997. 10. 31 - 11. 1

장소 : 상지대학교 

1998

총회 및 제70회 학술발표회

일시 : 1998. 4. 17

장소 : 세명대학교 

총회 및 제71회 학술발표회

일시 : 1998. 10. 23 - 24

장소 : 전남대학교 

1999

총회 및 공동학술발표회

일시 : 1999. 4. 16 - 17

장소 : 충남대학교 

총회 및 제73회 학술발표회

일시 : 1999. 10. 22

장소 : 한국자원연구소

2000

총회 및 공동학술발표회

일시 : 2000. 4. 14 - 15

장소 : 조선대학교

총회 및 제75회 학술발표회

일시 : 2000. 10. 27

장소 : 인하대학교

2001

총회 및 공동학술발표회

일시 : 2001. 4. 27 - 28

장소 :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총회 및 제77회 학술발표회, “21세기 

지하개발-환경 최적설계를 위한 지구

시스템공학의 응용”국제심포지엄 

일시 : 2001. 10. 18 - 19

장소 : 서울대학교 호암컨벤션센터

2002

총회 및 공동학술발표회

일시 : 2002. 4. 26 - 27

장소 :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회 및 제79회 학술발표회, “석유자원 

개발 및 생산”국제심포지엄

일시 : 2002. 10. 16

장소 : 서울대학교 호암컨벤션센터

2003

총회 및 제80회 학술발표회

일시 : 2003. 4. 22 - 23

장소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총회 및“지구시스템공학, 암반공학 및 

지구물리탐사의 퓨전 테크놀러지에 

관한 국제심포지엄”

일시 : 2003. 11. 18 - 19

장소 : 서울대학교 호암컨벤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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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총회 및 제82회 학술발표회

일시 : 2004. 4. 16

장소 : 강원대학교 

총회 및 제83회 학술발표회

일시 : 2004. 10. 19

장소 : 서울대학교 호암켄벤션센터 

2005

총회 및 제84회 학술발표회

일시 : 2005. 4. 15 - 16

장소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총회 및 제85회 학술발표회

일시 : 2005. 11. 10

장소 : 서울 aT센터 

2006

총회 및 제86회 학술발표회

일시 : 2006. 4. 13

장소 : 서울대학교 호암컨벤션센터

총회 및 제87회 학술발표회

일시 : 2006. 11. 14

장소 : 강원랜드 호텔

2007

총회 및 제88회 학술발표회

일시 : 2007. 4. 19

장소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총회 및 제89회 학술발표회

일시 : 2007. 11. 15

장소 :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2008

총회 및 지구과학 한마당 학술대회

일시 : 2008. 4. 23 - 25

장소 : 코엑스

총회 및 제91회 학술발표회

일시 : 2008. 10. 16

장소 : 한양대학교 HIT 

2009

총회 및 제92회 학술발표회

일시 : 2009. 5. 6

장소 : 서울대학교 호암컨벤션센터

총회 및 제93회 학술발표회

일시 : 2009. 9. 23

장소 : 강원랜드 호텔

2010

총회 및 제94회 학술발표회

일시 : 2010. 5. 6 – 7

장소 :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총회 및 제95회 학술발표회

일시 : 2010. 10. 20 – 21

장소 :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과학기술대학관

2011

총회 및 제96회 학술발표회

일시 : 2011. 4. 21 – 22

장소 : 전북대학교

총회 및 제97회 학술발표회

일시 : 2011. 9. 21

장소 : 강원랜드 컨벤션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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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술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1967.6) 학술전문분과위원회 (2006 ~ 현재)

•개발계획전문위원회

•광산지질전문위원회

•물리화학탐광전문위원회

•시추전문위원회

•광산시설전문위원회

•채광전문위원회

•선광선탄전문위원회

•자원개발

•석유·가스탐사 및 개발

•광해방지기술 및 정책

•지하수·지열자원개발

•자원활용·소재개발

•지진·환경재해방재

•자원경제·자원정책

•지구화학·환경지질공학

•물리탐사·지구물리

•암반역학·발파·지하공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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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회상 수상자

년도 서 암 상 공 로 상 학 술 상 기 술 상 

1972 서정훈 (장려상)

1973 김종석 정병일, 임상택

1974 유환구, 구자학

1975 이기정, 이동휘

1976 백사익, 송태윤, 정영식 김병식

1977 유    종 조일제

1978 손병찬 김정수, 박우병 

1979 이연, 유성연, 김수근 오재현, 이강문 박도운, 성낙진

1980 백윤홍 안재휴 권태세

1981

1982 전용원, 서정희

1983 권숙문, 정인복, 채현식 이정인, 전용원 김인기, 송재규

1984 이기성 김재극, 구자학 김유선, 최형순

1985 김만섭, 염창록 서정희, 이경운 송선휴, 윤한욱

1986 김웅수, 현병구 김규현, 심연준

1987 양승진, 조기영 노세환, 원용호, 서중석

1988 김유선 김원조, 안병상 신방섭, 이희근 이지헌, 홍영표

1989 김재극 김순창, 박홍민 전효택, 조동성 송성봉, 이학구

1990 정병일 기경철, 박상건 정승환, 주석복 최승태

1991 황기엽 윤석구 김옥배, 조동행 이명선, 최금성, 유상희

1992 김상회 김중열, 임한욱 지만식, 허병린

1993 현병구 김영진, 이주락 윤지선, 이상규 김형도, 정하영

1994 조일제 김만제, 한대림 서상용, 윤정한 윤기일, 이융직

1995 전용원 김진모 김두영, 오종기 강희태, 안성휘

1996 오재현 정순착, 이병길 김종대, 이태섭 권광수, 윤   문

1997 박우병 전상우 강주명 유시찬, 이수영

1998 김두영 강장신 김정호, 민경원

1999 이정인 장병덕 류창하, 문현구 김융태

2000 신방섭 허대기, 성원모, 최우진 민정식

2001 박재구, 서백수 조철현, 지왕률

2002 양승진 송동근 김성규, 조희찬 안지환

2003 이희근 함태용 신창수 부범석

2004 김옥배 윤치호 김기석

2005 조동행 박삼흠 김경웅, 이재천 정민수

2006 오종기 권현호 송영수, 송윤호 이건구, 정영욱

2007 전효택 유인걸 안지환 김호영, 김대형

2008 이태섭 한교형 이호영 강성훈, 김달선

2009 이상규 이이재 김선준, 박형동 방기문, 장현삼

2010 문현구 송진현, 이철규 최종근, 황세호 김유성, 김학수, 이정환

2011 민경원 권혁인 전석원, 정현기 김병환, 임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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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암상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김유선(강원탄광)

1989 김재극(대한광산학회)

1990 정병일(봉명)

1991 황기엽(한양대)

1992 김상희(태영광업주식회사)

1993 현병구(서울대)

1994 조일제(영풍산업주식회사)

1995 전용원(서울대)

1996 오재현(연세대)

1997 박우병(국회의원)

1998 김두영(인하대)

1999 이정인(서울대)

2000 신방섭(전남대)

2001

2002 양승진(한양대)

2003 이희근(서울대)

2004 김옥배(전북대)

2005 조동행(인하대)

2006 오종기(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07 전효택(서울대)

2008 이태섭(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09 이상규(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10 문현구(한양대)

2011 민경원(강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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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로상

1972

1973 김종석(대한광산학회) 

1974

1975

1976 백사익(동아광업콘설턴트), 송태윤(대한광업진흥공사), 정영식(한양대)

1977 유 종(대교산업주식회사)

1978 

1979 이연(동원탄좌), 유성연(삼척탄좌), 김수근(대성탄좌)

1980 백윤홍(대한석탄공사)

1981

1982 전용원(서울대), 서정희(서울대)

1983 권숙문(전남대), 정인복(대한광업진흥공사), 채현식 

1984 이기성(대한광업진흥공사)

1985 김만섭(동력자원연구소), 염창록(도시가스협회)

1986

1987

1988 김원조(한국동력자원연구소), 안병상(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1989 김순창(조선대학교), 박홍민(전북대)

1990 기경철(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박상건(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1991 윤석구(대한도시가스)

1992

1993 김영진(대한광업진흥공사), 이주락(자원산업연구원)

1994 김만제(삼성생명), 한대림(서전통상)

1995 김진모(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1996 정순착(선경건설), 이병길(경동탄광)

1997 전상우(통상부)

1998 강장신(동서엔지니어링)

1999 장병덕(경동주식회사)

2000

2001

2002 송동근(중앙개발주식회사)

2003 함태용(장은공익재단)

2004

2005 박삼흠(가야산업) 

2006 권현호(광해방지사업단)

2007 유인걸(대한광업진흥공사)

2008 한교형(지식경제부)

2009 이이재(한국광해관리공단)

2010 송진현(한국석유공사), 이철규(해외자원개발협회)

2011 권혁인(한국광해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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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술상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손병찬(인하대)

1979 오재현(연세대), 이강문(전북대)

1980 안재휴(서울대)

1981

1982

1983 이정인(서울대), 전용원(서울대) 

1984 김재극(서울대), 구자학(한국동력자원연구소)

1985 서정희(서울대), 이경운(동력자원연구소)

1986 김웅수(강원대), 현병구(서울대)

1987 양승진(한양대), 조기영(대한석탄공사)

1988 신방섭(전남대), 이희근(서울대)

1989 전효택(서울대), 조동성(인하대)

1990 정승환(한국동력자원연구소), 주석복(한양대)

1991 김옥배(전북대), 조동행(인하대)

1992 김중열(한국자원연구소), 임한욱(강원대)

1993 윤지선(청주대), 이상규(한국지질자원연구원)

1994 서상용(한국자원연구소), 윤정한(전남대)

1995 김두영(인하대), 오종기(한국과학기술연구원)

1996 김종대(동아대), 이태섭(한국지질자원연구원)

1997 강주명(서울대)

1998 김정호(한국자원연구소), 민경원(강원대)

1999 류창하(한국자원연구소), 문현구(한양대)

2000 허대기(한국자원연구소), 성원모(한양대), 최우진(수원대)

2001 박재구(한양대), 서백수(강원대)

2002 김성규(한국과학기술연구원), 조희찬(서울대)

2003 신창수(서울대)

2004 윤치호(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05 김경웅(광주과학기술원), 이재천(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06 송영수(전북대), 송윤호(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07 안지환(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08 이호영(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09 김선준(한양대), 박형동(서울대)

2010 최종근(서울대), 황세호(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11 전석원(서울대), 정현기(한국지질자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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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술상

1972 서정훈(국립지질조사소)

1973 정병일(봉명), 임상택(봉명)

1974 유환규(사북), 구자학(국립지질광물연구소)

1975 이기정(대성탄좌), 이동휘(한국과학기술연구소)

1976 김병식(함태탄광) 

1977 조일제(영풍광업주식회사) 

1978 김정수(함태탄광), 박우병(삼척탄좌)   

1979 박도운(대한중석광업주식회사), 성낙진(대한석탄공사)

1980 권태세(대성탄좌)

1981

1982

1983 김인기(한국자원연구소), 송재규(대한석탄공사)

1984 김유선(강원탄광), 최형순(삼척탄좌)

1985 송선휴(대한석탄공사), 윤한욱(대성탄좌)

1986 김규현(대한광업진흥공사), 심연준(나전)

1987 노세환(한국동력자원연구소), 원용호(동력자원부), 서중석(대한광업진흥공사)

1988 이지헌(태백지구광산보안지도소), 홍영표(대한석탄공사)

1989 송성봉(강원탄광주식회사), 이학구(동사종합개발)

1990 최승태(경동탄광주식회사)

1991 이명선(장성광업소), 최금성(영풍광업주식회사), 유상희(대한광업진흥공사)

1992 지만식(기술연구소), 허병린(성진광업)

1993 김형도(장성), 정하영(대한광업진흥공사)

1994 윤기일(대한석탄공사), 이융직(범양엔지니어링)

1995 강희태(대한석탄공사), 안성휘(경동탄광)

1996 권광수(한국자원연구소), 윤   문(동아광업엔지니어링)

1997 유시찬(대한석탄공사), 이수영(대한광업진흥공사)

1998

1999 김융태(벽산엔지니어링)

2000 민정식(한국자원연구소)

2001 조철현(지하정보기술주식회사), 지왕률(청석엔지니어링)

2002 안지환(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03 부범석(한국석유공사)

2004 김기석(희송지오텍)

2005 정민수(대한광업진흥공사)

2006 이건구(대한광업진흥공사), 정영욱(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07 김호영(SK건설), 김대형(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08 강성훈(대한광업진흥공사), 김달선(현대건설)

2009 방기문(대우엔지니어링), 장현삼(다이크이앤씨)

2010 김유성(소암컨설턴트), 김학수(지오제니컨설턴트), 이정환(한국가스공사)

2011 김병환(태영EMC), 임길재(한국지질자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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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젊은 공학자상 수상자

본 학회 전효택 교수의 출연에 의한 젊은 공학자상 수상을 2007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역대 젊은 공학자상 수상자

제1회 2007 전호석 박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2회 2008 박용찬 선임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3회 2009 유경근 박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4회 2010 이원석 박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5회 2011 남명진 교수 세종대학교

 

7.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수상자

년도 수상자 제목 게재지

1991
전효택 교수

(서울대학교)

풍화단계에 따른 서울화강암의 지질공학

적 특성 연구

한국자원공학회지

<제27권 제3호> 

1992
이희근 교수

(서울대학교)

수압파쇄기구에 관한 연구(제4보) - 암

석모형에서의 경사공의 수압파쇄 및 미

소균열음에 의한 균열의 추적에 관하여

한국자원공학회지

<제28권 제1호> 

1993
양승진 교수

(한양대학교)

3차원 지층에서의 탄성파 반사 및 굴절

주시의 반복적 역산연구

한국자원공학회지

<제29권 제4호> 

1994
최우진 연구원

(한국자원연구소)

Selectivity Improvements in Fine Coal 

Cleaning

한국자원공학회지

<제30권 제4호> 

1995

조태진 교수

(부산수산대 

응용지질학과)

A New Discrete Rockbolt Element for 

Finite Element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Rock Mechanisc and Mining 

Sciences & Geomechanics 

Abstracts

1996
신창수 연구원

(한국자원연구소)

Sponge Boundary Condition for 

Frequence-domain Modeling
Geophys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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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수상자 제목 게재지

1997
조철현 대표

(지하정보기술)

An Optimal 9-Point, Finite-Difference, 

Frequency-Space, 2-D Scalar Wave 

Extrapolator

Geophysics

1998
정명채 교수

(세명대학교)

Environmental Contamination and 

Seasonal Variation of Metals in Soils, 

Plants and Waters in the Paddy Fields 

Around a Pb-Zn Mine in Korea 

The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1999
강주명 교수

(서울대학교)

An Analytic Approach for Pressure 

Transients of Fractally Fractured 

Reservoirs with Variable Aperture

In Situ

2000
성원모 교수

(한양대학교)

Analysis of Two-phase Fluid Flow 

through Anisotropic Media Using 

FEM-Permeability Tensor Transient 

Model

Geosystem Engineering 

2001
송영수 교수

(전북대학교)

최적합 전극 배열 선정을 위한 전기비저

항 토모그래피 실험 연구

한국자원공학회지

<제37권 제6호> 

2002
최종근 교수

(서울대학교)

Advanced Two-Phase Well Control 

Analysis

Journal of Canadian 

Petroleum Technology

2003
송윤호 박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High-frequency Electromagnetic 

Impedance Method for Subsurface 

Imaging

Geophysics

2004
김주용 교수

(광주과학기술원)

Stabilization of Available Arsenic in 

Highly Contaminated Mine Tailings 

Using Iron

Environmental Science & 

Technology

2005
장희동 박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Synthesis of Lithium-Cobalt Oxide 

Nanoparticles by Flame Spray 

Pyrolysis

Aerosol Science and 

Technology

2006
조희찬 교수

(서울대학교)

A Study on Removal Characteristics of 

Heavy Metals from Aqueous Solution 

by Fly Ash

Journal of Hazardous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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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수상자 제목 게재지

2007
최성웅 교수

(강원대학교)

Development of an Asymmetric 

Influence Zone Technique for 

Subsidence and Displacement 

Prediction of Moderately Dipping 

Extractions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지

<제43권 제4호> 

2009
이근상 교수

(경기대학교)

폴리머공법에 의한 유동도 제어 프로세스

의 수치 시뮬레이션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지

<제45권 제5호> 

2010
박천영 교수

(조선대학교)

광양 폐금광산에서 생성되는 산성광산 배

수와 황갈색 철수산화물의 지화학적 성분

에 대한 계절적 변화 특성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지

<제46권 제2호> 

2011
안주성 박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공학적 고화층 형성 복토시스템을 위한 

광미 고형화/안정화 기법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지

<제47권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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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당장학금 수혜자

이당장학금 수상 관련

본 학회 이당 홍준기 교수의 출연에 의한 이당장학사업을 1993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

며, 매년 4개 대학에 각 1명씩 추천받아 수여하고 있다.

이당장학금 수상자

1993년도
강원대학교, 동아대학교 

삼척대학교, 서울대학교

1994년도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조선대학교

1995년도
청주대학교(최희정), 한양대학교(이민주)

강원대학교(김병주), 동아대학교(정재원)

1996년도
배재대학교(황수미), 삼척대학교(김민철)

서울대학교(나태근), 인하대학교(김도균)

1997년도
세명대학교(황범순), 전남대학교(최은영) 

조선대학교(류복현), 전북대학교(김학명)

1998년도
청주대학교(우병주), 한양대학교(김만식) 

강원대학교(이병철), 동아대학교(윤소현)

1999년도
상지대학교(이승한), 삼척대학교(김동훈) 

서울대학교(김근미), 세명대학교(마지연)

2000년도
인하대학교(박현서), 전남대학교(김기완) 

전북대학교(이  도), 조선대학교(김승현)

2001년도
청주대학교(이경운), 한양대학교(이명준)

강원대학교(김기환), 동아대학교(최준용)

2002년도
삼척대학교(최정근), 상지대학교(김은철)

서울대학교(신기혜), 세명대학교(조원형)



 203

2003년도
     인하대학교(유성호), 전남대학교(이한별)

     전북대학교(윤점동), 조선대학교(강동창) 

2004년도
     청주대학교(정병걸), 한양대학교(이혜영)

한국해양대학교(김영준), 강원대학교(이종빈)

2005년도
     동아대학교(권기호), 삼척대학교(이상민)

   상지대학교(이은나래), 서울대학교(장우근)

2006년도
      세명대학교(김명수), 전남대학교(정   민)

      전북대학교(이희광), 조선대학교(김승은)

2007년도
     강원대학교(원종운), 동아대학교(정효재)

한국해양대학교(권순일), 한양대학교(윤대웅)

2008년도
      상지대학교(김태두), 서울대학교(손   진)

     전남대학교(고명수), 전북대학교(진동환)

2009년도
          조선대학교(김계민), 한국해양대학교(김동호)

      한양대학교(박승렬), 강원대학교(김미영)

2010년도
     동아대학교(고아라), 강원대학교(최민규)

     상지대학교(이시경), 서울대학교(정지은)

2011년도
     세종대학교(방주현), 인하대학교(고관민)

     전남대학교(최민규), 전북대학교(안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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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학회 회원 회비

일시
정회원 및 준회원 학생회원

종신회원
입회비 연차회비 입회비 연차회비

1966 100원 400원 100원 200원 8,000원

1969 500원 1,000원 500원

1974 500원 1,500원 500원 20,000원

1976 500원 2,000원 500원 25,000원

1978. 1 1,000원 3,000원 1,000원 1,000원 30,000원

1981. 4 4,000원 6,000원 4,000원 2,000원 200,000원

1986. 4 5,000원 10,000원 5,000원 2,000원 200,000원

1991. 1 5,000원 15,000원 5,000원 2,000원 300,000원

1992. 1 10,000원 20,000원 5,000원 10,000원 300,000원

1992. 6 10,000원 20,000원 5,000원 10,000원 400,000원

1996. 4 10,000원 20,000원 5,000원 10,000원
50세 이상 : 200,000원 

50세 미만 : 300,000원 

1997. 6 10,000원 30,000원 5,000원 15,000원
50세 이상 : 250,000원

50세 미만 : 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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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지 관련 규정

 1963년 9월 23일 제정

 1974년 3월 1 1일 1차 개정

 1981년 11월 20일 2차 개정

 1986년 5월 29일 3차 개정

 1994년 3월 1 1일 4차 개정

 2000년 2월 1 1일 5차 개정

 2000년 12월 12일 6차 개정

2003년 1월  1일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 투고규정으로개정

 2004년 2월 13일 1차 개정

 2006년 1월 1일 2차 개정

 2008년 10월 2일 3차 개정

 2009년 2월 18일 4차  개정

 2009년 12월 9일 5차 개정

 

  

대한광산학회지 투고 규정 (1963. 9.23)

1. . 보문은 본지에 투고하기 전에 다른 잡지에 원보로서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최근 2년 이내에 외국잡지에 발표된 논문도 본지에 투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반

드시 국문으로 고치고 또 원보가 발표되어 있는 잡지명, 호수 및 공저자의 이름을 명

기하여야 한다. 

2. . 보문의 투고는 회원에 한한다. 단 공동연구자는 회원이 아니라도 무방하다.

3. .원고의 선택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원고 중의 문구를 필요에 따라 가감 수정할 수 있다.

5. .보문의 수리일은 본 학회에 도착한 날로 한다.

6. . 보문은 200자 원고지에 횡서로 써서 투고하되 40면 이내이어야 한다. (표, 그림 등을 

포함)

7. . 보문을 외국어로 발표하려는 경우에는 약 21×26cm 용지에 한줄 건너 타자한 것 20

면 이내이어야 한다. (표, 그림 등을 포함)

8. . 보문의 개요는 영어, 불어 또는 독어로 기술하여 본문 앞에 넣어야 한다. 외국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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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하는 보문에는 국문으로 된 개요(800자 이내)를 붙여야 한다.

9. . 모든 표, 그림, 선도의 설명은 영어나 불어 또는 독어로 하여야 한다.

10.. 그림 선도(線圖)의 원본은 백지에 깨끗이 먹으로 그려야 하며 모든 설명은 사본에 적

어 넣어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1.. 인용문헌은 저자명, 년, 제목, 권, 페이지의 순서로 써서 본문 끝에 모아야 한다. 

12.. 수량과 단위는 되도록 metre법을 사용하고 원어로 기입하여야 하며 숫자는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13.. 고유명사는 반드시 원어로 써야 한다.

14.. 다음의 경우에는 실비를 징수한다. 

  a) 사진판에 아트지를 사용하는 경우. 

  b) 불결한 도면을 증정 또는 청서하는 경우.

15.. 본 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별쇄는 20부까지 저자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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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지 투고 규정 (2009.12.9)

1. .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지(이하“본지”라 칭함)에는 연구논문, 기술보고, 논평 및 회신, 

총설, 해설을 게재하며, 부록으로 기사·정보·소식 part를 게재한다. 단, 총설은 특

별기고형 원고로 학회에서 저자에게 청탁한다. 본지는 격월간으로 매 짝수 월 말일에 

발행한다.

2. . 투고자는 원칙적으로 본 학회의 회원에 한한다. 단, 초청기고자는 예외로 한다. 또한 

투고자는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3. . 제출된 원고의 접수일은 본 학회에 도착한 날로 한다.

4. . 투고자는 학회 투고신청서 양식, 원고, 저자사진 및 약력 파일을 학회에 제출한다.

5. . 원고는 다음의 요령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1). 사용문자는 한글과 영문 중 택일하고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단 한글로 작성

할 경우 한자를 혼용할 수 있으며, 용어는 가능한 한 한글을 사용하고 부득이한 경

우에만 원어로 표기할 수 있다.

    (2). 원고의 작성은 A4용지(210mm×297mm)에 타자기나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한 줄씩 건너서 타자하여 작성하고 각 변에서 2.5cm 씩 여백을 남긴다.

    (3). 본문, 그림, 표, 사진 등 모든 내용을 포함하여 5항(2)에 의거 작성된 원고 20쪽 

(본지 인쇄기준으로는 8쪽) 내외로 한다.

    (4). 초록은 한글(450자 내외)과 영문(150단어 내외)으로 각각 작성한다.

    (5). 원고는 다음의 순서대로 작성한다.

       가) 한글 원고 제목

       나) 한글 저자명 및 소속 기관명

       다) 영문 원고 제목

       라) 영문 저자명 및 소속 기관명

       마). 한글원고는 영문 초록 및 한글 초록의 순서, 영문 원고는 한글 초록 및 영문초록의 순서

로 작성

       바) 한글 주요어 및 영문 key words(5개 내외)

       사) 본문(서론, 이론, 실험방법, 결과 및 고찰, 사용문자의 정의 및 단위)

       아) 사사

       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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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부록

       카) 저자약력

(6). 같은 저자에 의해 쓰여진 원고를 2회 이상으로 나누어 게재하는 경우 연속하여 동일 

제목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일련번호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원고제목에는“ ~을 중

심으로”등과 같은 부제목을 사용할 수 없다.

(7). 그림은 트레이싱지에 먹물로 깨끗이 그리거나 이와 동등한 질의 그림이어야 한다. 그

림의 크기, 선의 굵기, 삽입글자의 크기는 본지의 반단(가로 6.5cm) 또는 전단(가로

14cm)으로 인쇄되는 것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8). 그림의 설명은 그림의 하단에 영문으로 표기한다.

  예) Fig. 1. Schematic of editorial review process.

(9). 표의 설명은 표의 상단에 영문으로 표기한다.

  예) Table 1. Comparison between U.S. and Korean editorial review committee

(10). 원고에 삽입된 모든 그림과 모든 표에 대하여, 원고 중 어딘가에 반드시 한 번 이상 

해당 그림 또는 표를 언급하고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11). 수는 모두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12). 단위는 국제표준단위(SI units)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례상 부득이하게 다른 

단위가 필요할 경우, 편집위원장의 승인을 받는다.

(13). 본문에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다음 방법을 따라 한다.

    가) 단독 및 2인의 저자는 모두 기재하고 3인 이상은 첫 번째 저자명만 기재한다. 

         예) 방법(홍길동, 1999), 홍길동(1999)은 …, 이론(Hong and Lee, 2000; Kim et al., 2000),

                홍길동과 이영희(2000)는 …, 홍길동 등(2000)은 …

    나) 본문에 인용된 저자명과 발표년도가 동일할 경우 연도 뒤에 a, b, c로 구분한다.

         예)  방법(김철수, 1999a), 김철수(1999b)는 …, 이론(이영희 등, 2000a), 이영희 등

              (2000b)은 …

(14). 참고문헌은 다음 방법에 따라 기재한다.

    가) . 문헌은 첫 저자명을 기준으로 한글 논문을 가나다순으로 먼저 나열하고, 영문 및 기타 언

어로 작성된 문헌을 그 알파벳 순서대로 나열한다.

    나) . 한글로 쓰여지지 아니한 논문의 경우 저자의 성을 먼저 표기한다.

    다) . 단독저자, 2인의 저자 또는 첫 번째 저자가 동일한 3인 이상의 저자가 동일 년도에 발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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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을 다수(2개 이상) 인용할 경우에 a, b, c 등으로 구분한다.

    라) . 국내·외 학술지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 저자명, 연도, 제목, 학술지명, 권, 호, 쪽의 순으로 

표기하며, 논문제목에는 인용부호를 사용하고 학술지명은 기울임체로 표기 한다.

         예) . 홍길동, 김철수, 1999,“ 극지 자원 개발에 대한 연구,”자원공학회지, 제30권 6호, pp. 

423-432. 

              Hong, K.D. and Kim, C.S., 1996, “A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Natural

              Resources,”J. of Mineral and Energy Resources, Vol. 28, No. 1, pp. 1-10.

              ※ p.(단독페이지 인용), pp.(인용페이지 범위)

    마) . 국내·외 학술발표논문집(proceedings)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 저자, 출판년도, 인용문헌 

제목, 논문집명, 주관 단체명, 개최장소, 개최시기, 인용쪽 순으로 표기하고 논문집명은 기

울임체로 표기한다.

         예) . 홍길동, 이영희, 1999, “자원공학에 관한 연구,” 제30회 자원공학회 발표논문집, 한국

자원공학회, 자원대학교, 서울, 4월 25-26일, p. 5.

              Hong, K.D. and Lee, Y.H., 1999, “Study on Resource Engineering Curriculum,”

               Proc. of the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nergy Resources, AIME, Houston,

              Texas, May 1-4, pp.20-29.

    바) . 단행본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 저자, 발행년도, 저서명, 출판수, 권, 출판사명, 출판사 소재

지, 인용쪽 순으로 표기하며, 단행본명은 인용부호 없이 기울임체로 표기한다.

         예) 홍길동, 1980, 대체자원의 개발과 이용, 제2판, 자원출판사, 서울, pp. 5-8.

              Hong, K.D., Park, J.W., and Choe, A.D., 2000, Energy Resource, 5th Ed., Vol. 2, 

              Korea Press, Seoul, Korea, p.52.

    사) . 국내·외 학위논문을 인용할 경우 저자, 연도, 제목, 논문종류 및 학교, 학교소재지 순으로 

표기한다.

         예) 홍길동, 1992, 자원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자원대학교, 서울.

               Kim, C.S., 1985, A Comparison of Reference Style in Journals, MS Thesis, Resource

              University, USA.

    아) .  참고문헌의 저자는 모두 명기함을 원칙으로 하나 5인 이상의 공동저자의 경우 홍길동 등

과 같이 간단히 표기할 수 있다.

    자) .  전자 출판 학술지 논문(Journal articles in electronic format)을 인용할 경우 저자명, 연도, 

제목, 전자출판 학술지명, 홈페이지 URL순으로 표기하며, 논문에는 인용부호를 사용하고, 

학술지명은 기울임체로 표기한다.

          예) Shanker, T. and Schmitt, E., 2008, “Pentagon weighs strategy to deter terror”, 

              Journal of Time On the Web., http://www.nytimes.com.

    차) .  전자 출판 단행본(Monograph in electronic format)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 저자명, 발행연

도, 저서명, 출판사명 순으로 표기하며, 단행본명은 인용부호 없이 기울임체로 표기한다.

          예) Leonid,S., 2005, CDI, Clinical dermatology illustrated [monograph on CD-ROM],

               CMEA Multimedia Group producers. 2nd ed. Version 2.0. San Diego: CMEA.

    카) .  홈페이지 게시 내용을 인용할 경우 인용내용이 게시된 홈페이지명, 인용 날짜순, URL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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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다.

         예)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 2008.8.10, www.ksge.or.kr.

    (15) 저자약력은 소속, 관심분야 등을 50단어 이내로 작성한다.

6. . 본 학회의 학술 및 기술에 관련된 종합적인 내용이나 새로운 기술의 내용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해설로 게재할 수 있으며, 원고의 작성은 4항 및 5항의 요령에 따라야 한다. 

내용의 양이 5항(3)에서 정한 양보다 많을 때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여러 회로 

나누어 게재할 수 있다.

7. . 본지에 게재된 내용에 대한 논평 및 회신을 게재할 수 있으며, 투고 내용에 대하여는 

본 학회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 후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게재한다. 그 내용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며 근거에 의하여야 하고 게재할 수 있는 양은 5항(2)의 기준으

로 작성된 원고 5쪽(본지 인쇄기준 2쪽) 이내로 한다.

8. . 투고된 원고는 본 학회 심사규정에 의거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편집위원회에서 게

재 여부를 결정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투고자에게 원고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9. . 본지에 투고 또는 게재가 결정된 원고에 대하여 본회의 정한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별도로 추가하여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심사료 (논문 투고 시)

구분 일반원고 긴급원고

저자부담금 - 100,000원

  

  (2) 게재료 (학회지 발행 후)

구분 면수 게재료

기본게재료
1p-8p 면당 20,000원

8p초과 면당 40,000원

긴급논문

게재료

1p-8p 면당 40,000원

8p초과 면당 60,000원

    (3) 별쇄본 (30부)

       가) 발행호 인쇄 전 신청 :  20,000 원

       나) 발행호 인쇄 후 신청 : 100,000 원

     (4) 천연색 사진 등 기타 특수인쇄를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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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본회의 특별초청에 의해 게재된 원고는 게재료의 징수를 면제하며 본회의 정한 바에 

따라 원고료를 지불할 수 있고, 또한 주저자가 외국기관 소속인 원고로서 게재가 확

정된 원고는 본회의 정한 바에 따라 게재료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11.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원고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1) 투고규정에 맞지 않는 원고

     (2) 본 학회의 학술 및 기술과 관련이 먼 내용의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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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 논문심사 규정 (2010.12.16)

 1994년 4월 11일      제정 

 2000년 9월 15일 1차 개정

2003년 1월 1일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 논문 심사규정으로 개정

 2003년 12월 18일 1차 개정

 2006년 1월 1일 2차 개정

 2008년 10월 2일 3차 개정

 2009년 2월 18일 4차 개정

 2010년 12월 16일 5차 개정

 

  

1. .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본 규정에 따른다. 또한 기술보고, 단신, 논평, 총설, 해설 등 

원고의 심사 및 채택도 본 규정에 따른다.    

2. . 논문의 심사는 3명의 심사위원에게 의뢰한다. 심사위원은 해당 원고의 심사에 적합한 

편집위원이나 각계의 전문인 중 편집이사의 추천에 의해 편집위원장이 위촉하며, 그 

명단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3. . 심사결과는“게재가”와“게재불가”로 판정하고,“게재가”의 경우는“수정 없이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그리고 ”수정 후 재심“으로 구분한다.

     (1). “게재가” 중 “수정 없이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은 이를 수정 없이 채택한다.

     (2).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 후 편

집이사와 편집위원장이 이를 확인하여 채택한다.

     (3).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해당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한다. 단, 2차 심사부터는 수정 후 재심을 요청할 수 없다.

4. . 심사내용은 저자에게만 통보하고 공개하지 아니한다.

5. . 논문의 내용이 독창성은 인정되나 아래의 어느 항에 해당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하고 해당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내용의 서술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2). 그림과 표에 관한 표시 및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와 일관성

이 없는 경우

     (3). 기타 불필요한 내용의 삭제 또는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 논문의 내용이 아래의 어느 항에 해당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게재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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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판정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심사평란에 지적하여야 한다.

     (1). 독창성이 뚜렷하지 아니할 경우

     (2). 논문의 연구결과가 이미 발표된 연구결과와 뚜렷한 차이가 없는 경우

     (3). 기타 본 회지에 게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7. . 논문이 본 학회 투고규정에 맞지 아니하다고 편집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 외국어로 작성된 원고가 그 문맥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해독이 곤란할 경우에는 편

집위원회 또는 심사위원이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하거나 한글로 재작성하여 재투고를 

권고할 수 있다.

9. . 한 심사위원과 다른 두 심사위원이 각기 다른 판정을 하였을 경우 과반수인 두 심사위

원의 판정 결과에 따라 채택 가부를 결정하고, 만일 채택가부의 결정이 불분명할 때

에는 편집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여 가부를 결정하며, 여기서도 판정이 곤란한 경우에

는 편집위원장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10.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이나 원고의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

한다. 단, 편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그 권한의 업무를 편집이사나 편집간사에게 위

임할 수 있으며, 최종 게재여부 판정권자가 논문의 내용 및 기타사항이 심사위원에 

의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판정하여 게재여부의 결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편집

위원회에 회부하여 검토한 결과에 따른다.

11. . 심사위원은 심사를 위촉받아 심사원고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하여 원

고와 서명 날인 한 판정결과 및 심사평을 본 학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12. . 심사위원이 논문의 심사를 위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종결하지 않을 경

우에는 심사의뢰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심사위원이 원고를 본 학회로 즉시 

반송하도록 조치한다.

13. . 본회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그 결과와 심사된 원고

를 저자에게 발송하여 통지하고 수정 보완하도록 한다.

14. . 본회는 논문의 심사가 완료된 경우, 심사완료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해당사항을 논

문의 주저자에게 통지한다.

15. . 심사위원에게는 본 학회의 정한 바에 따라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16. . 논문의 최초 접수일 이후, 1년이 경과하여도 논문 심사과정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편집위원회가 해당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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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2005.1.1)

 2000년 9월 15일 제정

2003년 1월 1일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 편집위원회 규정으로 개정

 2005년 1월 1일 1차 개정

 

1. . (목적)   본 규정은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지(이하 “학회지”라 칭함)와 영문학회지인 

Geosystem Engineering 등 정기간행물과 이사회에서 위임한 부정기적 간행물을 편

집하기 위한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 (업무)   본 위원회는 학술지 발간 방침의 수립, 원고의 위촉, 투고된 원고의 심사·채

택·게재시기와 순서, 체재, 기타 학회지 편집 및 간행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3. . (구성)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편집이사 1인, 그리고 25명 내외(위원장 및 편집이

사 제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장은 부회장 중 편집·학술담당 부회장을 회

장이 임명하며, 편집이사는 당연직 편집위원이며, 편집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

장이 임명한다. 편집위원 선정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 편집위원은 저명 국제학술지(SCI 등)에 연구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전문 

학술지에 연구논문 발표실적이 있는 회원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 지구시스템공학에 관련된 전문분야(지구화학·자원지질, 물리탐사·지구물리, 자원개발, 암

반·지하공간, 자원소재·활용, 석유·가스, 자원환경, 자원경제·정책)별로 위원들이 적절

히 분포하도록 구성한다.

    ③ . 각 분야별 편집위원 구성은 학계·연구소·산업계를 안배하며, 편집위원 선정이 동일기관

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4. . (회의)   위원회는 각 호 발행을 위한 편집위원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별도 소집할 수 있고, Cyber Meeting방식으로 개최할 수도 있다.

5. . (예산)   편집위원회는 차년도 학회지 및 부정기 간행물의 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일반

회계예산수립 이전에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 . (임기)   임기는 임원의 임기(2년)와 같이하고 연임할 수 있다.

7. . (기타)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주재한다. 다만, 위원장 유고 시에는 편집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그 외에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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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이 규정은  2000년 9월 15일 이사회가 결의한 때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논의·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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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 연구윤리 규정

 2007년 11월 15일  제정

 2008년 10월 2일 1차 개정

 2009년 12월 9일 2차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이하“학회”라 한다.) 회원 및 학회주

관 출판물의 연구 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본 규정은 학회 주관의 학술행사, 연구사업, 학술지 등 출판사업, 교

육사업 등의 학술활동에 참여하는 연구자 및 연구논문을 제출하는 연구자에게 적

용한다.  

제3조. (적용범위)   본 학회의 연구윤리 범위는 특정 연구 분야의 윤리 및 진실성에 관하

여 국가기관의 상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의

한다.

제4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본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 부정행위(이하“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

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행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② . “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

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 “ 표절” 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

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⑥ .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⑦ . 이외에도 학회 자체적으로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를 포함할 수 

있다.

제5조. (검증시효)   제보는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처리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후속연구가 진행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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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제보자의 권리보호) 

      ① .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② . 제보자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

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

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 .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학회는 제보자가 신고를 이

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④ .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

우 이를 학회에 요구할 수 있다. 

      ⑤ .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7조.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① .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수

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

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 되지 아니한다. 

      ② . 학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③ .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이를 학회

에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및 권한)   본 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학회 이사회 아래

에 두고 학술담당부회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편집위원 중

에서 5~10인을 선임한다. 단 피조사자는 위원 또는 당연직으로 참여할 수 없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

과 준비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제9조. (연구 부정행위의 조사 및 결과 보고)   본 학회의 학술활동과 관련한 연구윤리 문

제가 접수되면 학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에 사안을 통보하고, 조사와 결과보고를 

의뢰한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6개월 이내에 

보고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① 제보의 내용

      ②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③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및 회의록

      ④ 해당 연구에서의 부정행위의 범위와 사실 여부 판단

      ⑤ 관련 증거 및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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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검증원칙)   부정행위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연구윤리위원회에 있으며, 연

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

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회에서는 동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후속조치)   조사 결과 연구 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

정될 경우, 학회는 해당 연구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연구 부정행위가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부정행위의 경감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

다.

      ① 연구 결과물에 대한 취소 또는 수정 요구

      ② 연구 결과물의 게재 취소(기출간물의 경우 유관기관에 취소 공문 발송)

      ③ 적정 기간 회원자격 상실

      ④ 제명

      ⑤ 법률기관에의 고발 등

제12조. (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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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학회 정관

대한광산학회 정관 (1964. 5)

제1조  본회는 사단법인 대한광산학회라 칭한다.

제2조  본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가 103번지에 둔다.

제3조 . 본회는 한국의 광산학을 전공한 학자 및 기술자가 단합하여 친선을 도모하며 광

산학술 향상과 국책에 순응하여 광업진흥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좌기의 사항을 행한다.

一. 광산학술에 관한 연구, 조사, 지도 및 보급

二. 광산학술에 관한 강연회, 전람회 개최

三. 광산학술에 관한 도서 및 잡지 간행

四. 광업정책건의

五.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전공

제5조  본회 회원은 좌의 3종으로 한다.

一. . 명예회원-학식, 덕망이 높은 국내외인사로서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추대한다. 

二. . 찬조회원-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인사 또는 단체로서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정한다.

三. . 정회원-광산학을 전공한 학자 및 광산기술자로서 상임이사회의 심사를 받은 

자는 본회 정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  본회에 좌의 기관을 둔다.

一. 총회-정회원으로서 조직한다.

二. 이사회-총회에서 선출한 이사로서 조직한다.

三. 상임이사회-이사회에서 선출한 상임이사회로서 조직한다.

四. 각종전문위원회-상임이사회에서 선출한 각종 전문위원으로 조직한다.

제7조 . 각 기관의 기능은 여좌하다.

一. 총회

 1. 정관의 개정

 2. 해산의 의결

 3. 이사 및 감사의 선임

 4. 각 기관의 사업보고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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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업계획 및 예산 및 결산의 의결 

二. 이사회

 1. 회장 및 부회장의 선임

 2. 상임이사의 선임

 3. 고문 및 명예회장의 추대

 4. 총회에 제출할 의안작성

 5. 총회에서 위임한 전공의 의결 및 집행

 6. 기타 중요한 사항의 의결 및 집행

三. 상임이사회

 1. 각 전문위원의 선임

 2. 총회의 예산편성 및 결의된 예산의 집행

 3. 이사회의 결정한 사항의 집행

 4.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의결 실행

 5. 기타 중요사항의 집행

四. 각종전문위원회

 1. 상임이사회에서 결정 또는 위임한 사항의 연구 심의

 2. 회장의 자문사항에 대한 협의

 3. 담당사업에 필요한 조사연구 

제8조 . 본회에 좌의 임원을 둔다.

一. . 고문-약간 명, 본회의 고문에 응하며 각종 회의에서 본회 목적달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한다.

二. . 회장-1명, 이사를 겸임하고 본회를 대표하여 회의 일절사무를 총리하며 각 

회의의 의장이 된다.

三. . 부회장-2명, 이사를 겸임하고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연장순위로 

회장을 대리한다. 

四. . 이사-6명 내지 10명, 이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五. . 상임이사-1명 내지 10명, 상임이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六. . 각종전문위원-각 약간 명, 각종전문위원회의 구성원이 된다.

七. 감사-2명, 감사는 본회의 업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八. 본회의 사무를 처리키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9조 . 이사(회장 및 부회장 포함)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

아야 하고 그 임기는 2년간으로 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존기간으

로 한다.

제10조 . 본회의 회의는 여좌하다.

一. . 총회-총회는 매년 4월중에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이사회의 요청에 의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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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 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개회성원은 정회원과반수 이상의 출석을 요한다.

二. . 이사회-이사회는 회장이 필요시에 이를 소집한다.

     개회성원은 이사 과반수이상의 출석을 요한다.

三. . 상임이사회-상임이사 3분지 1의 요구가 유할 시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四. . 각종전문위원회-이사회의 예에 준한다.

五. 기타회의

제11조 . 각종회의의 의결은 출석인원의 다수결로서 정하고 가부동수인 시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12조 . 총회이외의 각종 회의는 집합을 생략하고 서면결의로서 할 수 있다.

제13조 . 각종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제14조  재정

一. 본회 경비는 좌기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비 - 회비는 정회원 100원의 입회금과 정회원 400원의 연차회비로 한다.

  2. 찬조금

 3. 보조금

  4. 잡수입

二.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三. . 각 항목의 예산외 지출은 전체예산을 초과치 않는 한 상임이사회의 결의로서 

집행할 수 있다.

四. . 추가예산 및 특별예산이 필요할 시는 이사회의 결의를 요한다. 긴급 시는 상

임이사회의 결의로서 지출하고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규약을 위반한 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제명 처분

한다.

제16조 . 본회를 해산할 시는 본 회원 3분지 2 이상의 동의를 득한 후 주무부장관의 인하

로서 해산한다. 단 해산할 시는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다.

제17조 . 본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허가일로부터 시행하며 정관 변경 시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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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 정관 (2012. 1. 현재)

제 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구시스템공학에 관련된 학문(지구화학·자원지질, 물

리탐사·지구물리, 자원개발, 암반·지하공간, 자원소재·활용, 석유·가스, 자원

환경, 자원경제·정책 등)을 전공한 학자 및 기술자가 친선을 도모하며 학문 및 기

술을 향상시키고 국책에 순응하여 관련산업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라 칭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업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35-4번지에 

둔다.

제4조. (사업)   이 법인은 제1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학술에 관한 연구조사 수집 및 보급

2. 연구발표회 강연회 및 강습회 개최

3. 회지 및 도서의 발행

4. 연구용역업무 

5. 학술활동의 장려 및 연구사업의 표창

6. 기타 목적사업에 필요한 부대사업

제5조. (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 이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

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2장 회  원

제6조. (회원자격)   이 법인은 다음과 같은 회원을 둔다.

1. 정회원

   정회원은 지구시스템공학에 관심을 갖는 개인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거친 자

2. 학생회원

   학생회원은 대학에서 지구시스템공학에 관련된 과정을 수학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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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예회원

   명예회원은 학식덕망이 높은 국내외 인사

4.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

제7조. (입회)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회된다.

1. .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회원 2인의 추천을 얻어 이사회의 회장단의 승인을 받아 입

회금과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2. . 학생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회원 1인의 추천을 얻어 이사회의 회장단의 승인을 받아 

입회금과 회비를 납입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3. . 명예회원은 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 특별회원은 이사 2인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의무)   이 법인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

무를 갖는다.

제9조. (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 (회원의 제명)   이 법인의 회원 중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 결의로서 

회장이 정권(停權) 또는 제명할 수 있다.

1. . 2년 간 회비를 체납하였을 때

2. .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 3장 임  원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3명

3. 이사 15명 이내 (회장, 부회장 포함) 

4. 명예이사(전임회장, 부회장)

5. 감사 2명

제12조 (임원의 선출방법과 임기) 

① 회장은 평의원회에서 평의원 중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2년 임기의 단임으로 한다.

② 부회장은 평의원회에서 평의원 중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2년 임기로 한다.

③ . 이사는 평의원 중에서 신임 회장단이 선출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으며, 2년 임기로 

한다.

④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하며 2년 임기로 한다. 다만, 감사는 평의원을 겸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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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시에는 평의원 중에서 보선할 수 있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

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① . 회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괄하며 총회, 이사회 및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회장의 대행자는 부회장 3인 중 평의원회에서 선

출한다. 단 대행기간은 잔여임기에 한한다.

③ . 이사는 이사회에서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

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4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평의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 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 제 3호의 통고(統告)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요

구 하는 일

5. .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에 의견을 반영하는 일

6. 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 4장 총  회

제15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임원선출에 대한 인준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제 5장 기타 중요사항

제16조 (총회의 소집) 

①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 1회 10월경에, 임시총회는 수시 회

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 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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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총회의결정족수) 

① . 총회는 재적회원 5분지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이 서면위

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② .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可不同數)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18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 14조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때

     3. 회원 3분지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 총회소집권자가 궐위(闕位)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지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 전항(前項)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19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

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융 및 재산의 수수(授受)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써 회원 자신이 법인과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6장 평의원회

제20조. (평의원의 정수)   이 법인에는 50명 이상 60명 이내의 평의원과 명예평의원(전직

회장 및 전직부회장)을 두며, 명예평의원은 평의원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가진

다. 다만 명예평의원은 평의원정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평의원회에 출석할 시

에는 출석 평의원 수에 포함된다.

제21조. (평의원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출 및 이사의 인준

2.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단,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의 승인을 제외한다.

3. 기타 긴요한 사항 

제22조. (평의원의 선출방법과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차기 평의원 

선출시점까지로 하며 그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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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이사회에서 전 회원의 추천을 받은 신임평의원 후보자 100명을 선출, 전 회원에게 알린다.

2. . 전 회원은 신임평의원 후보자중 50명 내지 60명의 범위에 해당하는 후보자에게 서면 투

표하여 그중 득표순으로 평의원 정수의 70%에 해당하는 인원을 선출한다.

3. . 제 2호에서 선출된 평의원 이외의 잔여평의원 30%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4. . 평의원의 결원은 보선하지 않는다.

제23조. (평의원회의 소집)   평의원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 

10일전까지 회의안건을 발송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4조. (평의원회의 정족수)   평의원회는 선출된 평의원 정수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의사는 출석평의원 (명예평의원 포함)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

만, 가부동수(可否同數)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5조. (평의원회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평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 재적평의원 과반수로부터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평의원회 소집요구가 궐위(闕位)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10일 이상 평의원회

     의 소집이 가능할 때에는 재적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제 2항에 의한 평의원회는 출석 평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 7장 이 사 회

제26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 및 평의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준하는 사항

6. 기타 중요 사항

제27조. (이사회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만 개회된다. 명

예이사는 정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출석 시에는 의사개진 및 표결권을 가진다. 

          단, 이사는 서면위임으로 참석이 가능하나 이사회 개최는 이사정수의 3분지 1이

           상이 반드시 출석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

          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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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가부동수(可不同數)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 14 조 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이사회소집권자가 궐위(闕位)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10일 이내에 이사

          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제 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 8장 자산 및 회계

제30조. (자산 및 회계)   이 법인의 재정은 다음 수익금으로 유통한다.

1. 회원의 회비

2. 찬조금      

3. 보조금

4. 잡수입

제31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회계년도에 따른다.

제32조. (세입세출예산)   이 법인의 신임 임원진은 세입세출예산을 매 회계년도의 개시 

전 정기추계총회까지 편성하여 사업계획서와 함께 정기총회에 상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제33조. (예산외의 채무 부담 시)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무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

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 (서면결의 금지)   평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사를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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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칙

제35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코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지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감독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36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잔여재산을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 귀속한다.

제37조. (정관개정)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코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지 2이상의 찬성

과 총회출석회원과반수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득하여 한다.

제38조. (시행세칙) 이 정관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

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 (정관효력) 이 정관의 효력은 등기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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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한광산학회 회원명단(1965.11.30)

정회원

성   명 출 신 교 재 직 처

가

강형진 서울공대 대한석탄공사 기술연구소

구광서 서울공대 강원탄광

권숙문 서울공대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권시열 서울공대 대한철광

권오선 전북공대 전북대학교 공과대학 광산과

권태흥 한양공대 태흥광업주식회사 물금광업소

김갑형 서울공대 대한철광본사기술과

김귀열 만주신경공대 물금광업소

김규일 일본큐슈대 인하공과대학 광산과

김규현 한양공대 대한석탄공사

김기동 한양공대 대한중석 상동광업소

김난영 서울공대 서울대학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광산과

김대준 서울공대 대한중석 상동광업소

김덕규 서울공대 대한중광 상동광업소

김동기 서울공대 서울대학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광산과

김만섭 서울공대 미네소타 상공부 광무국 연료과

김병래 서울공대 상공부 광무국 연료과

김병식 서울공대 성태탄광

김봉빈 경성광전 경원산업 정선광업소

김봉집 조선공대 대한석탄공사 영월광업소

김상일 일본아키타광산전문 대한석탄공사 은성광업소

김상회 서울공대 대명광업 무극광업소

김성범 서울공대 대한석탄공사 영월광업소

김소웅 인하공대 함태탄광

김순창 서울공대 뉴욕대학 대한석탄공사

김승욱 경성광전 한국광업제련공사

김 영 서울공대 대한석탄공사 은성광업소

김영기 한양공대 봉명흑연광업소

김영배 서울공대 대한철광본사

김영원 서울문리대 대한탄광 옥동광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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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출 신 교 재 직 처

김영호 한양공대 대한석탄공사 영월광업소

김용재 일본아키타광산전문 광성광업주식회사

김월진 서울공대 대한석탄공사 영월광업소

김유선 경성광전 강원탄광

김윤덕 서울공대 대한철광주식회사 본사

김익수 서울공대 성태탄광

김익중 서울공대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김재극 서울공대 서울공대 광산과

김재영 서울공대 대한탄광 옥동광업소

김재한 흥아공전 대한탄광 옥동광업소

김재훈 한양공대 대한탄광 옥동광업소

김정열 아키타광전 대한석탄공사

김정수 한양공대 대한석탄공사 기획과

김정수 인하공대 함태탄광

김종석 큐슈제대 공학부 서울공대 광산과

김종서 한양공대 봉명흑연

김종한 서울공대 대한석탄공사 본사

김준배 일본메이지광산전문 전북대학교 공과대학

김진만 서울공대 서울대학원 대한석탄공사 기술연구소

김추석 서울공대 강원탄광

김흥도 인하공대 함태고목탄광

김희규 한양공대 대한탄광 옥동광업소

나

노세환 한양공대 상공부 광무국 광산보안과

다

도 성 인하공대 대한중석상동광업소 채광과

라

라인구 서울공대 대한석탄공장사 생산기사실

마

문극이 전북공대 청주대학 광산과

민완식 경성광전 한국광업제련공사

바

박가수 한양공대 대한석탄공사 영월광업소

박광표 서울공대 태흥광업주식회사 물금광업소

박길동 전북공대 대한중석 상동광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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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출 신 교 재 직 처

박복국 서울문리대 대한탄광 옥동광업소

박선규 경성광전 대한석탄공사 본사

박승순 서울공대 대한석탄공사 영월광업소

박용덕 대동공대 대한석탄공사 영월광업소

박용수 서울공대 대한석탄공사 영월광업소

박의용 서울공대 상공부 광무국 광산보안과

박재선 한양공대

박홍민 서울공대 전북대학교 공과대학

박희봉 서울공대 대한석탄공사 은성광업소

배기창 한양공대 대한탄광 옥동광업소

배세훈 한양공대 봉명흑연

백봉근 서울공대 봉명흑연

백사익 경성광전 대한석탄공사 본사

사

서영길 서울공대 강원탄광

서영범 한양공대 봉명흑연본사

선우길영 대동공전 대한석탄공사 본사

성영환 서울공대 함태탄광

손병찬 경성광전 일본구대 인하공대

송기일 서울문리대 대한탄광

송병진 서울공대 성림광업주식회사

송성봉 서울공대 강원탄광

송재규 서울고대 대한석탄공사 본사

송태윤 신경공대 대한석탄공사 기술연구소

신동명 서울공대 대한중석 상동광업소

신방섭 전남공대 전남대학원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신상희 서울공대 대한석탄공사 은성광업소

신윤수 서울공대 상공부 광무국 연료과

신은순 서울공대 경원산업주식회사

신철우 서울공대 대한중석 상동광업소

심종섭 서울공대 함태탄광

아

안광회 조선공대 조선대학 광산과

안병덕 서울공대 대한철광 양양광업소

안재휴 서울공대 서울대학원 대한석탄공사 기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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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회원

성   명 출 신 교 직 장 주 소

김기두 경성공업 광성광업주식회사

박정열 조선전업 기수양성소 대한석탄공사 은성광업소

이근남 삼척공고 강원탄광

이영식 태백공고 강원탄광

이청락 부산평화고 강원탄광

장재선 경성공업 대명광업 무극광업소

학생회원

성   명 학   년 학 교 명

원인재 3 서울공대

윤여환 3 서울공대

윤우석 3 서울공대

성   명 출 신 교 재 직 처

염창록 한양공대 상공부 광무국 광무과

오재현 와세다대 대학원 인하공대

유시영 서울공대 대한석탄공사 본사

유운태 인하공대 태흥광업주식회사 물금광업소

유인동 전북공대 서울공대 광산과

유 종 경성고등공업 대한탄광

유환규 서울공대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유희철 서울공대 함태탄광

윤병권 서울공대 대한석탄공사 본사

윤왕수 서울공대 태흥광업주식회사 물금광업소

윤종만 서울공대 함태탄광

윤태성 한양공대 대한탄광 옥동광업소

이강문 경성광전 전북대학교 공과대학 광산과

이경운 서울공대 서울대학원 서울공대 광산과

이광모 서울공대 대한석탄공사 본사

이광석 서울공대 대한석탄공사 영월광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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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평의원 명단

1983~1985년 평의원 명단

번호 성 명   소 속 번호 성 명 소 속

1 구자학 한국동력자원연구소 31 류관희 대한광업진흥공사

2 권숙문 전남대학교 32 윤석구 남방개발

3 권순묵 함태탄광 33 윤한욱 대성탄좌

4 김규현 대한광업진흥공사 34 이기명 영풍광업

5 김두영 인하대학교 35 이기정 대성탄좌

6 김만섭 한국동력자원연구소 36 이경상 삼미광업

7 김병식 옥동탄광 37 이기성 대한광업진흥공사

8 김상회 태영광업 38 이정인 서울대학교

9 김순창 조선대학교 39 이주락 대한석탄공사

10 김 영 대한중석 40 이희근 서울대학교

11 김웅수 강원대학교 41 임상택 주식회사 봉명

12 김원조 한국동력자원연구소 42 강병하 삼척탄좌

13 김유선 강원산업 43 전용원 서울대학교

14 김정수 함태탄광 44 전효택 서울대학교

15 김정우 대성탄광 45 정병일 주식회사 봉명

16 노세환 한국동력자원연구소 46 정창근 한국자원엔지니어링

17 박우병 삼척탄좌 47 조남규 동력자원부

18 박우용 청주대학교 48 조동성 인하대학교

19 박홍민 전북대학교 49 조일제 영풍광업

20 백사익 동아콘설탄트 50 조재선 일신산업

21 변정규 한국동력자원연구소 51 조기봉 동력자원부

22 서정희 서울대학교 52 주석복 한양대학교

23 성낙진 대한석탄공사 53 지정만 인하대학교

24 손병찬 인하대학교 54 천병길 삼창광업

25 송성봉 강원산업 55 최기호 대한광업회

26 송재규 대한석탄공사 56 최향순 삼척탄좌

27 송태윤 대한광업진흥공사 57 채현식 유창물산

28 신병우 한양대학교 58 현병구 서울대학교

29 염창록 석탄협회 59 홍영표 대한석탄공사

30 오재현 연세대학교 60 황기엽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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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1987년 평의원 명단

번호 성 명   소 속 번호 성 명 소 속

1 구자학 동력자원연구소 31 신방섭 전남대학교

2 권숙문 전남대학교 32 신병우 한양대학교

3 권순묵 함태탄광 33 양승진 한양대학교

4 김규현 대한광업진흥공사 34 염창록 한국도시가스협회

5 김두영 인하대학교 35 오재현 연세대학교

6 김만섭 동력자원연구소 36 윤석구 코데코에너지

7 김병식 옥동탄광 37 윤한욱 대성탄좌개발(주)

8 김순창 조선대학교 38 이기명 영풍광업(주)

9 김 영 대한중석광업(주) 39 이기성 대한광업진흥공사

10 김웅수 강원대학교 40 이당훈 동력자원연구소

11 김유선 강원탄광 41 이정인 서울대학교

12 김원조 동력자원연구소 42 이헌기 대한광업진흥공사

13 김인기 동력자원연구소 43 이희근 서울대학교

14 김정수 함태탄광 44 장광택 청주대학교

15 김종대 동아대학교 45 장병하 한·인니개발(주)

16 나인구 대우실업자원개발부 46 전용원 서울대학교

17 노세환 동력자원연구소 47 정병일 (주)봉명

18 류관희 대한광업진흥공사 48 조기봉 동력자원부

19 민경덕 연세대학교 49 조남규 동력자원부

20 민재호 동방광업(주) 50 조동성 인하대학교

21 박우병 삼척탄좌개발(주) 51 조응현 대한석탄협회

22 박홍민 전북대학교 52 조일제 영풍기계공업(주)

23 백사익 동아광업콘설탄트 53 주석복 한양대학교

24 변정규 동력자원연구소 54 지정만 인하대학교

25 서정희 서울대학교 55 채현식 유창물산

26 성낙진 동원탄좌 56 최기호 대한광업회

27 손병찬 인하대학교 57 최향순 삼척탄좌개발(주)

28 송영근 강성탄광 58 한정석 (주)한주

29 송재규 대한석탄공사 59 홍영표 대한석탄공사

30 송태윤 전 광업진흥공사 60 황기화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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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1989년 평의원 명단

번호 성 명   소 속 번호 성 명 소 속

1 구자학 한국동력자원연구소 31 오재현 연세대학교

2 권숙문 전남대학교 32 원용호 동력자원부

3 김규현 대한광업진흥공사 33 윤석구 코데코에너지

4 김두영 인하대학교 34 윤종만 장원광업

5 김만섭 한국동력자원연구소 35 이경상 (주)삼미

6 김병식 옥동광업(주) 36 이경운 한국동력자원연구소

7 김상섭 대한석탄공사 37 이기명 영풍광업

8 김순창 조선대학교 38 이기성 전대한광업진흥공사

9 김웅수 강원대학교 39 이동휘 한국과학기술원

10 김원조 한국동력자원연구소 40 이정인 서울대학교

11 김인기 한국동력자원연구소 41 이종식 대한광업진흥공사

12 김정수 함태탄광 42 이창규 대성탄좌개발(주)

13 김정우 대성탄좌개발(주) 43 이헌기 대한광업진흥공사

14 김종대 동아대학교 44 이희근 서울대학교

15 나인구 대우실업자원개발부 45 장경천 동력자원부

16 노세환 한국동력자원연구소 46 장광택 청주대학교

17 류관희 대한광업진흥공사 47 전효택 서울대학교

18 민경덕 연세대학교 48 정병일 (주)봉명

19 박우병 삼척탄좌개발(주) 49 조남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20 박홍민 전북대학교 50 조동성 인하대학교

21 서정희 서울대학교 51 조동행 인하대학교

22 성낙진 동원탄좌 52 조명승 한국동력자원연구소

23 송성봉 강원탄광 53 조응현 대한석탄협회

24 송영근 강성탄광 54 조일제 영풍기계공업(주)

25 송재규 대한석탄공사 55 주석복 한양대학교

26 신방섭 전남대학교 56 지정만 인하대학교

27 신병우 한양대학교 57 최기호 기호광역

28 신윤수 석탄광지업단사업단 58 현병구 서울대학교

29 안재휴 대륙전선 59 홍영표 대한석탄공사

30 양승진 한양대학교 60 황기엽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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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1993년 평의원 명단

번호 성 명 소 속 번호 성 명 소 속

1 강희태 대한석탄공사 31 오종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 구자학 한국동력자원연구소 32 원용호 동력자원부

3 권숙문 전남대학교 33 류상희 대한광업진흥공사 

4 김규현 대한광업진흥공사 34 류시영 한국동력자원연구소

5 김기주 전북대학교 35 윤 문 동우광업엔지니어링(주)

6 김두영 인하대학교 36 윤석구 대한도시가스(주)

7 김순창 조선대학교 37 윤종만 자원산업연구원

8 김옥배 전북대학교 38 윤지선 청주대학교

9 김웅수 강원대학교 39 윤한욱 대성탄좌개발(주)

10 김인기 한국동력자원연구소 40 이경운 한국동력자원연구소

11 김정우 문경탄광 41 이경한 한국동력자원연구소

12 김종대 동아대학교 42 이기성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13 나인구 대우자원개발(주) 43 이당훈 한국동력자원연구소 

14 노세환 한국동력자원연구소 44 이동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5 민경덕 연세대학교 45 이주락 대한석탄공사

16 박찬훈 인하대학교 46 이정인 서울대학교

17 박태기 한국자원공학회 47 이희근 서울대학교

18 박홍민 전북대학교 48 임한욱 강원대학교

19 서정희 서울대학교 49 장경천 한국석유개발공사

20 서중석 대한광업진흥공사 50 장광택 청주대학교

21 성낙진 동원탄좌개발(주) 51 전효택 서울대학교

22 손헌준 서울대학교 52 정연익 대한광업진흥공사

23 송성태 강원탄광 53 정하영 대한광업진흥공사

24 송재규 동원탄좌개발(주) 54 조동성 인하대학교

25 신방섭 전남대학교 55 조동행 인하대학교

26 안병상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56 조일제 영풍광업(주)

27 안재휴 자원산업연구원 57 주석복 한양대학교

28 양승진 한양대학교 58 진수웅 한자엔지니어링(주)

29 양재열 대한광업진흥공사 59 한대림 서전통상(주)

30 오재현 연세대학교 60 홍영표 삼척탄좌개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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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995년 평의원 명단

번호 성 명 소 속 번호 성 명 소 속

1 강대우 동아대학교 31 류상희 대한광업진흥공사

2 강장신 동서엔지니어링 32 류시영 한국자원연구소

3 구자학 한국자원연구소 33 류효신 한국자원연구소

4 권광수 한국자원연구소 34 윤 문 동우광업엔지니어링

5 권연문 전남대학교 35 윤석구 해외석유개발협회

6 김규현 (전)대한광업진흥공사 36 윤정한 전남대학교

7 김기주 전북대학교 37 윤종만 자원산업연구원

8 김동기 대한광업진흥공사 38 윤지선 청주대학교

9 김순창 조선대학교 39 이경상 대한철광개발주식회사

10 김옥배 전북대학교 40 이경운 한국자원연구소

11 김웅수 강원대학교 41 이경한 한국자원연구소

12 김인기 한국자원연구소 42 이당증 한국자원연구소

13 김종대 동아대학교 43 이동휘 한국기술금융주식회사

14 김향도 대한석탄공사 44 이인성 주식회사 한보에너지

15 노세환 한국자원연구소 45 이정인 서울대학교

16 문현구 한양대학교 46 이지헌 대한광업진흥공사

17 민경덕 연세대학교 47 이희근 서울대학교

18 박재복 대한광업진흥공사 48 임한욱 강원대학교

19 박종남 동아대학교 49 전효택 서울대학교

20 박찬훈 인하대학교 50 정병일 풍원광업엔지니어링(주)

21 서정희 서울대학교 51 정소걸 한국자원연구소

22 손헌준 서울대학교 52 정승환 한국자원연구소

23 송선휴 대한석탄공사 53 정연익 대한광업진흥공사

24 송재규 (전) 주식회사 동원 54 정하영 대한광업진흥공사

25 신방섭 전남대학교 55 조기풍 한국석유개발공사

26 안재휴 자원산업연구원 56 조동성 인하대학교

27 양승진 한양대학교 57 조동행 인하대학교

28 오재현 연세대학교 58 조일제 영풍산업 주식회사

29 오종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59 태수웅 한자엔니지어링주식회사

30 원용호 동력자원부 60 한대림 서전통상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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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998년 평의원 명단

번호 성 명   소 속 번호 성 명 소 속

1 강대우 동아대학교 31 유상희 대한광업진흥공사

2 강장신 동서엔지니어링 32 유시영 한국자원연구소

3 권광수 한국자원연구소 33 유효신 한국자원연구소

4 권병두 서울대학교 34 윤 문 동우광업엔지니어링

5 기경철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35 윤석구 해외석유개발협회

6 김동기 대한광업진흥공사 36 윤종만 자원산업연구원

7 김명균 청주대학교 37 윤지선 인하대학교

8 김옥배 전북대학교 38 이경운 한국자원연구소

9 김융태 (주)벽산엔지니어링 39 이경한 한국자원연구소

10 김인기 한국자원연구소 40 이시우 (주)페트로코리아

11 김종대 동아대학교 41 이인성 정암생명공학연구원

12 김태유 서울대학교 42 이정인 서울대학교

13 김형도 - 43 이지헌 대한광업진흥공사

14 문병길 - 44 이창신 조선대학교

15 문현구 한양대학교 45 이태섭 한국자원연구소

16 민경덕 연세대학교 46 이희근 서울대학교

17 민경원 강원대학교 47 임한욱 강원대학교

18 박재복 대한광업진흥공사 48 장광택 청주대학교

19 배봉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49 전효택 서울대학교

20 서정희 서울대학교 50 정소걸 한국자원연구소

21 손정우 대한광업진흥공사 51 정승환 한국자원연구소

22 손헌준 서울대학교 52 정용본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23 신현국 대한석탄공사 53 조기봉 한국석유개발공사

24 신현호 대한석탄공사 54 조동성 인하대학교

25 안재휴 자원산업연구원 55 조동행 인하대학교

26 양승진 한양대학교 56 조일제 (주)영풍산업

27 양형식 전남대학교 57 최금성 (주)영풍산업

28 엄제현 삼척산업대학 58 최영천 상지대학교

29 오종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59 한대림 (주)서전통상

30 원용호 대한송유관공사 60 황선국 한국자원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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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2000년 평의원 명단

번호 성 명   소 속  번호 성 명 소 속

1 강구선 포항제철 31 양형식 전남대학교

2 강대우 동아대학교 32 오종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3 강장신 동서엔지니어링(주) 33 유상희 자원산업연구원

4 강주명 서울대학교 34 유해수 한국해양연구소

5 권광수 한국자원연구소 35 윤 문 동우광업엔지니어링(주)

6 권병두 서울대학교 36 윤정한 전남대학교

7 기경철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37 윤지선 인하대학교

8 김건득 한국석유개발공사 38 이경운 한국자원연구소

9 김동기 대한광업진흥공사 39 이경한 한국자원연구소

10 김명균 청주대학교 40 이덕원 포항제철 기술연구소

11 김선준 한양대학교 41 이두성 한성대학교

12 김영석 전북대학교 42 이복제 에너지경제연구원

13 김옥배 전북대학교 43 이상규 한국자원연구소

14 김융태 벽산엔지니어링(주) 44 이지헌 전 대한광업진흥공사

15 김종대 동아대학교 45 이창신 조선대학교

16 김태유 서울대학교 46 이태섭 한국자원연구소

17 김형도 석탄합리화사업단 47 임한욱 강원대학교

18 김호영 SK건설 48 전효택 서울대학교

19 류창하 한국자원연구소 49 장병덕 경동탄광

20 문현구 한양대학교 50 정문영 세명대학교

21 민경원 강원대학교 51 정성화 쌍용자원개발(주)

22 민철구 과학기술정책연구소 52 정소걸 한국자원연구소

23 박삼흠 가야산업 53 정승환 한국자원연구소

24 서백수 강원대학교 54 정헌생 한국자원연구소

25 서정희 서울대학교 55 지왕률 동아건설

26 성영환 코오롱건설 56 최영천 상지대학교

27 성원모 한양대학교 57 최우진 수원대학교

28 송규헌 산업자원부 58 최창근 고려아연

29 신현국 대한석탄공사 59 한대림 서전통상(주)

30 신희순 한국자원연구소 60 허대기 한국자원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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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002년 평의원 명단

번호 성 명   소 속 번호  성 명 소 속

1 강장신 동서엔지니어링(주) 31 신희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 강주명 서울대학교 32 심장우 물금개발(주)

3 강헌찬 동아대학교 33 양형식 전남대학교

4 권광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4 오종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5 권병두 서울대학교 35 유상희 자원산업연구원

6 기경철 산업인력관리공단 36 유인걸 대한광업진흥공사

7 김건득 한국석유공사 37 유해수 한국해양연구소

8 김달선 현대건설(주) 38 유효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9 김동기 대한광업진흥공사 39  윤 문 동우광업엔지니어링

10 김명균 청주대학교 40 윤정한 전남대학교

11 김선준 한양대학교 41 윤지선 인하대학교

12 김융태 벽산엔지니어링(주) 42 이경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3 김재동 강원대학교 43 이덕원 포항제철(주)

14 김태유 서울대학교 44 이두성 한성대학교

15 김호영 SK건설(주) 45 이복재 에너지경제연구원

16 류창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46 이부경 상지대학교

17 문광순 한국계면공학연구소 47 이상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8 문현구 한양대학교 48 이태섭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9 민경원 강원대학교 49 장원일 한국해양대학교

20 민철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50 전효택 서울대학교

21 박삼흠 가야산업(주) 51 정문영 세명대학교

22 박영석 조선대학교 52 정소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3 박종남 동아대학교 53 정승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4 서백수 강원대학교 54 조영곤 (주)고려노벨화약

25 성원모 한양대학교 55 조철현 지하정보기술(주)

26 성일용 삼척산업대학교 56 지왕률 청석엔지니어링

27 손정우 한국건업엔지니어링 57 최우진 수원대학교

28 송동근 중앙개발(주) 58 한규언 -

29 송영수 전북대학교 59 한대림 서전통상(주)

30 신현국 대한석탄공사 60 허대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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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2004년 평의원 명단

번호 성 명  소 속 번호 성 명 소 속

1 강주명 서울대학교 31 송동근 중앙개발

2 강헌찬 동아대학교 32 송영수 전북대학교

3 권광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3 신창수 서울대학교

4 기경철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34 신희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5 김건득 한국석유공사 35 양형식 전남대학교

6 김기석 희송지오텍 36 유인걸 대한광업진흥공사

7 김달선 현대건설 37 유해수 한국해양연구원

8 김명균 청주대학교 38 윤  문 동우광업엔지니어링

9 김선준 한양대학교 39 윤왕중 전남대학교

10 김안곤 대한광업진흥공사 40 윤정한 전남대학교

11 김영민 쌍용자원개발 41 윤지선 인하대학교

12 김재동 강원대학교 42 윤치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3 김정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43 이경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4 김지수 충북대학교 44 이덕원 포스코

15 김태유 서울대학교 45 이두성 한성대학교

16 김학수 지오제니 컨설턴트 46 이민용 마이크로 포어

17 김호영 SK건설 47 이상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8 류상수 한국석유공사 48 이창우 동아대학교

19 류창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49 이철경 금오공과대학교

20 문현구 한양대학교 50 이태섭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1 민경원 강원대학교 51 장현삼 쓰리텍 이엔지

22 민철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52 정문영 세명대학교

23 박삼흠 가야산업 53 정소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4 박영석 조선대학교 54 조영곤 고려노벨화약

25 박영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55 조인기 강원대학교

26 박재구 한양대학교 56 조철현 지하정보기술

27 부범석 한국석유공사 57 조희찬 서울대학교

28 서백수 강원대학교 58 최우진 수원대학교

29 선우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59 추석연 삼보기술단

30 성원모 한양대학교 60 허대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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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006년 평의원 명단

번호    성 명 소 속 번호    성 명 소 속

1 강주명 서울대학교 31 신희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 권병두 서울대학교 32 안지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 김건득 한국석유공사 33 양형식 전남대학교

4 김경웅 광주과학기술원 34 유인걸 대한광업진흥공사

5 김기석 (주)희송지오텍 35 윤왕중 전남대학교

6 김달선 현대건설(주) 36 윤지선 인하대학교

7 김명균 청주대학교 37 윤치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8 김상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8 이건구 대한광업진흥공사

9 김선준 한양대학교 39 이경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0 김성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40 이민용 (주)유엠디

11 김성용 한국지질자원연구원 41 이승도 삼성물산 건설부문

12 김재동 강원대학교 42 이재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3 김정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43 이종운 전남대학교

14 김학수 (주)지오제니컨설턴트 44 임종세 한국해양대학교

15 김현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45 장현삼 (주)다이크이앤씨

16 김호영 SK건설(주) 46 전석원 서울대학교

17 류창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47 정명채 세명대학교

18 문현구 한양대학교 48 정소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9 민경원 강원대학교 49 정영욱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 민동주 한국해양연구원 50 조영곤 (주)고려노벨화약

21 민철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51 조인기 강원대학교

22 박형동 서울대학교 52 조철현 지하정보기술(주)

23 서백수 강원대학교 53 조희찬 서울대학교

24 선우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54 최우진 수원대학교

25 성원모 한양대학교 55 최원규 상지대학교

26 송영수 전북대학교 56 최종근 서울대학교

27 송윤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57 한공창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8 신중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58 허대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9 신창수 서울대학교 59 허은녕 서울대학교

30 신휴성 한국건설기술연구원 60 황지호 한국과학기술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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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008년 평의원 명단

번호    성 명 소 속 번호  성 명 소 속

1 강주명 서울대학교 31 신희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 강헌찬 동아대학교 32 안지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 권현호 산업자원부 33 양형식 전남대학교

4 김건득 한국석유공사 34 유인걸 대한광업진흥공사

5 김경웅 광주과학기술원 35 유해수 한국해양연구원

6 김기석 (주)희송지오텍 36 윤치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7 김달선 현대건설(주) 37 이건구 대한광업진흥공사

8 김대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8 이경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9 김명균 청주대학교 39 이민용 (주)유엠디

10 김선준 한양대학교 40 이웅주 광해방지사업단

11 김재동 강원대학교 41 이재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2 김정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42 이철규 대한석유협회

13 김태유 서울대학교 43 임종세 한국해양대학교

14 김학수 (주)지오제니컨설턴트 44 장현삼 (주)다이크

15 김현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45 전석원 서울대학교

16 김호영 SK건설(주) 46 정명채 세명대학교

17 류창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47 정민수 대한광업진흥공사

18 민경원 강원대학교 48 정소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9 민철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49 정영욱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 박형동 서울대학교 50 조철현 지하정보기술(주)

21 방기문 (주)대우엔지니어링 51 조희찬 서울대학교

22 배위섭 세종대학교 52 지왕률 대한컨설턴트

23 백환조 강원대학교 53 지헌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4 선우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54 최원규 상지대학교

25 성원모 한양대학교 55 한오형 조선대학교

26 송영수 전북대학교 56 허대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7 송원경 한국지질자원연구원 57 허은녕 서울대학교

28 송윤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58 황세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9 신강호 강원대학교 59 황의덕 산업자원부

30 신중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60 황지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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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010년 평의원 명단

번호    성 명 소 속 번호 성 명  소 속

1 강성훈 한국광물자원공사 31 신창수 서울대학교

2 강추원 조선대학교 32 신희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 권현호 한국광해관리공단 33 안지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4 김경웅 광주과학기술원 34 양형식 전남대학교

5 김기석 (주)희송지오텍 35 유인걸 한국알루미나

6 김달선 현대건설(주) 36 윤용균 세명대학교

7 김대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7 이건구 한국광업협회

8 김명균 청주대학교 38 이연규 군산대학교

9 김명준 전남대학교 39 이종운 전남대학교

10 김선준 한양대학교 40 이창우 동아대학교

11 김재동 강원대학교 41 이철규 해외자원개발협회

12 김태혁 한국광해관리공단 42 이호영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3 김학수 (주)지오제니컨설턴트 43 장현삼 (주)다이크이앤씨

14 김호영 SK건설(주) 44 전석원 서울대학교

15 류창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45 정명채 세종대학교

16 박재구 한양대학교 46 정문영 세명대학교

17 박형동 서울대학교 47 정소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8 방기문 (주)대우엔지니어링 48 정영욱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9 배위섭 세종대학교 49 정현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 백환조 강원대학교 50 조성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1 변중무 한양대학교 51 조인기 강원대학교

22 선우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52 조철현 지하정보기술(주)

23 성원모 한양대학교 53 조희찬 서울대학교

24 손정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54 최성웅 강원대학교

25 송영수 전북대학교 55 최우진 수원대학교

26 송원경 한국지질자원연구원 56 최종근 서울대학교

27 송윤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57 한공창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8 송재준 서울대학교 58 허대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9 신강호 강원대학교 59 허은녕 서울대학교

30 신중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60 황세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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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12년 평의원 명단

번호    성 명 소 속 번호 성 명 소 속

1 강윤영 에너지경제연구원 31 안지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 고진석 조선대학교 32 양동우 지식경제부

3 권현호 한국광해관리공단 33 양형식 전남대학교

4 김경웅 광주과학기술원 34 유해수 한국해양연구원

5 김광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5 윤왕중 전남대학교

6 김기석 (주)희송지오텍 36 윤치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7 김달선 현대건설(주) 37 이건구 한국광업협회

8 김선준 한양대학교 38 이원규 한국석유공사

9 김세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9 이진수 한국광해관리공단

10 김윤경 이화여자대학교 40 이창우 동아대학교

11 김재동 강원대학교 41 이철규 해외자원개발협회

12 김학수 (주)지오제니컨설턴트 42 임종세 한국해양대학교

13 김현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43 장현삼 (주)다이크이앤씨

14 김호영 SK건설(주) 44 전보현 인하대학교

15 류창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45 전석원 서울대학교

16 박길천 한국광물자원공사 46 정명채 세종대학교

17 박형동 서울대학교 47 정문영 세명대학교

18 방기문 삼성물산 건설부문 48 정민수 한국광물자원공사

19 배위섭 세종대학교 49 정소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 백환조 강원대학교 50 정영욱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1 변중무 한양대학교 51 조성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2 선우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52 조철현 지하정보기술(주)

23 성원모 한양대학교 53 조희찬 서울대학교

24 손정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54 최성웅 강원대학교

25 송영수 전북대학교 55 최원규 상지대학교

26 송윤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56 최종근 서울대학교

27 신성렬 한국해양대학교 57 허대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8 신중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58 허은녕 서울대학교

29 신창수 서울대학교 59 황세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0 신희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60 황지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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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 학술발표회 및 심포지엄 발표 목록

구분 주제 및 분야 제목 저자 소속

1964년 제1회 

춘계학술발표회 

(1964.4.24)

　 물리탐광의 성과에 대하여 조국형 국립지질조사소

　 Diamond bit 공업에 대하여 임성택
고려다이아몬드

주식회사

1964년 제2회 

추계학술발표회 

(1964.10.16~17)

　 갱도 gunite에 관하여 안   문 대한석탄공사 시설부

　 채탄작업장 온도상승에 관한 연구 유경석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함백광업소에서 실시된 고속도 

굴진에 관하여
김주호

대한석탄공사 

함백광업소

　
강원탄광의 shaft sinking에 

관하여
김유선 강원탄광

　 고속도굴진 발파법 허   진 대한중석광업주식회사

　 자연전류법 model 연구 현병구 서울대학교

　 영국탄광 시찰보고 이융직 대한석탄공사 기획부

　
함태탄광 고목지구의 장벽식

채탄법에 관하여
김병식 함태탄광

1965년 제3회 

춘계학술발표회 

(1965.4.24)

　 무연탄의 Top slicing에 대하여 한종용 강원탄광

　
Photoelasticity에 의한 

갱도면의 지압연구
김동기 서울대학교

　 동남아 규격회의 보고 전영용 대한철광

1965년 제4회 

추계학술발표회 

(1965.10.15~16)

　 상동광산의 Sand slime 갱내충전 정창근 상동광산

　 한국의 연, 아연 자원에 대하여 김승욱 한국제련

　 공기 분급선탄에 대하여 안태윤, 안재휴 석공기술연구소

　 광산 재해의 현황과 대책 한정석 상공부

　 광산기업에 있어서의 OR 김동기 서울대학교

　 콘크리트 지주에 대하여 정현수, 김병식 함태탄광

Pannel 

Discussion
콘크리트 지주에 대하여 　 　

Pannel 

Discussion
상동광산심부 개발에 대하여 　 　



 249

구분 주제 및 분야 제목 저자 소속

1966년 제5회 

춘계학술발표회 

(1966.4.23)

　 지하수개발의 현황과 전망 홍준기 서울대학교

　
한국무연탄의 이용용도의 개발 

현황 및 전망
송태윤 석공기술연구소

　 상동광산의 갱내지압 연구 현병구 서울대학교

　
한국금속광상에 대한 지구생물학적 탐

사의 적용성
정호근 서울 농대

　 한국광산학계의 진로 박동길 인하대학교

　 해양자원 개발현황 및 필요성 박인규 지질조사소

　
갱도아취내의 응력상태에 관한 

연구
이경운 서울대학교

　 해양광물자원 탐사와 개발 김동기 서울대학교

1966년도 

하기 광산지학질 

쎄미나 

(1966.7.18~20)

광산지질의 

현황과 그 방향
한국금속광상의 특성 홍준기 서울대학교

광산지질의 

현황과 그 방향

일본에 있어서의 광맥광상의 

지질구조와 광화작용

Hideki Imai

(今井秀喜)
일본 도쿄대학

광산지질의 

현황과 그 방향
E.P.M.A에 관하여 전용원 서울대학교

광산지질과 

탐사기술
I.P.법의 특성과 적용성

F.A. Seward, 

Jr.
M.I.E.

광산지질과 

탐사기술

한국에 있어서의 물리탐사와 

그 문제점
현병구 서울대학교

광산지질과 

탐사기술

한국에 있어서의 지화학탐사의 

방향
D.K. Jordt M.I.E.

광산지질학의

 특수문제

상동지구의 지질구조와 

광상특성
정창근 대한중석

광산지질학의 

특수문제
일본의 고온교대광상

Hideki Imai

(今井秀喜)
일본 도쿄대학

1966년 제6회 

추계학술발표회 

(1966.10.23~24)

　 대전시험소의 현황 정인복 대전시험소

　 울진광업소의 선광 김재섭 울진광업소

　 연화광산의 선광 전흥현 연화광업소

　 은성탄광의 채탄법 이광모 은성탄광소

　 양양철광의 채광법 이은대 양양광산소

　 상동광산의 Sand Filling 정창근 상동광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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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제 및 분야 제목 저자 소속

수갱굴하 

쎄미나 

(Shaft sinking 

seminar) 

(1967.1.17~18)

　 수갱과 사갱의 대비 　 　

　 복수갱과 분리수갱 김동기 서울대학교

　 수갱 inset 간격과 배치 김동기 서울대학교

　 지표수갱과 지하수갱구의 대비 백사익 대한광업진흥공사

　 동시축벽과 굴하후 축벽의 대비 김형걸 　

　 수갱굴하 싸이클 이택진 　

　 Skip와 cage 정영식 한양대학교

　 Rigid 가이드와 로프가이드 이융직 대한석탄공사

　 덱킹 장치 권태세 　

　 폐석 운반 장치 구광서 　

　 자동 제어 장치 이용근 　

　 W.L과 삼상교류식의 대비 전영용 대한철광

　 Koepe식과 drum식의 대비 김유선 강원탄광

1967년 제7회 

춘계학술발표회 

(1967.4.29)

　 일본 광업계 현황 보고 홍준기 서울대학교

　
청평발전소 제3호기 설치장소를 

위한 굴착작업에 관한 기본조사
현병구 서울대학교

　
한국무연탄의 코크스 제조에 

관한 연구
송태윤 석공기술연구소

　
광업에 있어서의 투자기준 

설정 및 그 적용성 문제
김형기 USOM

1967년 제8회 

추계학술발표회 

(1967.7.30)

　
남정석, 홍주석 및 규선석의 결정 

구조가 계면상에 미치는 영향
오재현 금속·연료연구소

　
경사석탄층의 하반갱도에 작용하는 

반압과 그 현상
김동기 서울대학교

시추 쎄미나 

(1967.10.5)

　 연화광업소의 시추상현에 관하여 한갑수 영풍광업주식회사

　 WELL LOGGING 서정훈 지질조사소

　 대만의 유전착정현황
Hang-Cheng 

Lee

중국석유고역빈

유한공사

1968년 제9회 

춘계학술발표회 

(1968.4.26)

　 일본금속광산시찰보고 문원주 경인철산

　 한국석탄산업의 방향 송태윤 대한석탄공사 기술연구소

　 유화 광물 광주의 역학적 성질 김재극 서울대학교

　
A Partical Expolration Tool That 

Can Yield New Mines in Korea
Paul L. Jones

Geologist-Geochem 

Engr. I.M.E.

　 운반에 있어서의 L.P.의 적용 정택기 산업은행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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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제10회 

추계학술발표회 

(1968.7.26~27)

　 Sand slime의 pipe 수송과 갱내 충전 정창근 대한중석광업주식회사

　 최근에 있어서의 화약과 발파 김재극 서울대학교

　 하천차부 안전광주의 가행에 관하여 김동기 서울대학교

　 고온교대광상의 가리장석에 관하여 전용원 서울대학교

　 메탄 gas와 보안대책 성영환 함태탄광

　 양양철광의 탐광현황 이은대 대한철광 양양광업소

1968년 제11회 

추계학술발표회 

(1968.9.27)

　 Bit의 재질과 수명 나인구 대한석탄공사

　 갱내채광의 최근경향
Harold 

VonColln
Ingersoll Rand

　 압축공기에 대하여 Nicolas Hill Atlas Copco기술훈련소

　 발파법의 최근경향 김재극 서울대학교

1969년 제12회 

춘계학술발표회 

(1969.4.30)

　
태국핑요(Pinyok)광산산의 

마레이아이트(malayaite)에 관하여
전용원 서울대학교

　
레이스크라이마(Raise climber)에 의한 

절상작업
윤여백 대한중석광업주식회사

　 장성탄의 탈수에 관한 연구 송재규 대한석탄공사

학술강연회 

(1969.8.26~27)

　 동위원소 산업이용에 대하여
Fushimi

Hiromu 
일본 와세다대학

　 Black Ore Technology in Japan
Fushimi 

Hiromu 
일본 와세다대학

광산보안 세미나 

(1969.9.1)
　 광산보안에 대하여

Minoru 

Nakano
일본 와세다대학

학술강연회 

(1969.9.1)
　 모래 자갈 채취에 관하여

Minoru 

Nakano
일본 와세다대학

1969년 제13회 

추계학술발표회 

(1969.9.18~20)

특별강연 미국광업계의 현황 홍준기 서울대학교

특별강연 자유중국의 광업현황 卜昴華 중국광야공정학회

　 한국무연탄의 성질(가세성을 중심으로) 송재규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상동광산 수갱건설보고 박도운 대한중석 상동광업소

　 상동광산본맥 및 모암의 물리적 제성질
김영, 신철우, 

임한욱
대한중석 상동광업소

　
탄광의 도급제도 및 채탄법의 선택과 

이재율
이기정 황지광산보안센터

　 장성탄광의 수갱건설보고 이융직
전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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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제13회 

추계학술발표회 

(1969.9.18~20)

특별강연 Cu-Fe-S계 광물의 합성에 관한 연구
Sugui Takeuchi 

( )
일본 도쿄대학

특별강연 유체포유물에 관한 연구
Sugui Takeuchi 

( )
일본 도쿄대학

　 고농도 Ag+하의 변형식물 정호근 서울시립농대

　 가리장석의 안정화와 광화작용 전용원 서울대학교

　 우리나라 산업화약의 과제 허   진 동해산업기술연구소

1970년 제14회 

춘계학술발표회 

(1970.4.29)

특별강연 한국광업의 추세 황기룡 대한광업진흥공사

　
중금속 ion의 흡수농도가 식물의 

기관에 미치는 영향
정창근 서울시립대학교

　 Breccia pipe의 성인에 관하여 전용원 서울대학교

　
장성광업소 호암동 지구의 침하와 

갱내출수에 대한 조사보고

홍준기, 김재극, 

현병구, 전용원
서울대학교

　 선택적 반응에 의한 혼합광의 처리 김연식 서울대학교

　 중정석의 계면전기현상에 관하여 김주영 　

　 장군산 능만암광의 부선특성
황기엽, 이동휘, 

한정인
금속연료연구소

　 명반석의 부선특성에 관하여 조동성, *오재현
인하대학교, 

*연세대학교

세미나 

(1970.6.12)

　 한국 양회공업의 현황과 전망 정영기 한국양회공업협회

　 최근 발파법의 변천에 관하여 김재극 서울대학교

　 그로리 홀 채굴법에 관하여 김봉빈 충북세멘트 제천공장

　 그로리 홀 채광에 있어서의 보안문제 박용래 한일세멘트 단양공장

　
쌍용양회 동해공장에서의 각종 

석회석운반 방법의 비교
조성실 쌍용양회 동해공장

　 계단식 채광법에 관하여 백선기 대한양회 문경공장

　 계단식 채굴에 의한 대발파법에 관하여 박대기 쌍용양회 쌍용공장

1970년 제15회 

학술발표회 

(1970.10.9~10)

　 봉명흑연광산의 심부개발 계획 임상택 봉명흑연 광업소

　 심부 채탄법의 개선방향 홍지상
대한석탄공사 

기술연구소

　
우리나라 코-크스 산업의 전망과 

문제점
송태윤, 안재휴

대한석탄공사 

기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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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제16회 

학술발표회 

(1971.4.9)

특별강연
미국의 대륙붕 석유탐사 및 개발기술 

시찰보고
홍준기 서울대학교

특별강연
일본의 광업에 대한 지원정책과 

탐광현황 보고
백사익 대한광업진흥공사

특별강연
1970년도 중국 광산학회 

참석보고
송태윤

대한석탄공사 

기술연구소

　
표징식물탐사에서 대상기관 시료선정을 

위한 생태학적 소고
정호근 서울농업대학

　 해남 유징의 성인에 대하여 안광회 조선대학교

　 압해광산의 지질광상 이경한, 전용원 서울대학교 

　 함태탄광 고목지구의 지질구조 최창일 함태탄광

　
일본 오오미네 광산 및 가마이시 

광산지구의 지질광상
전용원 서울대학교

　 지표수와 항내수의 지구화학적 연구 김재형 전남대학교

　
무연탄 성형코-크스의 열간마모강도에 

관하여

송태윤, 안재휴, 

박광원
대한석탄공사 

제철, 제련 원료 

광물자원의 

개발 촉진문제 

심포지엄 

(1971.8.10)

　 철광자원의 현황과 전망 김원조 국립지질조사소 

　 망강자원의 현황과 전망 김수진 서울대학교 

　 동광자원의 현황과 전망 이상만 서울대학교 

　 철광, 만강광의 수급계획과 개발대책 전용원 서울대학교

　 동광 수급계획과 개발대책 정영식 한양대학교 

　
공업원료 광물의 국내조달극대화와 

시책상의 문제점
황기룡 대한광업회 

심부개발 심포지엄 

(1971.8.26)

　 양양철광의 심부개발 계획 　 　

　 삼척탄좌의 심부개발 계획 　 　

　 함태탄광의 심부개발 계획 　 　

초청 특별 강연 

(1971.9.13, 

26,22)

　 "박레리아라칭"법에 관하여 Ichiro Ito 일본 교토대학

　 "Smooth Blasting"에 대하여 Ichiro Ito 일본 교토대학

　 "Smooth Blasting"에 대하여 Ichiro Ito 일본 교토대학

1971년 제17회 

추계학술발표회 

(1971.10.17)

　 함백탄광의 현황과 개발계획 송흥섭 대한석탄공사 함백광업소

　 삼척탄좌 정암광업소의 현황과 개발계획 박우병 정암광업 소장

　 동고탄광의 현황과 개발계획 백봉근 동고탄광 소장

　 암석 절삭력 평가에 관한 연구 김인기 대한석탄공사 

　 동 부선시의 산화조건 부여에 관한 연구 손병찬 인하대학교

　 표징식물의 미량원소 함량에 관하여 정호근 서울농업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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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보안 및 

광해에 관한 

세미나 

(1971.12.6)

　 광차 사고의 예방대책 박재선 상공부 광업연구소 

　
금속광산의 폐기 광미의 처리에 관한 

기술적인 문제
정창근 대한중석광업주식회사 

　 광해의 현황에 관하여 홍준기 서울대학교

　 항내 출수와 보안 임상택 봉명흑연 

　 광산보안 시책상의 몇가지 문제점 염창록 상공부

1972년 제18회 

춘계학술발표회 

(1972.4.28)

　
해변사로부터 석영 및 장석의 

회수에 관하여
오재현 연세대학교

　 휘창연광의 부선특성에 관한 연구 신방섭 전남대학교

　 칼슘광물들의 부선특성에 관한 연구 이강문 전북대학교

　

저품위동광석의 세균침출에 관한 

연구 -1. 갱내출수 특수세균의 분리 및 

동정에 관하여

이강순, 민봉희, 

오재현
원자력연구소

　

저품위동광석의 세균침출에 관한 연구 

-2. Ferrobacillus Ferrooxidans의 

생리적 특성에 관하여

이강순, 민봉희, 

장정순
원자력연구소

　
저품위동광석의 세균침출에 관한 연구 

-3. 철산화세균의 분포조사

이강순, 민봉희, 

오재현, 강웅기, 

장정순

원자력연구소

　 우리나라에서의 Geobotanical Survey 정호근 서울농대

　
아파치호 항공자력탐사결과의 활용 

연구

현병구, 홍준기, 

전용원
서울대학교

　
회중석 부선 Froth의 소포침강제에 

관한 연구

이종대, 허준기, 

윤철로
대한중석

　
Zircon Sand의 분쇄에 있어서 Mill 

Speed가 미치는 영향

최향섭, 박원희, 

황기엽
　

　 함점토미분탄의 여과에 관한 연구 안재휴, 박동권 대한석탄공사

　
갱내 출수와 하천하부탄 개발에 관한 

연구 개요

홍준기, 김재극, 

현병구, 전용원
서울대학교

　 수갱권양시설에 대하여 이융직 혈암탄광

　 석탄광업의 개발방향 이광모, 홍영표 석탄개발계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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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제19회 

추계학술발표회 

(1972.10.6)

　 X-선에 의한 결정구조 해석 정수진 독일 Aachen공대

　
우기를 전후한 표징식물 시료중 

금속함량의 대비
정호근 서울 시립농대

　 저품위 동광석의 세균침출에 관한 연구 　 　

　
F. ferrooxidans의 침출활성 및 침전동

회수실험

이강순, 민봉희, 

장정순
원자력연구소

　
창연 부선 산물의 현미경 연구 및 조업

개선

정창근, 황재운, 

이종대
대한중석

　
봉명광산의 하천수 유입방지 Grouting 

공사
정병일, 임상택 봉명흑연광산

1973년 제20회 

춘계학술발표회 

(1973.4.24)

　
Ferrobacillus Ferrooxidans의 

균체성분비교연구

이강순, 장정순, 

민봉희
원자력연구소

　

Ferrobacillus Ferrooxidans의 

Ornithine Containing Aminolipid의 

분리에 관하여

이강순, 장정순, 

이강석
원자력연구소

　
Ferrobacillus Ferrooxidans의 

면역학적 연구(제1보)
이강순, 윤동걸 원자력연구소

　 부평은연광산의 광화작용과 모암변질 전용원, 전효택 서울대학교

　 남한의 조구운동과 금속광상 신병우 한양대학교

　
소백산 지역의 항공자력 분포에 관한 

연구
현병구, *조동행

서울대학교, 

*국립지질조사소

　
금은광맥 주변의 수은 분포와 공해에 

관하여
김재향 전남대학교

　 수종 중금속이 곤충계에 미치는 영향 정호근 서울시립농대

　 연화광산의 낙반에 대한 고찰 및 대책 최호진, 안기주 영풍광업

　 저품위 활석광의 부선방법에 관한 연구 김연식 서울대학교

　
저품위 형석광으로부터 고품위 

형석정광의 회수에 관한 연구

황기엽, 이동휘, 

*전용원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서울대학교

　
함창연동광의 현미경에 의한 광물학적 

조사 및 선광시험
신방섭 전남대학교

　 화강암의 선광에 관한 연구 신방섭 전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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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제21회 

추계학술발표회 

(1973.10.4~6)

　 우리나라 광산 개발 방향 박영석 대한광업진흥공사

　 중화학공업화 추진과 국내자원 개발 황기룡 대한광업진흥공사 

　
Petroleum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in Taiwan
첨익겸 중국석유공사

　
일본에 있어서의 energy자원문제와 

석탄의 지위
兼益修 일본 쿠마모토대학

　
Application of Gradient Array to the IP 

Survey on Orchid Island, Taiwan

Cheng Jui 

Chin(鄭瑞熾)
중국광업연구소

　
Progress of Coal Mine Safety in 

Taiwan
高金福 대만광산국

　 한국 석탄 산업의 분포와 재평가 송태윤 석탄개발계획단

　 한국 양회공업의 전망 정영기 한국양회공업협회

　 우리나라 물리탐사의 현황과 동향 현병구 서울대학교

　
해저면에 분포된 작은 물체의 Side 

Scan Sonar에 의한 탐사 연구
구자학 지질광물연구소

　 자력이상대의 정량적 해석 현병구, 정승항 서울대학교

　 연화광산 부근의 지질 및 광상 개요 조일제 영풍광업

　 채광의 발전과 현황 김재극 서울대학교

　 광산 보안의 추이 정영식 한양대학교 

　 양양광업소 수갱 개발에 대하여 한완석 대한철광

　
붕명광산 갱내출수에 관한 

제반 문제
정병일, 임상택 붕명광업

　 삼탄 탄차 규격의 변천 최향순 삼척탄좌

　
석회석 채굴 방식의 추이와 

중기계류의 전망
박대기 쌍용시멘트

　
우리나라 선광장의 실태와 최근 

10년내의 해외선광 및 선탄 방향
황기엽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우리나라 요업 원료광물의 

처리와 전망
오재현 연세대학교

　 Ball mill 급광 장치의 효과적인 개선 신광재 풍전광업

　
Ca 및 Mg 탄산염광물의 부선에 

관한 

홍준기, 김연식, 

*오종기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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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제22회 

춘계학술발표회 

(1974.4.26)

　 우리나라의 광업전망 윤석구 상공부

　
경사 단층구조에 관한 주시곡선의 특성

분포
이태섭, 현병구 서울대학교

　
경상분지내의 화성활동과 Plate 

Tectonic Theory
양정일, 신병우 한양대학교 

　 황해동부의 자력분포 특성에 대하여 구자학 국립지질광물연구소

　 양양철광의 현황 홍용균 대한철광

　 문경광업소 운선탄의 시설 개편 이기정 대성탄좌

　 P.C. 대용지보에 관한 연구 이주락 대한석탄공사

　 상동광산의 공해제거를 위한 폐수처리 정창근 대한중석

　 미분탄의 탈수 황기엽, 이동휘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동양활석의 개발계획에 관하여 이봉환 동양활석

　 삼척탄좌의 개발계획에 관하여 박우병, 장병하 삼척탄좌

　 강원탄광의 심부개발계획에 관하여 김유선 강원산업

1974년 제23회 

추계학술발표회 

(1974.10.12)

　 광진의 당면 문제와 진로개척 박영석 대한광업진흥공사

　 해양광물자원의 개발현황과 전망 전용원 서울대학교

　 포천광산의 현황 윤왕호 포천광산

　
정수압하에서 암석의 초음파 전파속도

의 변화특성
이정인 중앙대학교

　
Pb·Zn을 지시언소로 한 송광광산의 

지구화학적 조사
김옥배 전북대학교

　 콘크리트 지보에 대하여 이주락 대한석탄공사

　 석영과 장석의 부선 특성에 관한 연구 신방섭 전남대학교 

　 달성 함창연 금 은 동 광맥의 개발보고 옥광호 대한중석광업주식회사

　 오레인산에 의한 석영 및 장석의 부유성 오재현, *박광원
연세대학교, 

*대한석탄공사

　 부선에 의한 정석과 패암과의 분리 오재현, *곽창섭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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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제24회 

춘계학술발표회 

(1975.4.25)

특별강연
75년도 광업개발 조성사업의 

추진사항과 전망
박영석 대한광업진흥공사

　
Xenothermal광상에 산출하는 

은광물에 관하여
이민성 삼창광업

　 요업광물의 수열합성에 관하여 박홍봉 중앙대학교 

　
한국산 연·아연광상내의 섬아연광의 

지화학적 연구와 광상개발에의 응용
소칠섭 고려대학교 

　
우리나라 석탄층의 효과적인 

물리탐사에 관한 연구
현병구 서울대학교 

　
암석중의 미량원소의 비교에 의한 

금·은광의 지구화학적 탐사 연구
김재형 전남대학교

　 우리나라 석탄광업 투자에 대한 음미 최형순 삼척탄좌

　 Friction Winder에 대하여 이융직 한성성업

　
삼축압축하에서 각종 암석의 주응역차

와 포아송수와이 관계에 관한 연구
이정인 서울대학교 

　 우리나라 광산보안 업무의 현황 김규현
광진 전촌지구 

광산보안센터

　 금속광의 암모니아 침출에 관하여
오재현, 

*원덕환, 원창환

연세대학교, 

*국방과학연구소

　
금장광산산 동·연 및 아연광에 대한 

부선시험
오재현, *류택수

연세대학교, 

*금장광업소

　
공장 폐수중의 중금속 공해처리에 

관하여
옥광호 대한중석

　 은유화정광의 청화에 관한 연구 이재장, *손병찬
인하대학교, 

*연세대학교

　
부유선광의 공정관리와 그 결과 분석에 

관하여
신방섭 전남대학교 

　 황철광으로부터 안료의 제조 황기엽, 이동휘 KIST

선광, 제련세미나 

(1975.8.13~14)

　 동, 연, 아연광 부선에 관하여 오재현 연세대학교

　 유화광 현장 선광조업에 관하여 황하선 금장광업소

　 선광 폐수 처리에 관하여 조동성, *오재현 인하대학교

　 황산 침출에 의한 혼합광 부선처리 조동열 대성광업소

　
국내 금은광 청화 제련 시험의 종합 

검토
차판암 지질광물연구소

　 고령토 활용 현황 및 처리 문제 조명승 지질광물연구소

외국인 학자 

초청 강연회 

(1975.9.16)

　
Mineral Deposit Associated with 

Coral Reefs
F. Doumenge

프랑스 Montpellier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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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제25회 

추계학술발표회 

(1975.10.10)

특별강연 광맥의 성인과 탐사
Hideki Imai

(今井秀喜)
일본 도쿄대학 

　
강원탄광의 사갱 Belt conveyor 

운반에 관하여
최기호 강원탄광

　
Portland Cement에 의한 

황동광과 방연광의 분리 부선
오재현, 류택수 연세대학교

　

소백산 변성대와 옥방 및 상동중석광상

의 각섬석질암의 지화학 및 성인에 관한 

연구

소칠섭 고려대학교

　 문경탄광의 심부개발 계획에 관하여 이기정 대성탄좌

　 상동광산 폐재댐 건설 이후의 조업 현황 강수봉 대한중석

　
수갱 굴하에 있어서 slip form에 의한 

굴하공법
김정수 함태탄광

　 삼척탄좌 쟁암광업소 현황 장병하 삼척탄좌

1976년 제26회 

춘계학술발표회 

(1976.4.24)

특별강연 광진의 역정과 광업개발 조성 방향 박영석 대한광업진흥공사

　
탄성타탐사에 의한 보은탄광 

석회암파쇄대의 조사

홍준기, 현병구, 

서정희
서울대학교 

　
한국산 회중석광과 형석광의 지화학적 

연구 및 탐광에의 이용
소칠섭 고려대학교 

　
금은광맥 주변의 식물지구화학적 탐사 

연구
김재형 전남대학교

　 갱내온도 하강을 위한 기초 연구 정영식, 주석복 한양대학교 

　

심부채탄을 위한 습윤 협탄층 암석의 

삼축압축하의 역학적 성질에 관한 

기초 연구

이정인 서울대학교 

　
부선법에 의한 폐수중의 Cu++이온의 

제거에 관하여

오재현, 이효숙, 

원창환
연세대학교 

　
규조사의 성상과 공업적 이용에 관한 

연구

오재현, 류택수, 

곽원용, 김준수
연세대학교

　 저품위 탄화동광의 처리에 관한 연구 김연식, *박원재 서울대학교, *동신화학

제6회 

선광제련세미나 

(1976.9.25)

　 인사말씀 홍준기 대한광산학회

　 인사말씀: 자원개발연구소현황 현병구 자원개발연구소

　
규산소다 분산과 억제에 대한 실험적 

소고
이강문 전북대학교

　 연·아연 조선계 No Lime 부선 조업 김형태 연화광업소

　 임천광산 금은광에 대한 일관 작업시험 홍성웅 자원개발연구소

　
연·아연·동 산화유화광 가온 

부선시험
황선국 자원개발연구소

　 토론: 비소광의 청화제련에 대하여 　 송천광산

　
토론: 연·아연계 No Lime 조업시 

연 성적 향상
　 연화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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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제27회 

추계학술발표회 

(1976.10.29)

특별강연 광업조성의 개황과 전망 정진완 대한광업진흥공사

특별강연 석탄산업정책의 방향 이훈섭 대한석탄공사

특별강연
Oil and Gas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in Taiwan
S. Yang

Chinese Petroleum 

Corporation

특별강연 제련 Slug의 역할과 그 이용

Tsutomu 

Yanagase

(柳ケ瀨勉)

일본 큐슈대학 

(일본광업회)

　
다성분탄성파반사 data로부터 

속도분석
양승진 자원개발연구소

　 지진예측을 위한 기초연구 민경덕 연세대학교

　

수용액중 금속이온의 시간, pH,  교란도 

변화에 대한 용존농도의 변화에 관한 

연구(Pb, Zn이온을 중심으로)

김옥배 전북대학교

　 함평, 손불 유미에 대한 고찰
안광회, 김득기, 

이창신
조선대학교

　
원형수갱에 있어 콘크리트 축벽의 두께

산정에 관하여
이정인 서울대학교

　 제2연화광업소선광장의 증설 개요 민재호 영풍광업 제2연화광업소

　
규공작석에 대한 잔세이트 및 유기분석

시약의 공동흡착에 관하여
박찬훈 일본 교토대

　
황동광, 방연광의 분리부선에 있어서 

Portland Cement의 영향(제2보)

고인용, 류택수, 

오재현
연세대학교

　
부선에 있어서 동선해법에 의한 

아연광의 활성효과에 관하여

오재현, 류택수, 

곽창섭
연세대학교

　
섬아연광 및 자류철광의 부선 특성에 

관하여
곽창섭, 오재현 연세대학교

　 조창연중 연의 제거 이용득, 이원해 한양대학교

　
철광석광미중 중석광 회수선광 

시험에 관하여

조명승, 황선국, 

양정일
자원개발연구소

심부채탄에 

관한 세미나 

(1976.12.11)

　
석공 장성광업소 채탄법의 문제점 및 

대책
송선휴 석공장성광업소

　 석공 은성광업소의 현황 및 문제점 지만식 석공은성광업소

　
불규칙한 금경사 후층탄 채탄법에 대한 

고찰
김정수 함태탄광

　 일본 탄광 시찰보고 김재극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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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제28회 

춘계학술발표회 

(1977.4.23~24)

특별강연

Consideration on the Mechanism of 

the Reaction between Mineral and 

Flotation Reagent

Shigeru Mukai
일본 교토대학, 

일본부선연구회

탐사
경상지역 UNDP 항공전자이상선정과 

일부 이상지역에 대한 지상탐사 결과
구자학 자원개발연구소

탐사
옥방 및 오방산지역의 지화학탐사의 

특성
김상엽 자원개발연구소

탐사
탄성파 자료처리에 있어 선형역산의 

응용
김소구 자원개발연구소

탐사
단일빔 이론 및 실험에 의한 습곡구조에 

관한 고찰
민경덕 연세대학교

탐사 일본 효고현·타다광산의 광화 작용 이민성 서울대학교

채광 갱목의 방부처리 강종수 대한중석상동광업소

채광 광산기자재 기술정보 서비스 박재선 국립공업시험원

채광
주통기계획의 정도를 저하시키는 

주요인과 그 대책 및 문제점
신용관 대한석탄공사

채광 석탄광 재해분석 류관희
대한광업진흥공사 

황지보안센터

채광
대구경 Burnt Cut 굴진작업에 관한 

연구
이대석, 김영욱 영풍광업

채광
연화광산 운반계통합리화를 위한 사갱 

belt conveyer 건설보고
조일제, 나병준 영풍광업

선광 선광시약사용에 대한 최근의 동향 김종수 킴부로스상사

선광 연화광업소 선광장의 현황 김형태 영풍광업 

선광
포수제로서 Alkyl-Amine을 사용하는 

비유화광물의 부선에 관한 기초적 연구
박찬훈 자원개발연구소

선광 청화폐액중 시안의 회수에 관한 연구 손병찬, 이재장 인하대학교 

선광
Portland Cement에 의한 동일연종합 

정광의 분리부선에 관하여

오재현, 류택수, 

*민재호, 

**임명렬, 

**민병현

연세대학교, *영풍광업

선광
휘안광의 부선에 관한 기초적 

연구

오재현, 곽창섭, 

*심원석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

선광
자선을 이용한 공업원료광물의 

선광에 관하여
옥광호

전 대한중석 

중앙연구소

선광 월악광산 선광장의 현황 조규호 월악광산

선광 함비소 유화광의 부선시험
조명승, 황선국, 

양정일
자원개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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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채탄세미나

(1977.8.2)

　 미국에서의 새로운 채탄기술 최대식
미국 Continental 

석유회사 

　 심부채광에 암석역학의 응용 전진만 University of Texas

　 광차설계 기준 및 시방 백사익, *정창근
동아광업콘설탄트, 

*성하지질공업

1977년 제29회 

추계학술발표회 

(1977.10.7)

탐사 석탄광에 대한 전자탐사 연구 양승진 자원개발연구소

탐사
컴퓨터에 의한 지질학적 자료의 

해석

손권익, 민경원, 

전효택
서울대학교

탐사 우리나라의 지진성인에 대하여 김건득, 서정희 서울대학교 

탐사
천안지구 함금석영맥광상의 

지구화학적인 연구
김옥배, *전효택

전북대학교, 

*서울대학교

채광
Non-Dracy Flow of Gas in Propped 

Factures
고왕인 자원개발연구소

채광
암석의 변형·파괴특성을 고려한 

탄소성 해석
이희근 일본 교토대학 

채광 갱내 온도 하강에 관한 설계기준 정영식 한양대학교

채광
암석의 정탄성계수와 동탄성계수와의 

관계
연규형, 이정인 서울대학교

채광 암석발파 도해법에 관한 연구
김웅수, 

*교본청, *승정명

중앙대학교, 

*일본 홋카이도대학

1978년 제30회 

춘계학술발표회 

(1978.4.22)

특별강연 갱도하반팽창에 관하여
Zenjiro Soto

( )
일본 도쿄대학 

특별강연
Review of Coal Mine Safety 

Program in Taiwan
Patzen Wu

Department of Mines, 

Ministr--Economic 

Affairs 

(Republic of China)

탐사

천안지구 함금석영맥광상과 관련된 미

량원소들의 일차분산에 관한 

연구

전효택, 전용원 서울대학교

탐사
불규칙한 2차원 모형에 대한 

I.P.Modelling에 관한 연구
정승환 자원개발연구소

탐사
컴퓨터에 의한 영상 자료처리에 

관한 연구
양승진, 정승환 자원개발연구소

탐사
Spectral Analysis Approach to 

Automatic Well-Log Correlation
권병두 자원개발연구소

탐사 장흥지역 각력파이프에 대한 물리탐사 구자학 자원개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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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제30회 

춘계학술발표회 

(1978.4.22)

채광 광주 및 그 주변의 암반에 대한 탄소성 이희근 서울대학교 

채광
노천채굴의 발파진동이 지상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전재극, 이정인 서울대학교

채광 함태수갱 굴하에 관하여 김정수 함태탄광

채광 승갱도의 자재운반 및 작업환경 개선 성낙진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선광
광석분쇄기(Ball Mill 및 Rod Mill) 

설계기준 및 시방서
오재현 연세대학교 

선광
규산소오다와 제이철이온이 

칼슘광물들의 부선에 미치는 영향
윤평란, 이강문 전북대학교

선광
산화연·아연·동광에 대한 

선광시험에 관하여

조명승, 황선국, 

양정일
자원개발연구소

선광
Versatic Acid-10에 의한 Uranium(VI)

의 용매추출에 관한 연구
이동휘, 김수식 인하대학교

선광
Zn Dross로부터 ZnO의 제조에 

관하여

박경호, 류용주, 

오재현
연세대학교

선광
명반석으로부터 알루미나의 제조에 

관하여

손용운, 조기승, 

오재현
연세대학교

선광
산일석유법에 의한 산화된 유화동·

연·아연광의 부선분리
손병찬, 김치권 인하대학교

1978년 제31회 

추계학술발표회 

(1978.10.7)

특별강연 일본 광업계 현황과 조성제도 정진완 대한광업진흥공사

탐사
맥상광체에 대한 Dip Angle 

전자탐사법의 모형 연구

이상휴, 서정희, 

현병구
서울대학교

탐사
시간영역에서의 전자기적 변분원리 및 

심부금속광상 탐사 연구에 대한 응용
조동행 자원개발연구소

탐사 탄성파 굴진법 자료의 전산해석 양승진 자원개발연구소

탐사

반암동 휘수연 광상 및 화산암 

기원 유화광상의 유형과 한국에 

있어서의 부존가능성

김상엽 자원개발연구소

탐사 국내 지하수 자원 한정상 한국건업

탐사 납석의 특성 및 광상성인에 대하여 이원태
대한광업진흥공사 

황지보안센터

탐사 함태탄광의 시추결과에 대하여 이정균
대한광업진흥공사 

황지보안센터

채광
광업경영상에서 본 기준치 설정에 관한 

고찰
정영식 한양대학교

채광
강원탄광 제3수갱 준공과 

심부개발에 대한 방향설정
최기호 강원산업 강원탄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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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제31회 

추계학술발표회 

(1978.10.7)

채광 대성탄좌 문경광업소의 현황 윤한욱 대성탄좌 문경광업소

채광 캐나다 Michel 탄광의 수력 채탄 김인기 자원개발연구소

채광 막장기계화 채탄작업에 관한 고찰 성낙진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선광
만암중석광(함회중석) 선광시험에 

관하여

조명승, 황선국, 

양정일
자원개발연구소

선광
CuCl에 의한 창연중의 연의 제거에 

관한 연구
지영구, 이원해 한양대학교

선광
가정용 연탄에 의한 환원철의 제조 및 

유독가스 제거에 관한 연구
양훈영, 김문철 연세대학교

암석역학세미나

(1978.11.4)
　

암석의 역학적 성질과 그 응용에 관한 

연구

Ryoji 

Kobayashi

(小林良二)

일본 도호쿠대학 

채광세미나

(1978.11.25)
　

Rck bolt 및 shot concrete에 

의한 항도 구축과 암석역학적 고찰
이희근 서울대학교

물리탐사세미나

(1978.12.28)
　 항공방사능 탐사에 관하여 구자학 자원개발연구소

1979년 제32회 

춘계학술발표회 

(1979.4.21)

물리탐사 반사법 탄성파 탐사 (경남 진주지역)
구자학, 조동행, 

김상길
자원개발연구소

물리탐사
평행탄층의 전기비저항 이상대에 대한 

상호 영향에 관한 연구

류인걸, 서정희, 

현병구
서울대학교

물리탐사 Track etch radon 탐사 민성식 자원개발연구소

물리탐사
LANDSAT 자료의 기하보정을 위한 

최소자승내삽연산자의 설계
서상용 자원개발연구소

물리탐사 유한요소법에 의한 I.P.모델링 정승환, 현병구 자원개발연구소

물리탐사
2차원 불균질 매질에 대한 평면파전자

반응의 수치해석적 연구

김건득, 서정희, 

현병구
서울대학교

물리탐사
지하층상구조의 Long Wire E.M. 

System모형연구

박창신, 서정희, 

현병구
서울대학교

응용지질 흑광광상의 지질학적 특징 김상엽 자원개발연구소

응용지질
Geological Evolution and Tectonic 

Classification in Korea
엄상호 자원개발연구소

응용지질
충북 괴산지역 uranium광상의 

지화학탐사를 위한 통계학적 연구

김을수, 전효택, 

전용원
서울대학교

응용지질 자연자원으로서의 지하수자원 한정상 동방엔지니어링

응용지질

암석시험의 제조건하에서의 암석의 

변형 파괴거동과 최대하중점 이후의 

거동표시에 관한 기초적 연구

이희근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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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제32회 

춘계학술발표회 

(1979.4.21)

응용지질
한독기술협력에 의한 채탄법 개선사업 

추진 중간보고
김인기 자원개발연구소

응용지질
대한석탄공사 시추기술 개선과 그 

결과에 대하여
김학천 대한석탄공사

선광
중사회수 및 경제성 연구 

(보성강 하류지역)
조명승, 민충기 자원개발연구소

선광
해수에 의한 석회석의 부유성에 

관한 연구
엄제현, *황용길

삼척공업전문대, 

*동아대학교

선광
아연제련 최종잔사로부터 유가금속의 

회수
이원해, *민재호 한양대학교, *영풍광업

선광
울진지역 산화된 혼합유화광에 관한 

선광시험 연구

조명승, 황선국, 

양정일
자원개발연구소

선광
광석분쇄기(Ball Mill 및 Rod Mill) 

설계기준 및 시방서
오재현 연세대학교

물리탐사 세미나

(1979.6.20)
　 지자기 현상에 관하여 원인재 자원개발연구소

1979년 제33회 

추계학술발표회 

(1979.10.20)

탐사
고분해능 반사파탐사를 위한 

야외실험연구
구자학, 김상길 자원개발연구소

탐사
해남지역의 반사탄성파 탐사를 

위한 현장시험연구

구자학, 김상길, 

조동행
자원개발연구소

탐사
항공방사능탐사를 위한 보정장치(콘크

리트Pad) 설계와 보정과정
조동행, 구자학 자원개발연구소

탐사
횡파속도 측정을 위한 Cross Hole 

Seismic 및 Verticality Test
양승진, 신창수 자원개발연구소

탐사
지진학적 분석법에 있어서의 설계용 

스펙트럼에 관한 보고
김건득 자원개발연구소

탐사
한국 남해의 지질구조에 관한 

지구물리학적 연구
조규장 자원개발연구소

채광
순발 및 MS 지발발파에 의한 

지반진동에 관한 연구
류창하, 이정인 서울대학교

채광
탄성 암반내 지하발전실 공동 주위의 

응력분포에 관한 연구
정규형, 이정인 서울대학교

채광 Ram Plough 채탄방법 김인기 자원개발연구소

채광
공경변화법에 의한 초기지압 측정에 

관한 연구
임한욱, 이정인 서울대학교

채광
국산비닐 풍관의 마찰계수 및 누기율에 

관하여
신용관, *조동성

대한석탄공사,

 *인하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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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제33회 

추계학술발표회 

(1979.10.20)

선광
V2O5의 황산용출시 환원제의 

영향
김연두, *조만형

충남대학교, 

*한양대학교

선광 양극동 정제에 관한 연구
이상실, 민성기, 

이연용, 조만형
한양대학교

선광
미립상흑연부선에 있어서 조선정광의 

재마광효율에 관하여

정인복, 양재열, 

이수영
광업진흥공사

선광
철·망강·중석의 부선에 관한 

기초연구

손병찬, 허윤희, 

이재장
인하대학교

선광 시안당의 알카리 침출에 관하여
오재현, 최종수, 

고인용
연세대학교

 

1980년 제34회 

춘계학술발표회 

(1980.4.26)

탐사
옥천계 함우라늄 탄층중에 부존하는 

우라늄의 성인에 관한 실험적 연구
전용원, *김옥배

서울대학교, 

*전북대학교

탐사 석탄층 조사를 위한 탄성파 탐사 양승진 자원개발연구소

탐사
비저항 전기탐사곡선(V.E.S.)의 

자동해석
정승환 자원개발연구소

탐사

Computer Interpretation for 

Magnetic Anomalies of Dike-

Shaped Body by Least Squares

손강희, 서정희 서울대학교

채광 광산개발로 발생하는 탄진에 관한 연구
김재극, 이희근, 

양형식, 김호영
서울대학교

채광 암반내 응력측정과 해석에 관한 연구 임한욱, *이정인
대한중석, 

*서울대학교

채광
석탄층 주변암석의 압축강도와 Prall 

hammer에 의한 타격치와의 관계연구
신희순, 김인기 자원개발연구소

채광 암석의 인장 강도에 관한 연구 장기남, 이정인 서울대학교

채광
장성지역 보안탄주 개발과 양수

발전에 관한 연구

변정규, 이동남, 

최용석, 함태준
자원개발연구소

선광
선택압쇄에 의한 무연탄의 건식선탄밥

법에 관한 연구
안재휴, 김영환 서울대학교

선광 휘안광의 산화배소에 관하여 오재현, 류용주 연세대학교

선광
Bentonife의 ion exchange capasity

에 관한 연구
김재형 전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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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제35회 

추계학술발표회 

(1980.10.25)

채광
지하대공동 굴착설계에 있어 벽면의 지

지압과 rock bolt 보갱설계에 관하여
김재극, 이정인 서울대학교

채광
압축응력상태하에서 완전탄성체와 다공

극성체의 파양 현상의 비교
이경훈 자원개발연구소

채광
포성재료의 인장파양 특성을 고려한 

탄소성 해석
이희근 서울대학교

채광 Hobel 채탄법에 관하여 이경훈 자원개발연구소

선광 동광의 세균침출에 관한 기초적 연구
양재열, 이수영, 

장광엽

대한광업진흥공사 

황지보안센터

선광
양극동 정제에 있어서 Ni의 거동에 관한 

연구

정옥영, 조만형, 

*김언제, *최영식

한양대학교, 

*한국광업제련주식회사

선광 우라늄 광석의 알칼리 가압 침출
이원해, 이상준, 

*이효숙

한양대학교, 

*자원개발연구소

선광
은청화 제련잔사중에서 은의 

회수에 관하여

이재천, 허보녕, 

이원해
한양대학교

1981년 제36회 

춘계학술발표회 

(1981.4.25)

특별강연

Utilization of Limestone Dolomite 

and Serpentine in CSC Steel 

Making Operation

趙淸 중국광야공정학회

탐사

2차원 수평 지하구조물 탐사를 위한 

전자파 전파에 관한 연구 

-특히 지하갱도 탐사에 대하여-

민경덕, *이한국 연세대학교, *육군본부

탐사
우리나라산 섬아연석중의 Fe, Mn, Cd, 

함량변화와 광상성인과의 관련성(제1보)

전효택, 

*Hidehiko 

Shimazaki

(島崎英彦)

서울대학교, 

*일본 도쿄대학

채광
현지암반에 대한 원위치 재하시험에 

관하여
김달선, 이정인 서울대학교

채광
석탄의 지지력과 In-situ 강도측정에 

대한 연구
이경운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채광
Raise Bore Machine에 의한 통기수

갱 굴착에 관한 보고
정병일, 김명웅 주식회사봉명

채광
암석의 실험실 전단강도시험에서의 

Acoustic Emission에 관한 연구

박철환, 이정인, 

*김기주

서울대학교, 

*전북대학교

채광
Sublevel 채탄법에 의한 기계화 

채탄

김인기, 김인균, 

김대경, 선우춘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채광
삼랑진 양수지하발전소 현지암반에 

대한 응력측정에 관하여
임한욱, *이정인

대한중석광업주식회사, 

*서울대학교

채광
수요부문별 에너지 점유율 모형에 의한 

석탄의 수요예측에 관한 연구

민철구, 최창근, 

*이희근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서울대학교

선광 섬아연광의 부선에 관한 기초적 연구(Ⅱ) 곽창섭, 오재현 연세대학교 

선광

중정석-용액계면에서의 

n-Alkylammonium chloride들의 

흡착에 관하여

윤평란, 이강문, 

*신방섭

전북대학교, 

*전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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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제37회 

추계학술발표회 

(1981.10.30~31)

채광

탄광갱내에서의 온도대책에 관하여 

"Underground Heat Problems in 

Coal Mines"

Kenichi Uchino

(內野健一)
일본 큐슈대학

채광 연층케이빙 탄적재개선에 관하여 이부근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채광 삼척탄좌 수갱시설에 관하여 이원익 삼척탄좌개발주식회사

채광 채탄기계화기술보고 김인기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채광
평행총공법에 의한 고속굴진에 

대하여
이경운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채광
Sang Dong Mechanized Cut and 

Fill Method

강종수, 신순범, 

조성문, 이해운, 

김   영

대한중석상동광업소

채광
강도적으로 불균질한 암석시험편의 변

형·파괴거동에 관한 수치해석적 연구
이희근 서울대학교

채광
암석의 불균질성과 'No Tension' 

특성을 고려한 탄소성해석
이희근, 양형식 서울대학교

채광
우리나라에 분석하는 주요 

퇴적암류의 역학적분류에 관하여

이정인, 이희근, 

류창하
서울대학교

탐사 전주일광산의 지화탐에 관하여 김재형 전남대학교

탐사 Track Etch법에 의한 우라늄탐사 구자학 한국동력자원연구소

탐사 한국의 지진가속도분석 양승진 한국동력자원연구소

탐사
Alkali장석계내 고용선의 열화학적 유도 

및 지질 온도계로서의 응용

허   종, 전효택, 

전용원
서울대학교

탐사
물금철광산에 분포하는 안산암류의 

모암변질 및 지구화학

김명균, 전효택, 

전용원
서울대학교

선광
국산천연 Zeolite광물에 의한 

폐수중의 중금속제거에 관한 연구

최경수, 오재규, 

최종진, 정창주, 

신방섭

전남대학교

선광

섬아연광의 부선에 관한 기초적 

연구(제3보) - 섬아연광의 억제작용에 

관하여-

오재현, 곽창섭 연세대학교

선광 도색고령토의 탈철에 관한 연구
황기엽, *오종기, 

*이동휘

한양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선광
저질모리정광으로부터 모리부탠과 

레늄의 회수
임석중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선광 휘수연광에 대한 선광연구
조명승, 양정일, 

조건준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선광

회중석의 동전성질과 

n-alkylammonium chloride들의 흡착

에 관하여

이강문, 윤평란, 

*신방섭

전북대학교, 

*전남대학교

선광 저온도중석 부선시험
김영, 김석기, 

한정인, 김영갑
대한중석상동광업소

선광 양극동 정련에 관한 연구

김언제, 최영식, 

*김순신, 

*이성민, *조만형

한국광업제련,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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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제38회 

춘계학술발표회 

(1982.5.7~8)

특별강연
The Characteristics and Utilization 
of Miocene Tertiary Coal in Taiwan 

Chung Piaw 
Lin(林崇標)

대만성 광무국

특별강연 일본의 광업에 대하여
Makoto 
Ihara(原恕)

일본 큐슈대학

탐사
제1연화광산자류철석의 변형조직에 

관한 연구 

이진석, 전효택, 

전용원
서울대학교

탐사 토양층과 기반암에서의 지진가속도 차이 양승진 한국동력자원연구소

탐사 유한차분법을 이용한 과도전자장의 계산 서상용, 현병구 한국동력자원연구소

탐사 항공방사능 탐사장비를 이용한 시험비행 구자학, 박영수 한국동력자원연구소

탐사 한반도 지진의 합성메카니즘의 해석 김상희, *김소구 중앙기상대, *한양대학교

채광
A.E.계측법에 의한 암반강도의 

평가

Ryoji Kobayashi
(小林良二), 
Fumio Sugimoto
(杉本文男)

일본 도호쿠대학

채광 Slurry 수송에 관하여

Toshio Kawashima
(川島俊夫), 
Karoku Noda
(野田佳六)

일본 도호쿠대학

채광

높은 응력을 받고 있는 습윤암석에 있어 

공극수압이 파괴에 미치는 

영향

Ryoji 
Kobayashi
(小林良二), 
*이정인, 
**古佳光正, 
***Chimei 
Kumamoto
(態本知明)

일본 도호쿠대학, 

*서울대학교, 

**일본 이와테대학, 

***국제자원㈜

채광
연약면을 갖는 암석의 전단강도 및 변형

거동에 관한 연구

김기주, *이정인, 

*김재극

전북대학교, 

*서울대학교

채광

이방성 암반내 원형공동 주변의 변형·

파괴거동에 관한 수치해석 및 모형실험

연구

김호영, 이희근 서울대학교

채광
건식운반방식에 의한 중단붕락식 

기계화 채탄법 시험진도보고
김인균, 김인기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채광

석탄층내에 개착된 중단갱에서 

채탄작업 진행에 다른 지보 및 갱도단면 

변형연구

이경운, 신희순, 

한공창, 지왕률, 

김달선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선광 석석의 계면현상과 부선특성 신희덕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소

선광
국내산 천연 Zeolite 광물의 활성화와 

폐수중의 중금속제거에 관한 연구

김태만, 최경수, 

권숙문, 신방섭
전남대학교

선광
포천지역 함니켈초염기성암의 

황산처리법 기초 연구
박찬훈, 오중환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선광
함점토 미분탄의 응집 및 여과에 관한 

기초적 연구

이희근, 전용원, 

안재휴, 김영환
서울대학교

선광
장성광업소산 무연탄의 선탄특성에 

관한 연구

황기엽, *이동휘, 

*오종기

한양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선광 충남저질탄의 활용에 관한 선탄시험연구 조명승 한국동력자원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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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제39회 

추계학술발표회 

(1982.10.22~23)

탐사 항공물리탐사자원의 전산처리
서상용, 구자학, 

현병구
한국동력자원연구소

탐사
다주파수 전자탐사법에 의한 

지하층서구조 연구
이상휴, *서정희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서울대학교

탐사
Transient EM탐사의 원리 및 국내탐사

실례
조동행 한국동력자원연구소

탐사
지진위험도 결정을 위해 규명되어야할 

요소
양승진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채광
연약면을 갖는 암석의 전단강도 및 

변형거동에 관한 연구
김기주, *김재극

전북대학교, 

*서울대학교

채광

실험실 및 삼척탄좌 신채탄 

막장에서 실시한 In-situ plate 

Bearing Test에 관한 연구

김달선, 이정인, 

김재국, *이경운

서울대학교,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채광
갱도지보용 PSC 및 GI 철재빔의 

굴곡 하중 시험연구
이경운, 박철환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채광
암반응력 측정치의 처리와 그 정도

(Accuracy)에 관하여

임한욱, 김웅수, 

이정인
강원대학교, 서울대학교

채광
Protodykonov의 충격 파쇄강도

시험에 의한 삼탄석탄이 압축강도 측정
김인기, 선우춘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채광

일본 대곡광산의 Pyrrhotite의 

광물학적 성질과 광화작용과의 관계에 

대하여

김문영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선광
아연제련 최종잔사의 열분해 시 

Ag와 Ca의 거동
최   철, 이원해 한양대학교

선광
아연제련의 최종잔사로부터 인듐 회수

에 관한 연구
김행구, 이원해 한양대학교

선광 동판에서 유화비소의 증기압 측정 김용현, 조만형 한양대학교

선광
황산염의 수용액에서 철산아연 

용해속도론 해석에 관한 연구

김찬욱, 이규택, 

조만형
한양대학교

선광 동피에서의 유황의 증기압에 관한 연구 박종민, 조만형 한양대학교

선광
칼슘광물에 대한 규산나트륨의 

흡착량 측정을 위한 비색 정량법

신방섭, 권숙문, 

윤정한, 최경수
전남대학교

선광
전기산화방법에 의한 휘수연광으로부터 

몰리브덴의 추출(1) -침출에 관하여-

이화영, 오종기, 

이동휘
한국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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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제40회 

춘계학술발표회 

(1983.4.30)

특별강연 Mineral Exploration in Taiwan Jung Huei Wang 중국광야공정학회

특별강연 부선의 이론과 실제
Junjou 
Shimoiizaka
(下飯坂潤三)

일본 도호쿠대학 

(일본광업회)

특별강연
Practical Experience on the Coal 
Mine Operations in Japan

Eiichi Kawai
Director of Smitomo 
Coal Mining Co., Ltd.

탐사
가열현미경 및 파열실험에 의한 월악 

중석 - 몰리브덴광상 석영맥의 생성환경
김일형, 전용원 서울대학교

탐사
판상 광체에 대한 시간 영역 유도분극 

탐사법의 모형연구
장현삼, 현병구 서울대학교

탐사
부평 은·연·광산의 모암 변질과 지구

화학
박흥준, 전용원 서울대학교

탐사
광체 연속성 탐지를 위한 주파수 

영역유도 분극법의 모형연구
송인석, 서정희 서울대학교

탐사
수직 자기쌍극자 파원에 의한 층서구조 

전자장의 시간영역적 계산
김한준, 서정희 서울대학교

탐사
한국대륙붕 탄성파 탐사 자료에 

대한 전산처리 연구현황 및 전망

구자학, 조동행, 

서상용
동방자원연구소

탐사
다주파수 유도분극 탐사법

(Spectral I.P Method)의 원리

이상휴, 조동행, 

구자학
한국동력자원연구소

탐사
한국의 통계적 지진 위험도 

분포에 관한 연구
양승진, 정승환 한양대학교

탐사
SCHWARTZ CHRISTOFEL에 

의한 복잡한 지형의 전위계산

서백수, 김웅수, 

*현병구

강원대학교, 

*서울대학교

채광
삼척탄좌 상하반 사암의 Creep

거동에 관한 유변학적 연구

김재동, 이정인, 

김재극
서울대학교

채광
채굴적에 의한 지반 침하의 모형실험 및 

예상 계산을 위한 수치해석
한봉태, 이희근 서울대학교

채광
지하발전소 대공동 주위의 응력 분포에 

대한 점탄성 해석

박연사, 이정인, 

김재극
서울대학교

채광 Glötzl Cell에 의한 갱도 변형 연구
이경운, 박철환, 

김민규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채광

연약면을 갖는 암석의 전단 강도 및 변형

거동에 관하여-(Ⅲ) 자연층 이면을 갖는 

니암시료에 대하여-

김기주, *이정인, 

*김재극

전북대학교, 

*서울대학교

채광
삼척탄좌 Sub-level채탄법의 경제성 

분석

김인기, 선우춘, 

*김재극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서울대학교

채광 철재지보에 의한 연층갱도 유지
안기준, 김인기, 

김인균
한국동력자원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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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제40회 

춘계학술발표회 

(1983. 4.30)

채광 Model실험에 의한 갱도 변형 연구
김민규, 이경운, 

신희순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채광 석탄수요의 대체한계 분석 박연홍, *이희근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서울대학교

채광
충남탄전 성주 Tunnel 개설 타당성 

연구

김임호, 이동남, 

최용석, 강선덕, 

변정규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채광 제2연화광산에서의 지압측정에 관하여
임한욱, 김웅수, 

*이정인

강원대학교, 

*서울대학교

채광
지하발전소 원위치 암반의 Block 전단

시험에 관하여
김달선, 이정인 서울대학교

1983년 제41회 

추계학술발표회 

(1983.10.22~23)

석탄기술 기계화채탄법(중단붕락식채탄법) 홍기표 삼척탄좌

석탄기술 문경탄광 후층채탄법 윤한욱 대성탄좌

석탄기술 한국석탄광의 기계화 전망 김정수 함태탄광

석탄기술 Top slicing 채탄 성과 및 개선 방안 지만식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석탄기술 봉명탄광의 중액선탄 시설 현황 정병일 주식회사 봉명

석탄기술 승갱굴착기의 운영실적 서중석 대한광업진흥공사

석탄기술 석탄심부개발에 다르는 통기대책 류시영 한국동력자원연구소

학술 은정광의 침출에 관한 연구

권혁한, 김준수, 

*오재현, 

**고인용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세대학교, 

**전북대학교

학술
염산 산성용액중에서 주석에 의한 

안티몬의 Cementation에 관하여

송효석, 김준수, 

*오재현, 

**고인용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세대학교, 

**전북대학교

학술 은의 침출특성에 관하여

임용진, 김준수, 

*오재현, 

**고인용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세대학교, 

**전북대학교

학술 천연흑연의 화학적 정제에 관한 연구 김덕기, 이원해 한양대학교

학술
액체-액체 추출에 의한 미세입자의 

회수에 관한 연구
이재천, 이원해 한양대학교

학술
아연제련최종잔사로부터 은회수에 

관하여
김영균, 이원해 한양대학교

학술

강성자동제어시험기를 사용한 

일축압축하중하에서 암석의 

파괴거동에 관한 연구

김영석, *권숙문
전북대학교, 

*전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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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제42회 

춘계학술발표회 

(1984.4.28)

탐사
The Taiwan Marble Geology and 

Its Industrial Development

Chi-Chieu 

Chen
성공대학교

탐사
유한차분법에 의한 이론전위곡선의 

작성

서백수, 김웅수, 

*현병구

강원대학교, 

*서울대학교

탐사
3-D 평면지층에 대한 CDP자료의 속도

분석 및 지층해석
유해수, 양승진 한양대학교

탐사 덕음광산 광상부존의 구조규제연구 김남진, 지정만 인하대학교

탐사 덕음은광상의 광물학적 연구 양동윤, 지정만 인하대학교

탐사 월류금은 광상의 유체 포유물 연구 류재우, 지정만 인하대학교

탐사
우리나라 석탄의 암석광물 및 

지구화학적 연구

김명균, 전효택, 

전용원
서울대학교

탐사
TEMPUS System에 의한 석유탐사 

자료전산처리

구자학, 조동행, 

이상휴
한국동력자원연구소

탐사 TEM 탐사자료의 해석법에 관하여
이상휴, 구자학, 

조동행
한국동력자원연구소

탐사 Factor Analysis를 이용한 지질도 작성 박종남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채광
Hydraulic Mining in Japanese Coal 

Mine

Yoshiteru 

Watanabe
일본 홋카이도대학

채광

강우량의 석탄광의 갱내 출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삼척탄전 태백지역

을 중심으로-

이동남, *주석복
한국동력자원연구소, 

*한양대학교

채광
규폐유발 징세암분 억제를 위한 

천공 특성 연구
우재억 삼척공업전문대학

채광
기계화채탄의 효과분석과 원가 전망에 

관하여
안대영, 성낙진 대한석탄공사

채광
삼축압축하에서 인공절리면을 지닌 

암석의 강도와 변형거동에 관하여
이형원, 이정인 서울대학교

채광
Borehole재하 실험에 의한 

연암의 변형계수 측정에 관하여
이병호, 이정인 서울대학교

채광

심도 및 탄폭변화에 다른 탄중갱도 및 

주변지층의 변형에 대한 

모델실험 연구

김민규, 김재극 서울대학교

채광 현지응력 측정시의 해석에 관한 연구 이경운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채광
불연속면을 갖는 암석의 압축강도에 

미치는 연약면의 영향에 관한 연구

임한욱, 김웅수, 

*이정인

강원대학교,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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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제42회 

춘계학술발표회 

(1984.4.28)

채광
공기압축기의 합리적 운영관리에 대한 

고찰
성낙진 대한석탄공사

채광

단축압축 응력하의 원주형 시편 및 원형

공동평판의 A.E. Source Location에 

관한 연구

고환제, 김재극 서울대학교

선광 아연분말에 의한 동침전에 관하여 이정원, 오재현 연세대학교

선광
국내 황동광으로부터 Cu2O의 제조에 

관한 연구
민병국, 손헌준 서울대학교 

선광 황동광의 황산용액에서의 전해 환원
김해수, 손헌준, 

강  탁
서울대학교 

선광 Ore sorter에 관한 검토연구 이무섭 대한중석중앙연구소

선광 기름에 의한 미세입자의 회수에 관하여 이재천, 이원해 한양대학교

선광
미국동부석탄의 입자크기에 다른 부선

특성 연구
한   춘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우리나라 광업의 

육성방안 

광업심포지엄

(1984.4.28)

우리나라 광업정책의 문제점 김성두 조선일보 논설위원

일반광업의 정책전망 방   희 대한광업진흥공사

석탄광업의 전망과 대책 최형순 대한석탄협회

대한석탄공사의 기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언
김한룡 대한석탄공사

우리 자원산업의 잠재력 김원조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우리 광업은 보호되어야 한다 조성룡 광업생산성조사소

1984년 제43회 

추계학술발표회 

(1984.10.27)

탐사
구형광체에 대한 쌍극자배열에서의 

주파수 영역 전자반응
정현기, 서정희 서울대학교

탐사
3차원 곡면지층구조에서의 C.D.P

탄성파 반사법 자료해석
최상문, 양승진 한양대학교

탐사
2차원 경사지층의 image ray tracing

에 의한 time migration
설창현, 양승진 한양대학교

탐사 경상계 암석층군의 고지자기 연구 이기동 한국동력자원연구소

탐사
굴절 탄성파 탐사의 hiddenlayer에 

관한 고찰
김정호, 조동행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채광
수압파쇄에 의한 3차원 암반응력측정법 

및 편평대공동천반의 탄성변위 해석
이희근 서울대학교

채광
Laser Holographic Interferonetry를 

이용한 지표침하의 Model 연구
김순창 조선대학교



 275

구분 주제 및 분야 제목 저자 소속

1984년 제43회 

추계학술발표회 

(1984.10.27)

채광
연층갱도 지보하중과 변형에 관한 기초

적 연구
김인기, *김재극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서울대학교

채광
삼축압축하에서 pore-pressure가 암석

의 파괴강도에 미치는 영향
김동현, 이정인 서울대학교

채광 삼척탄좌 정암광업소 통기망해석 이학희, 김재극 서울대학교

채광

화약, 암석강도 및 발파유형이 발파에 

의한 지반진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김민규, 이경운, 

신희순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선광 액중조립에 관하여 原田稻臣 일본 와세다대학

선광
Hematite와 quartz로부터 Hematite의 

선택적 추출에 대하여
이재천, 이원해 한양대학교

선광
아연 최종잔사로부터 아연과 

카드뮴의 침출에 관한 연구
김승학, 이원해 한양대학교 

선광
회중석의 전기계면현상과 응집에 관한 

연구
박현태, 황기엽 한양대학교

선광
부평광업소 선광조업 근황 및 최근의 

개선에 관하여
한정인, 이기명 영풍, 부평영업소

선광 회중석 미립자의 구심 선별 배광현, 손병찬 인하대학교

암석역학 

분과위원회 세미나 

(1985.2.9)

　
암석의 최대하중 이후의 변형거동에 

관한 연구
신중호, 이희근 서울대학교

　 서울지하철 3, 4호선 터널 방수 주정석 　

　
노천 채광장 암석경사면의 안정성에 

관하여
정소걸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우리나라 지하공간 이용에 관한 방향 선   용 삼림컨설턴트

　 대형 지하 공동 건설공사에 관하여 서정규 한양대학교

　
응력개방법에 의한 한반도 일부지역에

서의 암반응력 측정에 관한 연구
임한욱, *이정인

강원대학교, 

*서울대학교

　
지하양수발전실 공동 굴착에 

있어서의 안정성 해석
박연준, *이정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학교

　
점탄성 암반에 있어 지하공동의 

배열 간격에 따른 응력 분포의 변화
김치환, 이정인 서울대학교

　 터널굴착시 지반거동에 관하여 신종호, 유태성 서울대학교

　
연층갱도에서의 지보 하중과 변형에 

관한 연구
김인기, *김재극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서울대학교

　
Top slicing 채탄막장에서의 지압변화 

측정 연구

김호영, *김민규, 

*이경운

서울대학교, 

*한국동력자원연구소

　 U-beam의 마찰 시험 연구
김민규, 박철환, 

이경운
한국동력자원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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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제44회 

춘계학술발표회 

(1985.4.27)

탐사 급경사 유한차분 마이그레이션 서상용 한국동력자원연구소

탐사
Theoretical Investigtion of Smart 

Seismic Arrays
이태섭, 현병구 한국동력자원연구소

탐사
MT탐사에 있어서 2차원 구조의 

영향에 관한 연구
정승환 한국동력자원연구소

탐사
불규칙 탄층구조에 대한 갱내 

전기탐사법의 적용성 연구(1)
현병구, 송영수 서울대학교

탐사
다주파수 유도분극(Spectral IP) 

자료해석
서정희, 정현기 서울대학교

탐사
시추공을 이용한 전자탐사 반응의 

실험적 연구
서정희, 조철현 서울대학교

탐사
풍화된 화강암의 물리적, 암석학적 및 

지구화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강승철, 전효택, 

전용원
서울대학교

채광
암석의 최대하중 이후의 변형

거동에 관한 연구
신종호, 이희근 서울대학교

채광

공진주파수업에 의한 대리석 및 

cement mortar의 동탄성 상수 

측정에 관하여

양봉기, 김재극 서울대학교

채광
하천하부탄층에 대한 보안 탄주 

설정에 관하여
이정인 서울대학교

채광
점탄성 암반에 있어 지하공동의 

배열간격에 다른 응력분포의 변화
김치환, 이정인 서울대학교

채광 U-Beam의 마찰시험 이경운, 김민규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채광
채탄법 설계를 위한 computer graphic

의 응용연구
정소걸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채광 Chain conveyor에 관하여
이경운, 임상택, 

박철환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채광 Top slicing 채탄법 권오준 대한석탄공사

채광 목재벽권의 대용재개발에 관한 연구 김종국 대한석탄공사

선광
Laterite로부터 환원배소된 금속 

Ni의 ammonia 침출

김성규, 오종기, 

이동휘, 이응조
KAIST

선광
극미립 회중석과 방해석 광물에 대한 

동전기적 성질 및 응집에 관한 연구
최경수, 신방섭 전남대학교

선광 전해 이산화망간 제조 김치권, 정종희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선광
황지지구 무연탄의 우선파쇄에 

의한 건식 선탄 시험
이수영 대한광업진흥공사

선광 파인 세라믹스의 현황과 전망 정연익 대한광업진흥공사

선광 규암류 규석광의 마광 및 품위향상 양정일, 조명승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선광
탄질향상과 활용에 관한 연구

-입자의 거동을 중심으로
이재장 강원대학교



 277

구분 주제 및 분야 제목 저자 소속

호남지부 정기총회 

학술발표회 

(1985.7.20)

　
방진 마스크필터의 세공구조 및 

누적석탄분진의 입도분포에 관한 연구
목호상 전남대학교

　
국내에 분포하는 암석의 폭파

계수산정에 관한 연구
주재성 전남대학교

　
전남지역의 중소광산의 설비 및 

기술실태 조사
이성웅 전남대학교

　 85년도 석탄수급전망과 대책 이인태 전남연료조합

　 호남탄좌 개발현황 김희수 호남탄좌

　
탄과 협석혼합 부존구역의 중단채탄법 

응용에 관하여
지만식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완도광산과 성산광산의 현황 오점수 조선내화

1985년 제45회 

추계학술발표회 

(1985.10.26~27)

특별강연
The Selby Coalfield Development: 

United Kingdom"
J.F.Tunnicliffe

University of 

Newcastle upon Tyne 

England (UK)

탐사 물질별 반사 및 굴절계수 특성 고찰 김영수, 양승진 한양대학교

탐사 지층의 종류와 층후에 다른 광산과 흡수 정경수, 양승진 한양대학교

탐사 인공모형광석의 Spectral IP반응
서정희, 정현기, 

류한진, 조찬기
서울대학교

탐사
2차원 중력치 역해계산에서의 

선형방식과 비선형 방법의 비교

서정희, 주형태, 

정현기
서울대학교

탐사
마이크로 Computer를 이용한 

두 지점간 ray tracing system
이태섭 한국동력자원연구소

탐사
국내 중생대 일부 화강암류의 다원소 

지구화학
전효택, 전용원 서울대학교

탐사 한국의 석재자원에 대한 연구 현전기, *신병우
상지대학교, 

*한양대학교

채광
은성탄광 갱내출수와 보안탄주에 

관하여
현병구, 이정인 서울대학교

채광
경계요소법에 의한 현지 탄성계수의 

산정법
이희근 서울대학교

채광
NATM공업에 의한 터널굴착설계를 

위한 응력해석에 관하여
김치환, 이정인 서울대학교

채광
석회석 광산의 대규모 장공발파에 대한 

발파진동 및 폭음 측정에 관한 연구
김민규, 강선덕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채광
중단 위경사 채탄법에 의한 탄광 기계화 

연구
이경운, 이정일 한국동력자원연구소



278  · · The Korean Society of Mineral and Energy Resources Engineers 50th Anniversary

구분 주제 및 분야 제목 저자 소속

1985년 제45회 

추계학술발표회 

(1985.10.26~27)

채광
수평분층 채탄막장과 주변 암층의 파괴

양상 및 변형에 대한 모형실험 연구

지왕률, 이경운, 

*주석복

한국동력자원연구소, 

*한양대학교

채광 심부암석갱도에 대한 지보설계 연구
이경운, 김민규, 

박철환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채광 수갱 방수공법에 관한 연구 김진원 대한석탄공사

채광
방진 마스크 여포의 세공구조 및 

누적석탄분진의 입도 분포에 관한 연구
목호상, 권용문 전남대학교

채광 탄광용 중앙집중 감시시스템 연구 노세환, 조원재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채광
성주터널에 사용될 Rock Bolt의 

이론적인 설계기준에 관하여
강선덕, *조동성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인하대학교

채광
탄과 협석 혼합 부존구역의 중단채탄법 

응용에 관하여
이명선, 이덕주 대한석탄공사

선광 은 분말의 계면전기 현상에 관한 연구 이정대, 이원해 한양대학교

선광
양극동 전해정련에서 As와 Sb의 거동

에 관한 연구
배찬형, 조만형 한양대학교

선광
수용액중에 있어서 방연석의 전기화학

적 현상과 부선특성
이민용, 황기엽 한양대학교

선광 금속 연에 의한 은의 침전
김기호, 강  탁, 

손헌준
서울대학교

1986년 제46회 

춘계학술발표회 

(1986. 4.12)

선광 FeCl3에 의한 방연석의 침출
이철경, 손헌준, 

강  탁
서울대학교

선광 철망간중석의 전기계면 현상과 부선특성 우재천, 황기엽 한양대학교

탐사
수평 다층에 대한 normal비저항

검층의 반응곡선

정승환, 김정호, 

*현병구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서울대학교

탐사
탄성파 반사자료의 속도와 진폭해석에 

최소엔트로피 역대합의 영향
류두환, 양승진 한양대학교

탐사
강원도 원성군 석회암 협층내의 

스카른광물에 관한 연구
장대성, 지정만 인하대학교

탐사 복수 광체의 과도 전자 응답 조동행 인하대학교

탐사
금정알라스카이트 금광상의 

지구화학과 광화작용

김현수, 전효택, 

전용원
서울대학교 

탐사
생산성 심성암체의 암석지구화학적 

특징과 광상탐사에의 응용

김명균, 전효택, 

전용원
서울대학교

탐사 국내산 일부 대리석의 지질공학적 특성 정영욱, 전효택 서울대학교 

탐사 국내 제3기층 점토질 암석의 팽창특성 백환조, 전효택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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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제46회 

춘계학술발표회 

(1986. 4.12)

　 chain saw 채탄법 개발 시험
김영식, 강상수, 

김인기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채광·암석역학 리-만법에 의한 암반 응력 측정 연구
권광수, 노세환, 

송원경, *이정인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서울대학교

채광·암석역학
우리나라 주요광산의 압축공기 

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

이정인, 김재동, 

김두수
서울대학교

채광·암석역학
굴진갱도 주위 암반 거동의 측정 및 

해석에 관한 연구

이재선, 이희근, 

*이경운

서울대학교,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채광·암석역학
반복 하중에 의한 암석의 피로 현상에 

관하여

이원규, 이정인, 

*이경운, *김민규

서울대학교,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채광·암석역학 화강암의 파괴인성 측정과 그 수치 해석
노용래, 이정인, 

김재동
서울대학교

광물처리
월성지역 저질 벤토나이트의 

정제 및 팽윤도 향상 연구
박찬훈 인하대학교

광물처리 어룡 미분탄의 수중 침강 특성 조동성, *신강호
인하대학교, 

*삼척공업전문대학

광물처리 석영 미립자의 수중 응집 특성 조동성, *신강호
인하대학교, 

*삼척공업전문대학

광물처리
어룡광산 무연탄 oil agglomeration 

process에 의한 탄분 제거

권이동, 조동성, 

*신강호

인하대학교, 

*삼척공업전문대학

광물처리
연화광산산 자황철광의 광물학적 특성

과 자선에 관하여

김선복, 이정원, 

오재현, *이옥규
연세대학교, *영풍광업

광물처리 자황철광의 부선 특성
권현준, 이정원, 

오재현, *고인용

연세대학교, 

*전북대학교

광물처리 자황철광의 산 침출에 관하여
김주호, 이정원, 

오재현, *고인용

연세대학교, 

*전북대학교

광물처리 은 치오우레아 이온의 활성탄에의 흡착 정형성, *손헌준
대한중석 중앙연구소, 

*서울대학교

광물처리
기체-액체 접촉 반응에 따른 침강성 

경질탄산칼슘 특성 연구

오중환, 한  춘, 

조명승
한국동력자원연구소

광물처리 은 침출에 관하여(1)
장광택, *조동성, 

*이홍진

청주대학교, 

*인하대학교

광물처리 은 침출에 관하여(2) 장광택, *조동성
청주대학교, 

*인하대학교

광물처리
EDTA 용액에 의한 회중석의 침출 

kinetics

이원해, 민경화, 

김창희
한양대학교

광물처리
저품위 라테라이트 광으로부터 

니켈의 회수에 관한 연구

이화영, 오종기, 

이동휘
한국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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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지질 

분과 세미나 

(1986.7.1~2)

광물탐사의 도구로서 유체포유물 연구

rare metal 자원 (review)

지난 20년간의 일본에서의 광물 탐사

제13회 

광물자원활용 

세미나 

(1986.7.12)

회중석 부선에 있어서 수 초자와 

중금속이온 병용의 현장 적용 연구
이종대, 기권수 대한중석

청화용해잔사의 처리 박선웅, 신광호 영풍광업

전북지구 공정석에 대한 부선 및 

자선시험 
이수용 광진

흑연의 중액선별에 관하여 조동열 봉명연

micro bubble 부선에 관하여 오종기 KAIST

저품위규사의 활용 연구 
조명승, 황선국, 

양정일
동자연

1986년 제47회 

추계학술발표회 

(1986.10.25~26)

탐사
주석광화작용과 관련된 선캄브리아 시

대 화강암류의 다원소 지구화학

전효택, 이덕원, 

전용원, *홍영국, 

*김문영

서울대학교, 

*한국동력자원연구소

탐사

돌산, 광양, 남해지역에 분포한 

화강암류의 암석지구화학적 특징 및 

금속광상에 관한 연구

김희남, *신방섭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탐사
섬아연석중의 Fe, Mn, Cd함량과 열수

금속광상 성인과의 관련성

전효택, 
*Hidehiko 
Shimazaki
(島崎英彦)

서울대학교, 

*일본 도쿄대학

탐사 탄성파 흡수성 규명에 대한 문제점 김중열 한국동력자원연구소

탐사
판상 광체에 대한 정밀TEM 자료해석에 

관한 모형 연구

서정희, 백오규, 

조인기
서울대학교

탐사 새로운 탄성파-종파 S* 김중열 한국동력자원연구소

탐사
화순 서남쪽의 지열지대에 관한 

몇가지 고찰
이희보 전북대학교

채광
Bolt지보에 의한 갱도유지 효과에 관한 

연구

안대영, *양승진, 

**이정인

대한석탄공사, 

*한양대학교, 

**서울대학교

채광
한국의 석탄과 협탄층 암석의 

열전도율에 관한 연구
김일중, 박홍민 전북대학교

채광
석탄광 심부 대단면 암석 갱도에 대한 

신지보법 설계

이경운, 김복윤, 

한공창, 김호영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채광
Micro-computer를 이용한 '불연속면

의 해석 및 실제 응용
이경운, 한공창 한국동력자원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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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제47회 

추계학술발표회 

(1986.10.25~26)

채광
현장 및 실험실 실험에 의한 Rock bolt

의 지보특성에 대한 연구

지왕률, 김복윤, 

이경운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채광 시험방법에 의한 암석강도의 비교연구 조병래, 이희근 서울대학교

채광 각종 rock bolt의 인발시험에 관하여
임재웅, 김재동, 

이정인
서울대학교

광물처리

극미립자 회중석, chlorite 및 

montmorillonite의 부선분리에 

관하여

신방섭, 최경수, 

기권수
전남대학교

광물처리 무연탄의 우선 파쇄에 의한 건식석탄 이수영, 이길로 대한광업진흥공사

광물처리
Zeolite광물을 이용한 폐수중의 

암모니아 제거에 관한 연구

신방섭, 최경수, 

김재욱
전남대학교

광물처리 회질슬러지의 처리에 관한 연구 이재장 강원대학교

광물처리
회중석과 녹니석에 대한 올레인산 나트

륨의 흡착에 관하여

신방섭, 최경수, 

이명수
전남대학교

광물처리 금 분말의 계면 전기 현상
김경희, 민경화, 

이원해
한양대학교

광물처리 미립회중석의 액체-액체 추출 오무영, 이원해 한양대학교

광물처리

잇트륨 및 란타늄의 D2EHPA에 의한 

용매추출의 반응기구 및 반응속도에 

관한 연구

오종기, *전용원
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

광물처리 황산제2철에 의한 은 침출의 기초연구 장광택, 조동성 청주대학교, 인하대학교

광물처리
황산 용액에서 철산아연의 용해 

속도에 관한 연구
김홍기, 조만형 한양대학교

광물처리
Ferrite법에 의한 중금속 함유 

폐수처리에 관한 연구(제1보)

신희덕, 조동성, 

*조영수, *오재현

인하대학교, 

*연세대학교

광물처리
국내 저급 고령토의 정제

(소규모 공장시험)

이동휘, 오종기, 

김성규
과학기술원

광물처리
As, Sb가 함유된 양극동의 전해 

정련에서 As와 Sb의 거동에 관한 연구

정   승*, 

조만형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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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national 

Symposium on 

Coal Mining 

and Safety 

(1987.4.22~24)

Keynote Lectures
Coal Policy and Its Development 

Strategy in Korea
Sang-Kun Park

Coal Industry 

Promotion Board

Keynote Lectures
Coal Policy of Japan and Its 

Future Prospect
Hideo Suzuki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Japan)

Keynote Lectures
Continuous Miner Operations - 

an Important Safety Aspect

Frank F. 

Roxborough 

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Australia)

Keynote Lectures

Worldwide Coal Mine Dust 

Research --- Where Are We 

Going?

Jan M. 

Mutmansky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USA)

Mining Method and 

Face Mechanization 

of Difficult Coal 

Seams

Mechanized Sublevel Caving 

Method in Korean Coal Mines

In Ki Kim, Hee 

Bong Park, In 

Kyun Kim, *F.J. 

Buelhoff 

Korea Institute 

of Energy and 

Resources, 

*M.C & G.T.Z. 

(W. Germany)

Mining Method and 

Face Mechanization 

of Difficult Coal 

Seams

A Practical Example of the 

Wongawilli System of Pillar 

Extraction

S.T. Bracken 

Oakdale Colliery, 

Clutha Limited, 

(Australia)

Mining Method and 

Face Mechanization 

of Difficult Coal 

Seams

Latest Developments in Longwall 

Powered Roof Support and Their 

Application in Difficult Coal Seams

R.G. Horsfield 

Doety Mining 

Equipment Ltd. 

(England)

Mining Method and 

Face Mechanization 

of Difficult Coal 

Seams

Mechanization of Coal Mining in 

Steep Seams in Japan

Shinichi Soga, 

Akira Fujisawa, 

Koji Sato 

The Coal Mining 

Research Centre 

(Japan)

Mining Method and 

Face Mechanization 

of Difficult Coal 

Seams

Top Slicing Coal Mining Method 

at Jangsung Colliery

Doo-Won Lee, 

Young-Pyo 

Hong, 

*Nak-Jin Sung 

Dai-Han Coal 

Corporation, 

*Dongwon Coal 

Field Co., Ltd.

Mining Method and 

Face Mechanization 

of Difficult Coal 

Seams

Hydraulic Mining at Sunagawa 

Coal Mine
Takemi Ohuchi 

Mitsui Coal Mining 

Co., Ltd. (Japan)

Mining Method and 

Face Mechanization 

of Difficult Coal 

Seams

Case Study on Step Mining 

Method at Najeon Colliery
Y.J. Shim Najeon Colliery

Mining Method and 

Face Mechanization 

of Difficult Coal 

Seams

Development and Experiment of 

Large-diameter Auger Miner in 

Steep and Semi-Steep Seams

Masahiko Sato, 

Satoshi 

Matsuyama, 

Junichi Sakata 

The Coal Mining 

Research Centre 

(Japan)



 283

구분 주제 및 분야 제목 저자 소속

 International 

Symposium on 

Coal Mining 

and Safety 

(1987.4.22~24)

Mining Method and 

Face Mechanization 

of Difficult Coal 

Seams

In Respect of Super Mini Back-

hoe

S. Takenouchi, 

S. Togashi 

Naigai Construction 

Co., Ltd. (Japan)

Mining Method and 

Face Mechanization 

of Difficult Coal 

Seams

The Application of the Chain 

Saw Mining Method to Thin Coal 

Seams in Korea

Young Sik Kim, 

Sang Soo Kang, 

In Ki Kim, 

Sea Hwa Ro, 

*Volker Kohnhorst 

Korea Institute 

of Energy and 

Resources, 

*M.C & G.T.Z. 

(W. Germany)

Mining Method and 

Face Mechanization 

of Difficult Coal 

Seams

NK Light Alloy Steep Seam 

Hydraulic Prop and Examples 

of Its Application to Sawtooth 

Diagonal Mining Method

T. Fujita 
Nihon Koki Co., 

Ltd. (Japan)

Mining Method and 

Face Mechanization 

of Difficult Coal 

Seams

Application of Geostatistics 

and Spline to Computer Aided 

Geometric Modeling of Coal Seam

S.K. Chung, 

I.K. Kim, 

D.K. Kim

Korea Institute 

of Energy and 

Resources

Roof and Ground 

Control

Deformation Behavior around the 

Underground Opening in the Soft 

Rock

Hoi-Yong 

Chung, Joong-

Ho Synn, 

*Hyung-Sik 

Yang, 

Hi-Keun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Roof and Ground 

Control

In-situ Measurement on the 

Behavior of Strata Induced by 

Hydraulic-Mining Method in 

Steep Coal Seam

Gota Deguchi, 

*Mitsumasa 

Ohtsu, 

*Kenichi 

Watanabe 

The Coal Mining 

Research Centre 

(Japan), 

*Mitsui Coal 

Mining Co., Ltd., 

Sunagawa Coal 

Mine (Japan)

Roof and Ground 

Control

Support Effects of Rock Bolting in 

a Transport Drift

Jai-Oong Im, 

Jae-Dong Kim, 

Chung-In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Roof and Ground 

Control

Transversal Coal Outburst in 

Miike Coal Mine

Katsuhiko 

Sugawara, 

Hiroshi Okamura, 

Yuzo Obara, 

*Osamu Kimura

Kumamoto 

University (Japan), 

*Mitsui Coal Co., 

Ltd. (Japan)

Roof and Ground 

Control

Large Diameter Relief Boring by 

Using Water Jets in Coal Seam 

for Countermeasure to Prevent 

Gas Outbursts

K. Ohga, K. 

Higuchi

Hokkaido University 

(Japan)

Roof and Ground 

Control

Scale Model Study on the Rock 

Movements and Failure at the 

Top-slicig Working Face

Wang-Ruel Jee, 

Kyung-Won 

Lee, *Suck-Bok 

Joo

Korea Institute 

of Energy and 

Resources, 

*Hany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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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national 

Symposium on 

Coal Mining 

and Safety 

(1987.4.22~24)

Roof and Ground 

Control

Application of the New Austrian 

Tunnelling Method to Deep 

Haulage Tunnels at Jangsung 

Coal Mine

K.W. Lee, 

*Gi-Nam Jang

Korea Institute 

of Energy and 

Resources, 

*Dai Han Coal 

Corporation

Roof and Ground 

Control

Comprehensive Ground Control 

Study of a Deep Coal Mine in the 

U.S.

Duk-Won Park
The University of 

Alabama (USA)

Roof and Ground 

Control

Roadway Maintenance in Deep 

Coal Mines in Japan

Y. Ishijima, 

*M. Satani

Hokkaido University 

(Japan), 

*The Coal Mining 

Research Centre 

(Japan)

Application of Rock 

Mechanics to Mining

In-situ Stress Measurements and 

Its Application to the Design of 

Drift Supports

Han-Uk Lim, 

*Chung-In Lee 

Kangweon National 

University, 

*Seoul National 

University

Application of Rock 

Mechanics to Mining

Measurements and Calculations 

of Longwall Gate Roadway 

Deformation

K. Matsui, 

M. Ichinose, 

Y. Ichikawa, 

M. Ihara

Kyushu University 

(Japan)

Application of Rock 

Mechanics to Mining

Numerical Analysis with the 

Boundary Element Method on the 

Behaviors of Underground Rock 

Mass in the Design and Safety of 

Underground Opening

Joong-Ho Synn, 

*Hyung-Sik Yang, 

Hi-Keun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pplication of Rock 

Mechanics to Mining

A Visco-elastic Stress Analysis of 

Rock Mass around the Transport 

Drift Supported by Rock Bolts

Hyeon-Gon 

Jang, Chung-In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Application of Rock 

Mechanics to Mining

A Study on the Behavior around 

the Opening in Discontinuous 

Rock Mass by the Model Test 

and Numerical Analysis

Yong-Kyun 

Yoon, Joong-Ho 

Synn, *Hyung-Sik 

Yang, Hi-Keun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pplication of Rock 

Mechanics to Mining

Some Mechanical Properties of 

Anthracite Produced in Korea

Jae-Dong Kim, 

Chung-In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Application of Rock 

Mechanics to Mining

Computer Simulation of Coal and 

Gas Outburst
Yoshiaki Mizuta

Yamaguchi University 

(Japan)

Dust Control and 

Ventilation

Coal Mine Quartz Dust Control, 

an Overview of Current U.S. 

Regulations and Recent Research 

Results

Robert A. 

Jankowski, 

*George E. 

Niewiadomski

U.S. Dept. of the 

Interior (USA), 

*U.S. Dept. of Labor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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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national 

Symposium on 

Coal Mining 

and Safety 

(1987.4.22~24)

Dust Control and 

Ventilation

Personal Dust Measurement : the 

CIP 10

P. Courbon, 

*A. Leclercq

Centre d'Etudes 

et Recherches de 

Charbonnages de 

France (France), 

*Haute Technologie 

pour la Mine et 

l'Industrie (France)

Dust Control and 

Ventilation

Application of the Size and 

Elemental Characteristics of 

Airborne Coal Mine Dust for Dust 

Source Identification

Chang Woo Lee, 

*Jan M. 

Mutmansky

Dong-A University,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USA)

Dust Control and 

Ventilation

Dust and Pneumoconiosis 

Problems in Japanese Coal Mines
N. Fusamura

Waseda University 

(Japan)

Dust Control and 

Ventilation

Improvement on Coal Mine Safety 

Administration in Taiwan, R.O.C.

F.C. Kung, 

S.A. Tseng, 

S.P. Liu, 

*C.H. Liu

Dept. of Mines, MOEA 

(R.O.C.), 

*Mine Safety Division 

(Taiwan) Provincial 

Bureau of Mines 

(R.O.C.)

Dust Control and 

Ventilation

Research for the Development of 

a Centralized Supervisory System 

for the Mine Safety

Sea Hwa Ro, 

Kwang Soo 

Kwon, Won Jae 

Cho, Dong Chan 

Lee, Myung Ho 

Lee, Jeung Shik 

Min, Chong Chul 

Lee 

Korea Institute 

of Energy and 

Resources

Dust Control and 

Ventilation

Applied Technique of Light 

Interferometric Automatic Gas 

Alarm

Kiyomitsu Kitana

Hokkaido Toka Fine 

Technic Co., Ltd. 

(Japan)

Dust Control and 

Ventilation

Practical Ventilation Analysis 

by the Improved Node Potential 

Method

Masahiro Inoue, 

Kenichi Uchino

Kyusyu university 

(Japan)

Dust Control and 

Ventilation

The Mathematical Study on 

Turbulent Mass Transfer in Mine 

Aerology

Enliang Li, 

Yingmin Wang

Northeast University 

of Technology 

(R.O.C.)

Dust Control and 

Ventilation

Control of Thermal Environmental 

Conditions in Japanese Coal 

Mines

K. Uchino
Kyushu University 

(Japan)

Dust Control and 

Ventilation

Self-contained Compressed 

Oxygen Type Self-Rescuer, 

EBA-30

Mikio Kasahara, 

Kentaro Shigeta, 

Takushi Doi

Kawasaki Safety 

Servic Industries, Lt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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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national 

Symposium on 

Coal Mining 

and Safety 

(1987.4.22~24)

Dust Control and 

Ventilation

User's Friendly Softwares for 

Ventilation Calculations

Nicolas 

d'Albrand, 

*Pierre Carbonel

Centre d'Etudes 

et Recherches de 

Charbonnages de 

France (France), 

*High Technology 

Mine and Industry 

(France)

Dust Control and 

Ventilation

Mine Cooling System in Horonai 

Coal Mine

Hiroshi Yoshida, 

Kouichi Shindo, 

Yuzo Ishikura

Hokutan Horonai Coal 

Mine Co., Ltd. (Japan)

Dust Control and 

Ventilation

Underground Cooling System in 

the Kangwon Coal Mine
Sung Bong Song Kangwon Coal Mine

Opening and 

Development

Tunnelling Experiences with 

NATM in Korean Colliery

Kyung Won Lee, 

Bok Yoon Kim, 

Ho Yeong Kim, 

*Chang Hoon 

Lee

Korea Institute 

of Energy and 

Resources, 

*Samchok 

Consolidated Coal 

Mining Co., Ltd.

Opening and 

Development

Long-distance Horizontal Core 

Drilling at Ashibetsu Mine
Sakae Kashima

Mitsui Coal Mining 

Co., Ltd. (Japan)

Opening and 

Development

Determination of the Specific 

Charge Quantity in a Coal Drift
Woong Soo Kim

Kangweon National 

University

Opening and 

Development

Raise-boring Experiences in the 

Coal Mines of Korea

K.H. Yoo, 

C.S. Suh

Korea Mining 

Promotion 

Corporation

Special Problems in 

Deep Coal Mining

Coping with the Safety Problems 

of Deep Coal Mines in Taiwan, 

R.O.C.

F.C. Kung, 

S.A. Tseng, 

S.P. Liu, 

*Y.F. Juang

Dept. of Mines, 

MOEA, Taiwan, 

(R.O.C.), *Taiwan 

Provincial Bureau of 

Mines(R.O.C.)

Special Problems in 

Deep Coal Mining

Control of Mine Water in Miike 

Colliery
Tamio Kakehi

Miike Colliery, 

Mitsui Coal Mining 

Co., Ltd. (Japan)

Special Problems in 

Deep Coal Mining

On the Underground Haulage 

System of the Jangseong Coal 

Mine

Du Young Kim Inha University

Special Problems in 

Deep Coal Mining

Pressure Drops and Power 

Efficiencies of Pneumatic Systmes 

for Major Coal Mines in Korea

Doo-Soo Kim, 

Jae-Dong Kim, 

Chung-In Lee, 

*Kyu-Hyun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Mining 

Promotion 

Corporation

Special Problems in 

Deep Coal Mining

Control of Water Inflow into the 

Mine Gangway in the Boun Coal 

Mine, Korea

H.W. Yoon, 

J.W. Kim

Daesung Consultant 

Coal Mining

Coal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 Study on Demand Forecasting 

of Coal and Optimization of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C.K. Min

Korea Institute 

of Energy and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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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제48회 

춘계학술발표회 

(1987.4.24)

탐사
부평Ag 광상주변 유문암의 

암석지구화학에 선택추출법의 응용

오대균, 전효택, 

손헌준
서울대학교

탐사

Trace Element and Isotopic 

Evolution of Magma by Assimilation 

and Fractional Crystallization

민경원 강원대학교

탐사

국내 제3기층내에 산출되는 

벤토나이트의 지구화학적 및 

공학적 특성

전용원, 이철규 서울대학교

탐사 TEM 탐사의 고고학적 응용 이상규 한국동력자원연구소

탐사
3성분 측정 중심 전자탐사에 대한 모델 

실험 연구

조동행, 김준석, 

*정현기

인하대학교, 

*한국동력자원연구소

탐사
지하수신기를 이용하는 심부과도 전자

파탐사 모델링
이상규 한국동력자원연구소

탐사
반사법 탄성파 탐사에서의 

정보정법에 관한 연구
김광은, 현병구 서울대학교

채광·광물처리
지열지대 조사정 암석에 대한 승온시 

열전도율 변화에 관한 연구(Ⅰ)
강대우, 주석복 동아대학교

채광·광물처리
연약암반중에 시공된 Rock bolt의 

축력분포 및 암반 변형거동에 관한 연구
이경주, 이희근 서울대학교

채광·광물처리

Xenotime의 황산침출 및 Versatic 

acid-10에 의한 잇트륨 및 회토류원소

의 용매추출

이동휘, 오종기, 

김택훈
과학기술원

1987년 제49회 

추계학술발표회 

(1987.10.24)

탐사
판상광채에 의한 자력이상 

해석의 실험적 연구
정상용, 양승진 한양대학교

탐사
시추공 TEM에서의 Current 

Channelling 효과
이상규 한국동력자원연구소

탐사 탄성파 모형실험의 첨단화 김중열 한국동력자원연구소

탐사

Saturation Limits for Trace Minerals 

and Distribution of Trace Elements 

in Granitic Rocks

민경원 강원대학교

채광

A Study on the Water Jet Cutting 

Properties of High Temperature 

Sandstone

*강대우, 

**機世廣, 

**Munesuke 

Kyo(京宗輔), 

***주석복

*동아대학교, 

**일본 도호쿠대학,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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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제49회 

추계학술발표회 

(1987.10.24)

채광
Stereo-Net를 이용한 암반사면안정해

석에 대하여
윤지선 청주대학교

채광
석탄층 주변암반의 수문학적 

거동

김인기, 정소걸, 

김인균, 김대경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채광 대규모 발파의 폭풍압 측정 연구 김민규, 이경운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채광
탄승 굴착용 대구경천공기 

개발시험 연구
한공창, 이경운 한국동력자원연구소

광물처리 산에 의한 회중석 침출에 관한 연구 김길호 한양대학교

광물처리
고구배 자선기를 이용한 고령토 

정제에 관한 연구
최경수, 이수영 대한광업진흥공사

광물처리
형석 Zeta-전위와 부유거동에 

관한 연구
이연재, 황기엽 한양대학교

광물처리
동해광업소의 방연광 및 섬아연광의 

부유선별에 관해서
강헌창, 김종대 동아대학교

광물처리
유비철석에 대한 Xanthate의 흡착에 

관한 연구

신방섭, 국남표, 

*한오형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광물처리 활석의 컬럼부유선광 및 모델화 연구 고창준, 손헌준 서울대학교

광물처리 치오요소에 의한 금의 침출에 관한 연구
김성규, 오종기, 

이동휘
한국과학기술원

광물처리 금의 정련 최춘철, 이원해 한양대학교

광물처리 화강석재의 내구성 판단시험
이형원, 이기형, 

신재섭, 홍동호
대한광업진흥공사

1988년 제50회 

춘계학술발표회 

(1988.4.23)

탐사

동양활석 광상주변 dolomite의 산소 및 

탄소동위 원소조정과 변성염기성암의 

지구화학

박찬영, 전효택 서울대학교

탐사 2차원 전기비저항 탐사 자료의 역산
김정호, 정승환, 

*현병구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서울대학교

탐사
비선형 적분방정식의 역연산자 

급수전개해법에 의한 중력해석

조철현, 서정희, 

김한준
서울대학교

탐사 최소 엔트로피 역대합의 특성에 관하여 황세호, 양승진 한양대학교

탐사
유한차분법에 의한 3차원 전기비저항 

Modeling

김학수, 현병구, 

*정승환

서울대학교, 

*한국동력자원연구소

탐사
유한요소법에 의한 지하공동 

탄성파 탐사에 관한 연구
서백수, *현병구

강원대학교, 

*서울대학교

탐사
대지의 해수오염 조사를 위한 TEM 

Sounding의 시험적용

이상규, 조진동, 

구성본
한국동력자원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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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제50회 

춘계학술발표회 

(1988.4.23)

채광
접착식 Rock Bolt주위의 응력분포 

특성에 관한 연구
윤창준, 이정인 서울대학교

채광
평사 투영법을 이용한 암반사면의 

안정성 특성
서영호, 이정인 서울대학교

채광 풍화암 Slake 내구성 시험에 관하여 김정수, 이정인 서울대학교

채광
수압파쇄에 의한 편평형 균열내 

유체 순환시의 균열거동에 관한 연구
장주필, 이희근 서울대학교

채광
채굴 진행에 따른 광주 및 주변암반의 

변형거동에 관한 모형실험연구
조장희, 이희근 서울대학교

채광
국부통기 개선에 의한 국내 석탄광의 

갱내분진 제어에 관한 연구
백동호, 이정인 서울대학교

채광 탄층갱도 유지를 위한 가축I-Beam지보
정소걸, 이경운, 

김인기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채광 연탄가스 경보기 개발연구 이명호, 조원재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채광
탄성파 속도를 이용한 현지 암반 평가

기술연구

김복윤, 한공창, 

권광수, 김호영
한국동력자원연구소

광물처리
황 철광 표면에서 산소의 전기화학적 

환원반응에 대한 연구
두석광, 손헌준 서울대학교

광물처리
Sedimentatio Behaviour of 

Congulated Silica Suspensions

*박경호, 

P.H.T.Uhlherr, 

J.R.G. 

Andrews

*연세대학교

광물처리

Ferrite법에 의한 중금속 함유 폐수처리

에 관한 기초적연구(제2보) (Cu-ferrite

의 생성 및 자기적 성질)

신희덕, 조동성, 

*강남기, 

*박경호, *오재현

인하대학교, 

*연세대학교

광물처리 국내무연탄 활용연구
양정일, 조명승, 

황선국
한국동력자원연구소

광물처리 철광석의 단체분리 특성에 관해서

박재구, 

*Yasuhiko 

Okano

(岡野靖彦), 

*Toshio Inoue

(井上外志雄)

한양대학교, 

*일본 도쿄대학

광물처리
산성치오요소법에 의한 금광석으로부터 

금의 회수에 관한 연구
오종기, 김성규 한국과학기술원

광물처리
석탄광의 산성배수 처리이용제어에 

관한 연구
이춘택 한국동력자원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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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제51회 

추계학술발표회 

(1988.10.22~23)

탐사

석포-분천-울진지역 선캄브리아시대 

화강암질의 암석지구화학적 특징과 

생산성 심성암으로서의 가능성

전효택, *김문영, 

*홍영국

서울대학교, 

*한국동력자원연구소

탐사
탄성파 발생원 배열에 의한 방사형 

변환
김중열 한국동력자원연구소

탐사 HODOGRAM의 응용성
김중열, 현혜자, 

*김규환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이화여자대학교

탐사
특별한 발생원 배열에 의한 지하공동 

탐지 가능성

김중열, 김기석, 

현혜자
한국동력자원연구소

탐사
3차원 평면지층의 탄성파 굴절법 

주시특성 및 그 해석에 관한 연구
이채구, 양승진 한양대학교

탐사
저류층 수치해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방법에 대한 연구
강주명, 김재현 서울대학교

탐사
시추액의 유동에 대한 시추관의 

회전효과에 관한 연구
강주명, 이재동 서울대학교

탐사
Semi-Implicit 방법을 이용한 2차원 

Water Coning거동에 관한 연구
강주명, 김세준 서울대학교

채광
BLOWER를 이용한 갱내 국부 

통기 개선

김규현, 이학구, 

이재목, 이관희
대한광업진흥공사

채광 광업경영에 따른 진폐관련 법제연구 김열달, 신강호 삼척공업전문대학

채광
평행천공 발파법 현장 적용에 

관한 연구(1)

지만식, 권혁만, 

고순방, 김동현
대한석탄공사

채광
공기압축기 냉각효율 향상 및 

폐열이용에 관한 연구

오한근, 유연호, 

전인석
대한석탄공사

채광
ROCK BOLT를 중심으로 한 지보법 

개선을 위한 연구(1)

지만식, 임재웅, 

정회용, 장기남
대한석탄공사

채광
Portable shear box를 이용한 석탄의 

전단시험
신희순, 권광수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채광
층상암반내 갱도의 변형거동에 관한 

연구

윤용균, 김종우, 

이희근
서울대학교

채광
국내 후층탄에 적용 가능한 기계화 

채탄법에 관하여

이경운, 김영식, 

김인기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채광
전단응력하에서 암석의 파괴인성 측정과 

균열의 변형거동에 관한 연구
김재동, *이정인

자원산업연구원, 

*서울대학교

채광 예열 화강암류의 물성에 관한 연구
이기형, 이형원, 

신재섭
대한광업진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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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제51회 

추게학술발표회 

(1988.10.22~23)

광물처리
Modelling of Continuous Thickener 

Behaviour
박경호 한국동력자원연구소

광물처리
요업 원료 광물의 광물학적 특성 및 

정제에 관한 연구

이수영, 공봉성, 

곽용완
대한광업진흥공사

광물처리
중액선탄 성과분석 및 광산폐수 

처리방안
송성봉 강원탄광

광물처리
알콜수용액중에서 계면장력이 석탄입자

의 표면성질에 미치는 영향
이선우, 황기엽 한양대학교

광물처리
기포제의 포말도와 석탄의 부유거동에 

관한 연구
정문영, 황기엽 한양대학교

광물처리
잇트륨 및 회토류 원소의 분리정제에 

관한 연구

이동휘, 이화영, 

김택훈
한국과학기술원

광물처리
황산용액에서 철산아연의 용해기구와 

용해속도에 관한 연구
김윤배, 조만형 한양대학교

광물처리

Development of Testing and 

Application of Numerical 

Multimechanistic Model

성원모, *주석복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한양대학교

1989년 제52회 

춘계학술발표회 

(1989.4.22)

탐사
우리나라 페그마타이트 광상에 관한 

연구
손창일, 전용원 서울대학교

탐사

포항-연일 및 감포-하서지역의 점토 

광물과 주변 모암의 물리적 및 지구

화학적 특성

김경웅, 전효택 서울대학교

탐사
파동방정식의 Green's function의 

대칭성에 관한 고찰
신창수, 양승진 한양대학교

탐사
서울 화강암 절개면의 안정성 분석을 

위한 평사투영 방법 적용
이수곤 한국동력자원연구소

탐사
탄성파 발생원 배열에 의한 표면파의 

약화
김중열 한국동력자원연구소

탐사
공발점 취합에서 일관성 잡음의 

제거를 위한 F-K 필터법
서상용 한국동력자원연구소

탐사
심부 석탄층 탐사를 위한 갱내 

전자탐사법의 적용성 연구

현병구, 지  준, 

김유성, 정현기
서울대학교

탐사 TEM 탐사기기 개발
정현기, 최종호, 

김광은
한국동력자원연구소

탐사
C3AMT 탐사자료의 근접장 보정과 

그 해석

정승환, 김정호, 

전정수
한국동력자원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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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제52회 

춘계학술발표회 

(1989.4.22)

탐사
고찰 동부지역의 Coastal Aquifer에 

대한 제주

조동진, 구성본, 

성낙훈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채광 불연속 암반의 탄성계수 예측 문현구 한양대학교

채광
고생대 및 중생대 탄전 현지 암반의 

물성 비교연구

김복윤, 김호영, 

권광수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채광 석탄의 물리 역학적 특성 신희순, 김민규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채광 암석갱도의 안정성 평가기술 연구
김호영, 한공창, 

김복윤, 권광수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채광
시추공내에서 플랫잭을 사용한 현지 

암반의 응력측정
최성순, 이정인 서울대학교

채광
장성광업소 분탄의 흡수팽창율 측정에 

관한 연구
전석원, 이정인 서울대학교

채광
울산 LPG 지하저장터널 단면에 대한 

암반응력 및 변경거동 해석
이연규, 이정인 서울대학교

채광
저면마찰 모형실험과 수치해석에 의한 

불연속 암반에서의 사면 안정성 해석

김영근, 신중호, 

이희근
서울대학교

채광 조절 발파에 의한 갱도 굴착
이학구, 황규식, 

윤태성
대한광업진흥공사

채광
이방성 암반의 파괴조건계수 

결정에 관한 연구
양형식, 장명환 전남대학교

광물처리
Zone Melting Method에 의한 주석의 

정제

이화영, 오종기, 

이동휘
한국과학기술원

광물처리
기상반응에 의한 Sic-Whisker 합성에 

관한 연구

박광원, *김수식, 

*간석호

한국과학기술원, 

*인하대학교

광물처리
Fe 이온종과 Humic산이 석탄의 

전기계면 현상에 미치는 영향
정문영, 황기엽 한양대학교

광물처리

Column 부선에 의한 저품위 동광석의 

선별 Column Flotation of a 

Low-Grade Copper

강헌찬, 

*B.A. Wills

동아대학교, 

*Camborne School 

of Mines (UK)

광물처리
영월 옥동광산산 산화철광

(침철광)의 부선에 관하여

오재현, 강남기, 

김동엽, 이주일, 

*고인용

연세대학교, 

*전북대학교

광물처리
자황철광 방연광 및 섬아연광의 

Collectorless 부선에 관하여

오재현, 강남기, 

김동식, 김태훈
연세대학교

광물처리

Ferrite법에 의한 중금속 함유 

폐수처리에 관한 기초적 연구(제3보)

-다원계 페라이트의 생성반응과 잔류용

액중의 이온농도

신희덕, *조동성, 

**오재현

산업연구원, 

*인하대학교, 

**연세대학교

광물처리
치오요소 침출용액으로부터 활성탄에 

의한 은이온의 흡착

공봉성, 최경수, 

이수영
대한광업진흥공사



 293

구분 주제 및 분야 제목 저자 소속

제6회 암반역학 

심포지엄 

(1989.6.24)

　 암석의 인장변형 특성 연구 박철환, 권광수 한국동력자원연구소

　
미소 균열음을 이용한 수압파쇄 

메카니즘에 관한 연구

최성웅, 신중호, 

이희근
서울대학교

　
울산 LGP 지하저장 터널 단면에 대한 

암반응력 및 변형거동 해석
이연규, 이정인 서울대학교

　
Fractal 방법에 의한 Fracturation의 분

포 해석
선우춘 한국동력자원연구소

　
평사투영법을 이용한 암반사면 

안정성 해석의 문제점
이수곤, 윤상규 한국동력자원연구소

　
Block Theory를 이용한 

암반사면의 안정성 해석
장근무, 이정인 서울대학교

석재산업의 

현황과 발전 

학술심포지엄 

(1989.10.20)

　 석재산업의 육성정책 이   원 동력자원부

　 석재산업 지원 방향 김규현 대한광업진흥공사

　 우리나라 석재자원의 분포 현황 김선억 한국동력자원연구소

　 국내 화성 석재류의 물성에 관한 연구
홍동호, 이기형, 

이형원
대한광업진흥공사

　 화강암의 선진 석재 채석 기술 이경운, 정소걸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석재산업의 어제와 오늘 송   완 한국석재신문

　 우리나라 석재 가공물 현황 석종수 일신석재주식회사

　 석재의 착색 및 표면처리 김완모, 조동성 인하대학교

　 석재산업 기술 교육 이희근 서울대학교

탐사 학술전문

위원회 학술발표 

(1989.11.25)

　 대륙붕 6광구 향후탐사방향 박근필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지하수 물리탐사 사례 강장신 동서엔지니어링주식회사

　 소련의 탐사분야 방문 소감 정승환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세라믹 

원료처리기술 

자원처리기술 

전문위원회 

심포지엄

(1989.12.1)

　
국내 석영 및 장석자원의 부존과 

개발현황
이경한 한국동력자원연구소

　
국내 유리공업 원료의 수급현황 및 

전망
박용완 한양대학교

　
국내 도자기공업 원료의 수급현황 및 

전망
이종민 도자기시험소

　 석영자원의 정제기술 이동휘 한국화학기술연구소

　 장석자원의 정제기술 양정일 한국동력자원연구소

　
화강암으로부터 석영 및 장석의 

분리회수 기술
강헌찬 동아대학교

　 세라믹공업에서의 석영 및 장석활용 김   환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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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제54회 

춘계학술발표회 

(1990.4.27~28)

특별강연
Utilization of Underground Space 

and Mining Engineering

Yuichi 

Nishimatsu

일본 도쿄대학 

(일본 자원소재학회 대표)

특별강연
Petroleum Geology of Southwest 

Basin Offshore, Taiwan

William C.Q. 

Tsao

Offshore and 

Overseas Petroleum 

Exploration

초청강연 석탄산업의 장기발전 방안 김광식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초청강연 석탄광 현장 기술 이경운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초청강연 원전의 선택과 과제 정규창 동력자원부

초청강연
우리나라 가스산업의 현황과 

향후 추진방향
정원익 동력자원부

초청강연 한국 남부 대륙붕의 석유개발 전망 한종환 한국석유개발공사

초청강연 지하수 탐사 및 응용 정승환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초청강연 해외자원 개발 서중석 대한광업진흥공사

초청강연
국내 석회석 산업의 현안 문제 및 그 

대책
김성범 쌍용자원개발

초청강연 국내 소재광물의 선광 및 제련 유효신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응용지질 및 

지구화학

국내 일부 금은 광산부근에 분포하는 

화성암류에 대한 암석지구화학적 연구

윤정한, *전용원, 

*전효택

전남대학교, 

*서울대학교

응용지질 및 

지구화학

경상북도 봉화지구에 부존하는 

견운모 광상의 지구화학과 

광화작용에 관한 연구

김구연, 전용원 서울대학교

응용지질 및 

지구화학

전남 화순, 다도 및 해남지역 납석 

광상의 지구화학적 연구
정영욱, 전효택 서울대학교

응용지질 및 

지구화학

월악산 화강암체에서의 불소 및 

관련 원소들의 분산
신현돈, 전효택 서울대학교

응용지질 및 

지구화학

Oxygen and Sulfur Isotope Studies 

of the Wolf River Batholith in 

Wisconsin and Some Related 

Precambrian Anorogenic Granitic 

Rocks from the Midcontinent of 

North America

김선준 Purdue University

응용지질 및 

지구화학
서울 화강암의 지질공학적 특성

박형동, 전효택, 

*이수곤

서울대학교,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응용지질 및 

지구화학

구례 및 공주지역산 모나카이트광의 물

리화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이덕원, 이현수 산업과학기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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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제54회 

춘계학술발표회 

(1990.4.27~28)

물리탐사 및 

석유개발

우리나라 대륙붕 개발현황과 

정책 방향
조기봉 동력자원부

물리탐사 및 

석유개발
제6-1광구 탐사현황과 추진방향 장경천 석유개발공사

물리탐사 및 

석유개발

석유개발공학 기술현황 및 

방향성 시추 해석법에 관하여
강주명 서울대학교

물리탐사 및 

석유개발

유전시추에 있어서 시추공의 

궤도 예측에 관한 연구
최원규 인하대학교

물리탐사 및 

석유개발

Analytical Solution for Well 

Testing Analysis of Dual-Porosity 

Reservoirs in the Presence of 

Multimechanistic Flow and Sorption 

Phenomena

성원모 한양대학교

물리탐사 및 

석유개발

한국 대륙붕 퇴적분지의 구조적 

특성
박근필 한국동력자원연구소

물리탐사 및 

석유개발

3차원 지층에서의 탄성파주시의 

최소자승역산
황세호, 양승진 한양대학교

물리탐사 및 

석유개발
석유지화학과 새로운 석유탐사법 곽영훈 한국동력자원연구소

물리탐사 및 

석유개발

3차원 평면지층의 굴절주시 

직접 해석

구희철, 황세호, 

양승진
한양대학교

물리탐사 및 

석유개발

회절지오토모그래피를 이용한 

영상 구성에 관한 연구
송영수, 현병구 서울대학교

물리탐사 및 

석유개발

CSAMT 탐사자료의 1차원 자동 

역산

정승환, 조인기, 

김정호, 전정수
한국동력자원연구소

물리탐사 및 

석유개발

한국형 부지응답 스펙트럼 개발을 위한 

지진원모델에 관한 연구
김준경 원자력안전기술원

물리탐사 및 

석유개발

P빔 발생원과 수진기 배열의 

실효성
김중열, 현혜자 한국동력자원연구소

물리탐사 및 

석유개발

비폭발성 탄성파 발생원

(weight drop) 개발 및 비교연구

김중열, 김기석, 

김유성, 한혜자
한국동력자원연구소

물리탐사 및 

석유개발

탄층구조 연구를 위한 반사법 

탄성파 탐사의 응용 : 봉명탄전

김중열, 김유성, 

김기석, 한혜자
한국동력자원연구소

물리탐사 및 

석유개발
PC제어 전자탐사 모형 실험 장치 개발 송윤호, 임해룡 서울대학교

개발공학 및 

자원경제

소련, 중국, 인도의 금속자원 

현황과 미래
전규정 한국해양연구소

개발공학 및 

자원경제
금속의 간접무역과 소비 추이 황기형 한국동력자원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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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제54회 

춘계학술발표회 

(1990.4.27~28)

개발공학 및 

자원경제

절리면의 거칠기에 따른 암석의 

전단 강도 및 변형 특성에 관하여
이상돈, 이정인 서울대학교

개발공학 및 

자원경제

불연속 암반내 공동 주위의 응력 및 

변형 거동에 관한 수치해석
이상필, 이정인 서울대학교

개발공학 및 

자원경제

탄진제어를 위한 고압살수형 집진기의 

개발 및 그 성능에 관한 연구
김홍년, 이정인 서울대학교

개발공학 및 

자원경제

현장 응력이 인접한 지하공동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김득기, 문현구 한양대학교

개발공학 및 

자원경제

중단붕락식 채굴진행에 따른 채굴적 

주위의 응력분포 및 변형 거동에 관한 

수치해석적 연구

김영구, 이희근, 

*정소걸

서울대학교, 

*한국동력자원연구소

개발공학 및 

자원경제

지압조건과 절리의 방향을 고려한 원형 

공동의 변형 거동에 관한 연구

이석천, 윤용균, 

김종우, 이희근
서울대학교

개발공학 및 

자원경제

Distinct Element Method를 이용한 

불연속 암반에서의 발파 Simulation
류창하 한국동력자원연구소

개발공학 및 

자원경제

Rock bolt에 의한 지보 설계에 

관한 연구
강선덕, *조동성 한국동력자원연구소

개발공학 및 

자원경제

일축 압축하에서 가압하중의 변화에 

다른 암석의 A.E현상
임한욱 강원대학교

개발공학 및 

자원경제

장성 입기갱도 주위 암반의 열적제 

특성과 이의 갱내 기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신용관, *김두영
대한석탄공사, 

인하대학교

광물처리 새로운 장석 정제 방법 최경수, 이수영 대한광업진흥공사

광물처리 장석의 부유선별에 관한 연구
신방섭, 김남인, 

*최경수, *오재현

전남대학교, 

*연세대학교

광물처리 도석의 고품위화 정제기술에 관한 연구

신방섭, 국남표, 

최진미, *정문기, 

*김윤주

전남대학교, 

*국립공업시험원

광물처리
Ball-mill에 의한 미립 활석의 제조에 

관한 연구

황기엽, 박일래, 

이민용
한양대학교

광물처리 Attritor를 사용한 활석의 미분쇄
고창준, *손정수, 

*손헌준

럭키금성, 

*서울대학교

광물처리 미립활석 slurry의 탈수 특성 오성범, 손헌준 서울대학교

광물처리

산성치오요소용액으로부터 

cementation에 의한 금·은의 

회수에 관한 연구

오종기, 이동휘, 

이화영, 김성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광물처리 고령토 미립자의 수중 응집 특성 신홍준, 조동성 인하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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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자원활용기술

심포지엄 

(1990.5.25)

　
페라이트법에 의한 폐수중의 

중금속 제거
박경호 한국자원연구소

　 스텐레스 산세폐액의 처리기술 이화영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내 유해폐기물의 처리 및 대책 기문봉 환경관리공단

　
국내 무기질 산업폐기물의 발생 및 

관리현황
도갑수 숭실대학교

　 중질탄산칼슘의 제조 및 용도 채영배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침강성 탄산칼슘의 제조 이칠우 국진화학공업㈜ 

　 거성산업의 규석정제 현황 권세환 거성산업㈜

　
국내 도석의 정제에 의한 

부가가치 향상

신방섭, 국남표, 

김남인, 최진미
전남대학교

　 인상 및 토상흑연의 정제기술 이수영, 최경수 대한광업진흥공사

제7회 암반역학 

학술전문위원회 

심포지엄 

(1990.6.23)

　
CBLOCK : 불연속 암반 모델링을 위한 

Distinct Element Code
류창하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암반모형에서의 경사공의 수압파쇄 

기구 및 미소균열음에 의한 

균열발전의 추적에 관한 연구

김흥, 신중호, 

최성웅, 이희근
서울대학교

　
불연속 암석의 파괴거동과 

응력해석에 관한 연구 
장명환, 양형식 전남대학교

　
노천굴 발파의 진동특성과 입지상수 

결정에 관한 연구 
주재성, 양형식 전남대학교

　 교차하는 지하공동의 3차원 해석 이현구, 문현구 한양대학교

　
하중속도가 암석의 강도 및 변형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강문구, 김재동, 

임한욱
강원대학교

　 전면 접착형 록볼트의 지보거동 및 해석 
김호영, 정소걸, 

*이희근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서울대학교

　
불연속 암반내 공동 주위의 응력 및 변

형거동에 관한 수치해석 
이상필, 이정인 서울대학교

　

중단붕락식 채굴진행에 따른 

채굴적 주위의 응력분포 및 변형 

거동에 관한 수치해석적 연구 

김영구, 이희근, 

*정소걸

서울대학교, 

*한국동력자원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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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처리기술

전문학술위원회

추계 자원처리기술 

학술발표회 

(1990.10.25)

　 자원처리 공정분석에 관하여 손헌준 서울대학교

　 Sol-Gel법과 그 응용에 관하여 원창환 충남대학교

　 Column 부선에 관하여 강헌찬, 김찬국 동아대학교

　 황비철광의 부선특성에 관하여
김미성, 오재현, 

*유택수

연세대학교, 

*덕부엔지니어링㈜

　

인상 흑연의 품위 향상을 위한 

Microbubble Column 부선 기술의 

적용

윤여환, 정재환, 

*한오형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 State 

University, *조선대학교

　
동원탄좌의 선탄공정 및 탄질향상에 

관한 연구
이한백, 박찬훈 인하대학교

　

산성치요요소 용액으로부터 

탄소흡착에 이한 금, 은의 회수에 

관한 연구

오종기, 김성규, 

*이응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고려대학교

　
분쇄매체가 활석 분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황기엽, 이민용 한양대학교

　 흑연-금속동 복합분말제조에 관한 연구
오종기, 김택훈, 

이화영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건식 마광에 의한 활석 미분채 

생성 과정에 관한 연구

황기엽, 이민용, 

윤덕진
한양대학교

요업원료 

광물자원의 현황과 

전망 학술심포지엄 

(1990.10.26~27)

　
요업원료광물의 수급현황 및 

정제기술
이수영, 최경수 대한광업진흥공사

　
탈철을 주로한 요업원료 정제기술의 

개요
김남일, 박계혁 ㈜행남사

　
산지별 요업원료 특성에 관한 연구

(제1보)-점토 및 도석

원정석, 김운수, 

*신방섭

전남공업시험소, 

*전남대학교

　 점토-볼계의 특성
오경영, *정창주, 

**장성도

동신공과대학, 

*전남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국내산 고령토의 활용연구
황선국, 채영배, 

정수복
한국동력자원연구소

　
국내 고령토의 HGMS에 의한 

정제연구(Ⅰ)

이상훈, *石橋修, 

*陳內和信, 

*木村邦夫

대한광업진흥공사, 

*일본 큐슈공업기술

시험소

　 국내장석광의 부존현황과 수급전망
이동남, 조영도, 

권광수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장석의 정제 강헌찬, 김종대 동아대학교

　

전남 해남지역 납석, 명반석 및 

도석광상의 형성기구와 이에 

수반된 광석광물의 광물학적 특징

문희수, 정승우, 

김영희, 노   열
연세대학교

　
전남지역의 요업원료 광물광상의 안정

동위원소 연구
신상은, 박홍봉 전남대학교

　
납석광물과 안삼암의 예열온도와 함수

상태에 따른 역학적특성변화

김영근, 윤용균, 

이희근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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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지질 및 

지구화학 

분과위원회 

학술 세미나 

(1990.11.10~11)

　
천열수계 금은광화작용의 수치모델링 

연구
박맹언 부경대학교

　
경남 충무 미륵도 화산암변질대의 

천연수 금은광상에 대하여
황덕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14차 국제 지구화학 탐사학회 

심포지엄 참가보고
문건주 한국자원연구소

　
탄산칼슘에 대한 KIER 안정동위체의 연

구체계와 작업 표준시료, KIER-CaCO3

주승환 　

　
Uranium Ore Deposits in the 

Republic of Korea
김종대 동아대학교

　
IAEA 우라늄학회 참가보고 및 

중국의 우라늄광상에 대하여
오천혁 　

물리탐사

분과위원회 

학술발표회 

(1991.4.13)

물리탐사

분과위원회
남극에서의 지구물리 연구현황 김예동 한국해양연구소

물리탐사

분과위원회
원자력발전소의 내진 연구 이기화 서울대학교

물리탐사

분과위원회

Source Parameters of Shallow 

Intraplate Earthquakes in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and 

their Tectonic Implication

전명순 한국동력자원연구소

물리탐사

분과위원회

Microcracks in the Illinois Granite 

from Deep Borehole UPH-2 and 

Application to Rock Mechanics

장보안 강원대학교

물리탐사

분과위원회

탄성과 지오토모그래피의 분해능 향상

에 관한 연구(대수적 영상재구성법을 

중심으로)

윤왕중 전남대학교

물리탐사

분과위원회

Ray-bending을 고려한 탄성파

토모그래피에 관한 연구
이희일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지하공간의 

개발과 활용 

특별심포지엄 

(1991. 5. 3)

　 지하공간의 개발과 현황 선용 삼림컨설턴트

　 우리나라 에너지 비축현황과 금후계획 김동식 한국석유개발공사

　 지하원유저장기지 터널굴착 공사 김융태 벽산엔지니어링

　
LPG 지하저장시설의 기술적 문제에 

대하여
이융직 범양엔지니어링

　 양수발전소의 설계와 시공 김태열 한국전력공사 

　
방사성폐기물 동굴처분과 

지하시험시설
강병무 원자력연구소

　 암석역학을 이용한 대형터널의 설계 이정인 서울대학교

　
지하 대공동 구조물 설계를 위한 

암반조사
임한욱 강원대학교

　

대형화 및 복잡화되는 지하 공간주위의 

변형거동 해석을 위한 수치해석기법에 

관하여

이희근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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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제56회 

춘계학술발표회 

(1991.5.3~4)

초청강연
Resource Recycling as an Answer 
to Global Environmental Problems

Taneomi 
Harada

일본 와세다대학 
(일본 자원소재학회)

초청강연
The Outlook of Mineral Industry in 
Taiwan

Tzuu-Hsing 
Ueng

National Taipei 
Institute of 
Technology

응용지질 및 

지구화학
수열 온도차법에 의한 수정의 성장속도

김문영, 장영남, 

신홍자, 배인국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응용지질 및 

지구화학

국내 일부 함탄층의 층서대비 및 퇴적

환경에 대한 지구화학적 연구
황지호, 전용원 서울대학교

응용지질 및 

지구화학

경남 및 전남지역에 분포하는 

납석광상의 산소 및 황 동 위 원소 조성
정영욱, 전효택 서울대학교

응용지질 및 

지구화학

무극 함금석영맥광사 화강암질 

모암에서의 금 및 관련원소들의 분산에 

관한 연구

안홍일, 전효택 서울대학교

물리탐사
평활화 제한을 가한 역산방법에 의한 

물리탐사 자료처리

정승환, 김정호, 

조인기, 전정수
한국동력자원연구소

물리탐사
Eikonal 방정식을 이용한 불균질

지층의 파선추적접
황세호, 양승진 한양대학교

물리탐사 혼성법을 이용한 2차원 탄성파 모델링
임재섭, 현병구, 

주형태
서울대학교

물리탐사
영상전류를 이용한 TEM 수직 

탐사자료의 역산

홍재호, 송윤호, 

서정희
서울대학교

물리탐사
비저항형 CSAMT 수직탐사자료의 

복합역산

김용훈, 송윤호, 

서정희
서울대학교

물리탐사

한반도의 지진지체구조 특성과 

부합되는 유사지진 후보선정에 

관한 연구

김준경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개발공학 및 

암석역학
갱내 통기망 해석용 프로그램 개발연구

김복윤, 

*Inoue Masahiro

(井上雅弘)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일본 큐슈대학

개발공학 및 

암석역학

Diamond saw에 의한 직접가공 

방식의 신채석기술

선우춘, 류창하, 

이경운, *최기석

한국동력자원연구소, 

*미로석재

개발공학 및 

암석역학

진폐예방을 위한 현장적용 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김동현, 이주영, 

윤종만, *염주석, 

*이정인

자원산업연구원, 

*서울대학교

개발공학 및 

암석역학

갱내 운반시스템의 적정설계를 위한 

컴퓨터 모델링

류창하, 김인균, 

김대경, 이경운
한국동력자원연구소

개발공학 및 

암석역학
암석의 비열 및 선팽창율 측정연구 강대우, *이희근

동아대학교,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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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제56회 

춘계학술발표회 

(1991.5.3~4)

개발공학 및 

암석역학

절리 암석의 역학적, 수리학적 거동 

특성
조태진 부산수산대학교

개발공학 및 

암석역학

불연속면의 방향에 따른 암석의 

전단강도 및 변형특성에 관한 연구
강준호, 이정인 서울대학교

개발공학 및 

암석역학

심부 암반갱도의 록볼트와 철재지보의 

효과에 대한 수치해석
배성호, 이정인 서울대학교

개발공학 및 

암석역학
연암의 인장강도에 관한 기초적 연구 이희성, 윤지선 청주대학교

개발공학 및 

암석역학
시추공을 이용한 Rock bolt 인발시험 윤지선 청주대학교

석유개발공학
Effect of Solution Gas on the 

Development of CO2/Oil Miscibility
허대기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석유개발공학

Simultaneous solution 방법을 

이용한 2차원, 3-phase coning 거동

에 관한 연구

정광석, 김세준, 

강주명
서울대학교

석유개발공학 3차원 정력학 BHA 모형에 관한 연구
김기현, 한경수, 

강주명
서울대학교

석유개발공학
저류층내 가스 유동의 비-Darcy계수의 

결정방법에 관한 연구

백문석, 김재현, 

강주명
서울대학교

광물처리
저품위 활석 소립장 처리를 위한 

건식선별기의 시작 및 성능연구

배광현, 박찬훈, 

손병찬
인하대학교

광물처리 석류석의 정제 및 활용 신선명, 강헌찬 동아대학교

광물처리
황산아연용액에서 연속 탈 코발트에 

관한 기초 연구

이철재, 이선우, 

조만형
한양대학교

광물처리
산성치오요소 귀액으로부터 용매추출법

에 의한 금·은의 회수에 관한 연구 

김성규, 오종기, 

*이응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고려대학교

광물처리 Li의 추출 특성 손정수, 손헌준 서울대학교

광물처리
Preparation of Phosphosilicate 
Gel by a Sol-gel Process and its 
Application

김영식 전남대학교

광물처리
탄소에 의한 기상 삼산화비소의 

환원에 관한 연구

박경호, 홍성웅, 

김치권, 이효숙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자원처리

기술전문위원회 

자원활용기술 

심포지엄

(1991. 6.21)

자원처리기술

전문위원회
광물자원의 수요특성과 동향 황기형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자원처리기술

전문위원회

Bacterial-leaching에 의한 

점토의 정제
최용식 도자기시험소

자원처리기술

전문위원회
무기보강충전제의 사용기술 신동욱 태화칼슘주식회사

자원처리기술

전문위원회

자원재생공사의 기능과 폐기물 

재활용 실태
이형식 한국자원재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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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처리

기술전문위원회 

자원활용기술 

심포지엄

(1991. 6.21)

자원처리기술

전문위원회
국내 흑연 산업의 현황 박용철 금암흑연

자원처리기술

전문위원회
용업원료(도석) 활용기술 류동열 동명내화

자원처리기술

전문위원회
고급코팅사 제조연구 최연호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자원처리기술

전문위원회
국내 산성백토의 현황과 문제점 박삼준 삼화백토

한국광업의 

현황 및 진로 

특별심포지엄

(1991.10.25~26)

한국광업의 

현황 및 진로
국내 석탄광업의 현황 정하영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광업의 

현황 및 진로
국내 금속 및 비금속광업의 현황 이지헌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광업의 

현황 및 진로
우리나라 광업정책의 방향 이경한 한국동력자원연구소

한국광업의 

현황 및 진로
석탄광 인력난의 영향 및 대책방안 모색 이원우 에너지경제연구소

한국광업의 

현황 및 진로
우리나라 광업기술의 현대화 이경운 한국동력자원연구소

한국광업의 

현황 및 진로
석탄광 갱도 골격 구도의 개선 정종하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광업의 

현황 및 진로
해외자원 개발의 현황과 전망 서중석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광업의 

현황 및 진로
자원공학 교육의 방향 이정인 서울대학교

1991년 제57회 

추계학술발표회 

(1991.10.25~26)

지구화학 및 

물리탐사

MED형 디컨볼루션의 Gradient 

Descent 해법

김한준, *현병구, 

*서정희

한국해양연구소, 

*서울대학교

지구화학 및 

물리탐사

해양 반사파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시험전산처리

홍종국, 김기영, 

*주형태

시스템공학연구소, 

*한국해양연구소

지구화학 및 

물리탐사

한반도의 지진지체구조 특성과 

부합되는 유사지진의 선정에 관한 연구

(kerncounty 지진)

김준경 한국원자력안전연구소

지구화학 및 

물리탐사
시추공대 시추공 TEM 모형 실험

정현기, 

*Ki Ha Lee, 

**Alex Becker

한국동력자원연구소, 

*로렌스버클리연구소, 

**미국 버클리대학

지구화학 및 

물리탐사

마이크로 컴퓨터를 이용한 천해저 

고행상 반사법 탄성파 탐사자료의 

취득 및 처리에 관한 연구

이영호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지구화학 및 

물리탐사

경남 밀양지역 납석광상과 안산암질 

모암의 지구화학적 연구

오대균, 전효택, 

*민경원

서울대학교, 

*강원대학교

지구화학 및 

물리탐사

우리나라 금속 광상에 대한 식물 지구화

학 탐사법의 개발을 위한 연구
김옥배, 손길동 전북대학교

지구화학 및 

물리탐사

충남 청양 대봉광산산 섬아연석의 

산출상태와 화학조성

이현구, 유봉철, 

*문희수

충남대학교, 

*연세대학교



 303

구분 주제 및 분야 제목 저자 소속

1991년 제57회 

추계학술발표회 

(1991.10.25~26)

개발공학 및 

암석역학

습식 분진억제를 위한 분진입자와 

살수 수적경에 대한 연구

김복윤, 이상권, 

이종림
한국동력자원연구소

개발공학 및 

암석역학

굴착중인 갱도내의 동태적인 기후 환경

예측
박희봉 한국동력자원연구소

개발공학 및 

암석역학

고압살수형 집진기의 길이와 물방울 

제거판의 형태에 관한 연구

염주석, 

Saleh A, Atia, 

이정인

서울대학교

개발공학 및 

암석역학
장공 발파에 의한 중단붕락 채탄법 지만식 대한석탄공사 

개발공학 및 

암석역학
터널의 로크볼트 설계 프로그램 연구

강선덕, 김복윤, 

권광수
한국동력자원연구소

개발공학 및 

암석역학

채탄작업 진행에 따른 암반거동 및 지압

변화 예측연구

정소걸, 신희수, 

선우춘, 신중기, 

김인기

한국동력자원연구소

개발공학 및 

 암석역학

예열조건과 함수상태에 따른 납석과 응

회암의 역학적 특성
김영근, 이희근 서울대학교

자원처리기술
회토류 광물자원의 분리처리 및 

특성 연구
안지환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자원처리기술

국내 저품위 고령토의 HGMS에 의한 

정제 -Scale Up 정제 시제품 생산실험 

결과 및 고급도자기용 원료로서의 

평가-

이상훈, 

*石橋修, 

*陳內和信, 

*木村邦夫

대한광업진흥공사, 

*일본 큐슈공업기술

시험소

자원처리기술
국내 선광장 가동현황 및 문제점에 관한 

조사

이수영, 공봉성, 

최경수, 곽용완, 

김선수

대한광업진흥공사

자원처리기술
회분식 볼 밀 마광에서의 선택함수와 

분쇄함수의 추측 및 시뮬레이션
황기엽, 이민용 한양대학교

자원처리기술
Zeolite 광물의 attrition에 의한 

분쇄특성
최경수, 이수영 대한광업진흥공사

자원처리기술
국내산 고령토를 활용한 충전재 

제조 연구

정수복, 채영배, 

황선국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자원처리기술
TBP 용매추출에 의한 스텐레스강 

산세폐액증질산 및 불산의 회수

조윤주, 김성규, 

이동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자원처리기술
금속아연구슬에 의한 황산아연 

용액의 연속정액에 관한 기초연구

조만형, 김봉기, 

이선우
한양대학교

자원처리기술
스텐레스강 제조공정중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특성 및 단광의 제조

서인국, 신형기, 

문석민
산업과학기술연구소

자원처리기술
Fe-Cu-As 3원계의 비소 활량에 

관해서
강헌찬, *엄재현

동아대학교, 

*삼척산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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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물리 및 

물리탐사 

분과위원회 

학술발표회

 (1992. 3.27)

Spatial Filtering of Continous MT 

Profile; Theory and Field Example 

from Geothermal Exploration

H.F. Morrison
Geoscience University 

of California

국내 대륙붕 제Ⅳ-1광구의 sequence

층서 및 탄화수소 개발 가능성
양수영 한국석유개발공사

제주지역의 심부전기탐사 김형수, 이기화 서울대학교

한반도의 지진지체 구조특성과 

부합되는 유사지진의 선정에 관한 연구

(San Fernando 지진)

김준경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연구원

고분해능 지하조사를 위한 레이다 

반사법 탐사

김정호, 정승환, 

조인기, 전정수
한국자원연구소

탄성파 지오토모그래피 기술의 현실화 김중열 한국자원연구소

Crack Characterization을 위한 

Ultrasonic-DSA 측정 결과의 비교
김영화 강원대학교

전기전자탐사의 자료획득장비의 

현황과 미래
정현기 한국자원연구소

제61차 국제물리탐사학회 참가보고 조규장 한국자원연구소

석유자원의 

개발 현황 및 진로 

특별 심포지엄 

(1992.4.24~25)

우리나라의 석유개발 정책 전상우 한국동력자원연구소

국내석유수요 전망 및 유통정책 이복재 에너지경제연구원

해외유전개발의 진출현황과 협회의 

역할
윤석구 해외석유개발협회

주요석유 수입국들의 석유개발 

전략과 국영석유 회사의 역할
한종환 한국석유개발공사

우리나라의 해외석유개발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제언
이시우 페트로코리아

에너지 안전기금 제도의 추진 방향 민철구, *김태유
과학기술정책연구소, 

*서울대학교

우리나라 석유개발 현황 및 진로 강주명 서울대학교

석유 및 가스 생산기술의 발전방향 성원모 한양대학교

3차원 탄성파탐사법에 의한 정밀 석유

탐사
조동행 인하대학교

미안마 오퍼레이션 손강희 (주)유공

오일 샌드 개발 기술에 관한 연구 김두영 인하대학교

현대의 사례 주강수 현대자원개발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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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제58회 

춘계학술발표회 

(1992.4.24~25)

초청강연
Petroleum Evaluation of the 

Sedimentary Basins in Taiwan

Kuo-an Lin

(林國安)

Exploration &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 
Chinese Petroleum 
Corporation

응용지질 및 

지구화학

상동 및 울진지역 주식광화작용과 관련

화강암의 암석지구화학과 광물화학

정영욱, 손창일, 

전효택
서울대학교

응용지질 및 

지구화학

화강암의 열팽창 특성에 관한 지질공학

적 연구

여인욱, 전용원, 

김선준
서울대학교

응용지질 및 

지구화학

임계-삼화지역의 중생대 화강암류에 

대한 미량원소 지구화학
민경원, 김성범 강원대학교

물리탐사
비제한 최적화 기법을 이용한 효율적인 

파선추적 및 주시역산
황세호, 양승진 한양대학교

물리탐사
적분방정식을 이용한 파쇄대의 

전자탐사 전자탐사 모델링
송윤호, 서정희 서울대학교

물리탐사
층계함수반응 측정을 통한 TEM 

모형실험

이태종, 송윤호, 

현병구
서울대학교

물리탐사
반복적 역투영법을 이용한 비선형 파선

토모그래피 연구
임해룡, 현병구 서울대학교

물리탐사
고차근사의 유한차분법을 이용한 합성

탄성파 기록의 작성

김현섭, 서정희, 

장현삼
서울대학교

석유개발공학
수치해석적 방법에 의한 저류암의 

상대유체투과율 측정에 관한 연구

최영진, 성원모, 

*허대기

한양대학교, 

*한국자원연구소

석유개발공학
지구통계학적 방법을 이용한 불균질성 

저류층의 특성규명에 관한 연구

김인기, 성원모, 

*정문영

한양대학교, 

*세명대학교

석유개발공학
대종천 유역 충적 대수층의 수리성 

분석과 장기예측에 관한 연구

최재진, 성원모, 

*한정상

한양대학교, 

*한서엔지니어링㈜

석유개발공학 석유잠재 저류층이 암석물성연구
김현태, 허대기, 

*이경희

한국자원연구소, 

*청주대학교

개발공학 및 

암석역학

지하 터널에서의 차량 오염물질

확산 모델링에 관한 연구
이창우 동아대학교

개발공학 및 

암석역학
노천 채광 발파 설계 연구

류창하, 선우춘, 

정소걸, 이경운
한국자원연구소

개발공학 및 

암석역학
심해저 광물자원 현황 및 개발전망 권광수 한국자원연구소

개발공학 및 

암석역학
절리 암반의 강도에 관한 연구 김창용, 문현구 한양대학교

개발공학 및 

암석역학

터널굴착에 의한 블록성 암반의 거동에 

관한 수치해석
장석부, 문현구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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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제58회 

춘계학술발표회 

(1992.4.24~25)

개발공학 및 

암석역학
불연속 암반의 열전도 계수에 관한 연구 주광수, 문현구 한양대학교

개발공학 및 

암석역학
화강암의 열파괴 및 고온하의 물성연구

이정인, 이상돈, 

*이기형, *이형원

서울대학교, 

*대한광업진흥공사

개발공학 및 

암석역학

실물크기 시험과 수치해석에 의한 철재 

아치보의 변형거동에 관한 연구

김종우, 김부환, 

*정소걸

서울대학교, 

*한국자원연구소

개발공학 및 

암석역학

삼축압축하에서 공극수압이 

인공절리면을 가진 암석의 

변형파괴에 미치는 영향

최해문, 이정인 서울대학교

개발공학 및 

암석역학

봉압하에서 진동하중을 받고 있는 

암석의 역학적 거동

임재웅, 정용욱, 

이정인
서울대학교

개발공학 및 

암석역학

시추 코어를 이용한 파괴인성에 

관한 연구
윤지선, 최용석 청주대학교

개발공학 및 

암석역학

중압지대내 가축지보와 강성지보의 

비교 현장시험

신희순, 박철환, 

신중호, 임상택, 

*김종우, 

*조영수, *이희근

한국자원연구소, 

*서울대학교

자원처리기술
전기아연도금에서 염화아연용액의 

연속정액에 관한 기초연구

김병규, 이선우, 

조만형
한양대학교

자원처리기술
염배소에 의한 옥천계 흑색점판암으로

부터 바나듐 침출에 관한 연구

박경호, 홍성웅, 

이효숙, 김치권, 

남철우

한국자원연구소

자원처리기술
무기물 입자의 제지적용 시험에 관한 

연구

조승래, *심미자, 

*김상욱, 

**강용식

㈜신양 O.C연구개발실, 

*서울시립대학교, 

**중앙대학교

자원처리기술 석탄의 산화와 염부선에 관한 연구 정문영 세명대학교

자원처리기술
충청도 지역일대 저품위 질석의 

팽창특성에 관해서

신선명, 강헌찬, 

*엄제현

동아대학교, 

*삼척산업대학교

자원처리기술 저품위 중정석의 부선특성 연구
채영배, 고원식, 

전호석, 정헌생
한국자원연구소

자원처리기술
무기질 산업폐기물의 처리와 재자원화 

기술
신희덕 산업기술정보원

자원처리기술
저품위 석탄 폐석으로부터 소립 

석탄의 건식선탄법 연구

배광현, 박찬훈, 

손병찬
인하대학교

자원처리기술 분체공장 조사 현황

이수영, 공봉성, 

최경수, 곽용완, 

김선수

대한광업진흥공사

자원처리기술 고령토의 합성에 관하여 오종기, 이화영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자원처리기술
석회를 사용한 지르콘의 용융분해에 

관한 연구

김성규, 오종기, 

이동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307

구분 주제 및 분야 제목 저자 소속

응용지질 및 

지구화학

분과위원회 

세미나 

(1992. 5.15)

동남아 일대의 희유원소 자원 김상엽 자원개발연구소

제천 및 월악산 화강암류의 분류 및 

생성연대
진명식

경상분지 남부에 분포된 미문상화강암

의 성인
이종익 한국해양연구원

모스크바 대학교 지구과학대학 

방문기
문희수 연세대학교

자원처리기술

전문학술위원회 

제17회 자원활용

기술 심포지엄 

(1992. 7. 3)

특별강연
Advanced Pre-combustion 
Desulfurization of High Sulfur Coal 

D.W.
Furerstenau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연구발표 국내광산물 수급현황 이경한 한국자원연구소

연구발표 제지산업에 있어서 비금속광물의 이용 조중연 온양펄프㈜

연구발표 습식자력선별에 의한 장석정제 정위석 ㈜성안대평장석

연구발표 유비철광의 배소 김규화 태성산업㈜

연구발표 인상흑연의 정제 최상근 한국자원연구소

연구발표 종합토론-자원처리기술전반 오종기(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992년 제59회 

추계학술발표회 

(1992.10.16~17)

암석역학 및 

개발공학

고온하에서의 섬록암의 역학적 

거동에 관한 연구

정재훈, 김영근, 

이희근
서울대학교

암석역학 및 

개발공학

절리암반에 설치된 록볼트 거동에 대한 

수치해석
조태진 부산수산대학교

암석역학 및 

개발공학

지하 터널에서의 오염물질 확산 

모델링을 위한 방법간 비교연구
이창우

동아대학교, 

*삼척산업대학교

암석역학 및 

개발공학

석탄층 하반 갱도의 변형특성 및 

변형계수 결정 연구

이현주, 김영식, 

정소걸, *양형식

한국자원연구소, 

*전남대학교

암석역학 및 

개발공학

삼척탄전 석탄의 단축 및 삼축압축하에

서의 변형 특성
김민규, *이정인

한국자원연구소, 

*서울대학교

암석역학 및 

개발공학

한국 대륙붕 Ⅳ-1 광구 울릉분지 돌고

래 구조의 Abnormal Formation Pore 

Pressure 탐지에 관한 연구

주시보, 김윤배, 

*성원모

한국석유시추주식회사, 

*한양대학교

암석역학 및 

개발공학

균열 저류층의 중력배수와 모세관 

연속성에 관한 연구

이경희, 김명균, 

*김현태, 

*오재호, *허대기

청주대학교, 

*한국자원연구소

암석역학 및 

개발공학

지표관측 비틈력을 이용한 지층

시추용이도에 관한 연구

이진석, *강주명, 

*전용원

한국석유개발공사, 

*서울대학교

물리탐사 및 

지구화학
항공다중분광주사 시험자료 획득

김광은, 이태섭, 

구자학, 최종호
한국자원연구소

물리탐사 및 

지구화학

주파수 영역에서 가중평균 차분연산자

를 이용한 파동방정식 모델링

조철현, 신창수, 

*서정희

한국자원연구소,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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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제59회 

추계학술발표회 

(1992.10.16~17)

물리탐사 및 

지구화학
제주도 기생화산의 자연전위(SP) 이상

권병두, 이희순, 

오석훈, *정현기

서울대학교, 

*한국자원연구소

물리탐사 및 

지구화학

자력탐사자료 분석에 의한 제주도의 

지질구조 해석

권병두, 이희순, 

정귀금, *정승환

서울대학교, 

*한국자원연구소

물리탐사 및 

지구화학

2차원 MT 모델링과 공간 필터링을 

이용한 정적효과 제거에 관한 연구
이성곤, 현병구 서울대학교

물리탐사 및 

지구화학

경남 김해지역 견운모 광상과 그 

모암에 대한 지화학적 연구
임태우, 김종대

동아대학교, 

*삼척산업대학교

물리탐사 및 

지구화학

우리나라 우라늄 광상에 대한 자연수 

지구화학 탐사법의 개발에 관한 연구

(포화지수법의 적용 가능성에 관하여)

김옥배, 박희열 전북대학교

물리탐사 및 

지구화학

경남 밀양, 승진광상 및 전남 옥매산 

고알미나 광상에 대한 지구화학적 연구
오대균, 전효택 서울대학교

물리탐사 및 

지구화학

전남 고흥 마복산부근에 분포하는 

화성암류중 금함량에 관한 연구
윤정한 전남대학교

자원처리기술
광물 조성 및 조직 분석에 의한 

철광석 소결광의 품질 해석
이덕원, 이대열 산업과학기술연구소

자원처리기술 저품위 규석의 정제 및 활용 강헌찬
동아대학교, 

*삼척산업대

자원처리기술
습식법에 의한 자철광 합성기구에 

관하여
오재현 연세대학교

자원처리기술
용매추출법을 사용한 지르코늄과 

하프늄의 분리

김성규, 이화영, 

오종기, 이동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자원처리기술
석탄회로 제조한 인공 제올라이트의 

흡착 특성

국남표, 이성오, 

신방석
전남대학교

자원처리기술 고순도 미립 실리카 제조
최경수, 이수영, 

곽용완
대한광업진흥공사

자원처리기술 청송 납석에 대하여 최성표, 윤병로 ㈜원진기술연구소

자원처리기술
RECENT ADVANCED IN COAL 

CLEANING

최우진, 양정일, 

김상배, 정헌생
한국자원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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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개발의 대형화 

추진현황 및 

전망 특별심포지엄 

(1993.4.30~5.1)

일반광개발 환경과 광산현대화 이지헌 대한광업진흥공사

석탄산업 현황과 석탄광 현대화 개발 

추진
정하영 대한광업진흥공사

장성광업소 채탄능율 향상 방안 지만식 대한석탄공사

대형화 갱내에서의 디젤장비 사용으로 

인한 통기문제 및 해결방안
이창우 동아대학교

광산개발의 대형화에 따른 광주

(mine pillar) 설계
이정인 서울대학교

일반광 장비 현대화 시스템 전환에 따른 

비용 분석 -장군광산을 중심으로-
김두영 인하대학교

1993년 제60회 

춘계학술발표회 

(1993.4.30~5.1)

초청강연

Various Environmental Problems 

Involved in Limestone Open Pit 

Mining

Abe 

Tokunosuke

(阿部德之助)

일본 자원소재학회

초청강연 Marble Industry in Taiwan
Cheng Jui Chin

(鄭瑞熾)

Energy and 

Resources 

Laboratories, 

Industrial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초청강연

Orientation of Research and 

Education Program at the 

Department of Resources 

Engineering of Tohoku University

Katsuto 

Nakatsuka

(中塚勝人)

일본 도호쿠대학

응용지질 및 

지구화학

서울지역과 장항제련소 지역의 

토양과 분진 중의 Cu, Pb, Zn 및 Cd 

분산

김주용, 전효택 서울대학교

응용지질 및 

지구화학
순수 연구 결과의 탐사에 이용 문건주 한국자원연구소

응용지질 및 

지구화학

무극 금광산 주변지역의 수리지구화학

과 화강암질암에서의 물-암석 반응

박창용, 전용원, 

*김선준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응용지질 및 

지구화학

해남·옥매산-성산광상의 acid-

sulfate 변질대에서 금함량에 관한 연구
윤정한 전남대학교

물리탐사

MT와 Schlumberger 탐사자료의 복합

역산에 의한 제주도 동부의 

지하구조 해석

권병두, 이희순, 

*정승환, *조인

기, *송윤호

서울대학교, 

*한국자원연구소

물리탐사
천부층 반사 지진파와 해상도에 

관한 연구
김소구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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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제60회 

춘계학술발표회 

(1993.4.30~5.1)

물리탐사
한국지진의 특속규모(Duration 

Magnitude)결정에 관한 연구
김소구, 이승규 한양대학교

석유공학 지하비축기지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연구 임종세, 강주명 서울대학교

석유공학
국내 지질에 적합한 수성억제 이수에 

관한 연구
심규철, 강주명 서울대학교

자원처리기술
자철광 억제제로서 키일레이트 시약의 

효과
도현승 청주대학교

자원처리기술
장석으로부터 인공점토의 합성에 관한 

연구
이상훈, *이응상

한양대학교, 

*대한광업진흥공사

자원처리기술
층간화합물 형성에 의한 흑연의 

초미립화 특성에 관한 연구

김병곤, 최상근, 

정헌생
한국자원연구소

자원처리기술
국내 저품위 질석의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신선명, 강헌찬, 

*엄제현

동아대학교, 

*삼척산업대학교

자원처리기술
Hydrodynamic and Surface Forces 
in Bubble-particle Interactions

최우진, 
*R.H. Yoon

한국자원연구소,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Blacksburg

자원처리기술 국내 분체 공장 현황 조사

이수영, 공봉성, 

최경수, 곽용완, 

김선수

대한광업진흥공사

자원처리기술
전로 분진을 이용한 수소 환원 분철 

제조
반봉찬, *전동철

순천대학교, 

*순천공업전문대학

자원처리기술
다공질 세라믹스의 구조 및 기계적·

열적 특성에 관하여
박재구 한양대학교

개발공학 및 

암석역학

절리암반에 설치된 지하공동의 거동

분석
조태진, *이정인

부산수산대학교, 

*서울대학교

개발공학 및 

암석역학

암석의 절삭저항력 평가를 위한 

절삭시험과 마모시험에 관한 연구
정용욱, 이정인 서울대학교

개발공학 및 

암석역학

심부갱도내 철재지보의 변형거동과 

지보하중 결정에 관한 연구
김종우, 이희근 서울대학교

개발공학 및 

암석역학
절리 암반의 크기효과에 관한 연구 김창용, 문현구 한양대학교

개발공학 및 

암석역학

불연속 암반의 열 및 수리특성에 관한 

연구
주광수, 문현구 한양대학교

개발공학 및 

암석역학

통계적 개별요소 모델링 기법에 관한 

연구
장석부, 문현구 한양대학교

개발공학 및 

암석역학

화강암 채석장에 있어서 화강암의

 "결"의 배향과 이방성
이상은, 박홍민 전북대학교

개발공학 및 

암석역학
적탄시설 운전 자동화장치 연구

김충한, 김인균, 

정소걸, 조원재, 

이경운

한국자원연구소

개발공학 및 

암석역학
석재절삭요소들의 최적화에 관한 연구

장명환, 최승경, 

*주재성, *양형식

대한광업진흥공사, 

*전남대학교

개발공학 및 

암석역학

균일한 온도변화시 국내 일부 암석의 

열팽창 및 열파괴 거동
이형원, *이정인

대한광업진흥공사,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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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탐사
복잡한 지하구조 조사를 위한 field 

work과 geotomography의 이용
서백수, *현병구

강원대학교, 

*서울대학교

물리탐사
탄성파 파선토모그래피에 있어서 DLSQ

법과 평활화 제한법의 비교연구

하희상, 서정희, 

임해룡
서울대학교

물리탐사
다중채널 전기비저항 실험시스템 개발

연구
조성준, 서정희 서울대학교

물리탐사
시추공 레이다 탐사자료에 대한 탄성파

탐사 자료처리 기법의 적용

변중무, 현병구, 

김정호
서울대학교

물리탐사 가스층에서의 반사파 AVO 역산 연구
양동우, 황세호, 

양승진
한양대학교

물리탐사
이방성 반사파 주시자료의 역산에 관한 

연구

황세호, 장성형, 

양승진, *김중열

한양대학교, 

*한국자원연구소

물리탐사
시추공 간 이방성 주시자료의 

토모그래피 역산

장성형, 황세호, 

양승진, *김중열

한양대학교, 

*한국자원연구소

물리탐사
해저면 반사파를 이용한 슬리브건의 

원거리장 파형 분석 연구

김기영, *유해수, 

*주형태, *김한준

강원대학교, 

*한국해양연구소

응용지구화학

한반도의 지열자원 기초를 위한 NOAA 

열적외선 대역자료의 광역지질과의 

상관성 연구

박종남, 박인석, 

*전효택, *김주용

동아대학교, 

*서울대학교

응용지구화학
농작물내 미량원소 함량을 지배하는 

인자들과 그 함량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김경웅

Imperial College, 

University of London

응용지구화학
국내 흑색셰일 및 점판암 분포지역에서

의 독성 중금속원소들의 분산
조창호, 전효택 서울대학교

응용지구화학
국내 일부 희유금속페그마타이트의 

지구화학적 특징(예비결과)

손창일, 전효택, 

전용원
서울대학교

개발공학, 

암석역학

연약암반에 굴착되는 NATM 터널의 

변형거동과 보강설계
서영호, 이정인 서울대학교

개발공학, 

암석역학

절리특성이 인공절리를 포함한 

불연속 암반의 변형거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영근, 이희근 서울대학교

개발공학, 

암석역학

연속체 지반에서의 공동굴착에 따른 

지하수 유동에 관한 수치해석적 연구
이대혁, 이희근 서울대학교

개발공학, 

암석역학

암반의 굴착과 불연속 암반의 연속체 

모델링
이연규, 이정인 서울대학교

개발공학, 

암석역학

시험편의 형상 및 치수가 암석의 파괴인

성측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재동, 백승규 강원대학교

개발공학, 

암석역학

Rock Test Hammer 측정결과의 

활용에 관하여
이영남, 윤지선 청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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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학 생산능력시험 해석 방법에 대한 연구 전보현, 김만섭 인하대학교

석유공학

비정상유동-전산모델을 활용한 파이프

라인에서의 가스유동 및 과도현상에 

관한 연구

이정환, 성원모, 

*최인홍

한양대학교, 

*한국가스공사

석유공학

CO2 및 N2 성분이 함유된 오일의 

상평형계산을 위한 상거동전산모델의 

개발 및 응용

권오광, 성원모 한양대학교

자원처리기술 흑연산업의 국내외 동향 분석
김병곤, 최상근, 

정헌생
한국자원연구소

자원처리기술
함수은 단추형 폐전지로부터 수은 

분리에 관한 연구
손정수, 박경호 한국자원연구소

자원처리기술
침강성경질탄산칼슘의 생성에 관한 

연구

천종덕, *송영준, 

*박찬훈

한라시멘트기술연구소, 

*인하대학교

자원처리기술
질석을 이용한 유기성 폐기물의 유기질 

비료화

조명호, 강헌찬, 

*엄제현

동아대학교, 

*삼척산업대학교

자원처리기술
천원지역산 질석의 특성과 팽창성에 

관한 연구
이재장, 최수룡 강원대학교

자원처리기술
Oil Agglomeration에 의한 미립 

무연탄의 탈회 및 탈황에 관한 연구

이재장, 전호석, 

노범식
강원대학교

자원처리기술
TBP에 의한 지르코늄과 하프늄의 

분리에 관한 연구

이혜리, 김성규, 

이화영, 오종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자원처리기술
메카노케미컬 효과에 의한 석영 입자 

표면의 비정질화

박재구, 이민용, 

신영훈
한양대학교

자원지질 및 

지구화학 

전문위원회 세미나 

(1993.12.18)

자원지질 및 

지구화학 

전문위원회

황강리지역 일대에 분포하는 석회암의 

안정동위원소 연구
지세정 한국자원연구소

자원지질 및 

지구화학 

전문위원회

Influence of Uraniferous Black 

Shales on Trace Element in Soils 

and Crops in Korea

김경웅 영국 Imperial 대학

자원지질 및 

지구화학 

전문위원회

PCA 통계처리기법에 의한 대구지역 지

하수의 수리지화학적 고찰
성익환 한국자원연구소

자원지질 및 

지구화학 

전문위원회

해남지역의 비금속광상에 대한 지화학

적 특징
김인준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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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지질 및 

지구화학

무극 함금 석영맥 광상 주변 화강암질 

모암에서의 Au 및 관련원소들의 

일차분산

황인호, 전효택 서울대학교

자원지질 및 

지구화학

상동지역 옥동천의 부유 고체 성분과 

수성 환경에 대한 영향
정영욱 한국자원연구소

자원지질 및 

지구화학
몽골의 우라늄자원 문건주 한국자원연구소

자원지질 및 

지구화학
국내산 석재류의 내구성에 관한 연구 임길재, 민경원 강원대학교

자원지질 및 

지구화학

삼중수소를 이용한 지하수 연령측정 

방법에 관한 연구
오진석, 김선준 한양대학교

물리탐사
탄성파 탐사자료의 1차원 역산을 통한 

음향 임피던스의 계산
구남형, 서정희 서울대학교

물리탐사 탄성파 축소모형 실험시스템 구축 최원석, 현병구 서울대학교

물리탐사
시추공간 전기비저항 탐사자료의 

영상화
이명종, 현병구 서울대학교

물리탐사
ADI 유한차분법을 이용한 3차원 음파

파동방정식의 수치해
조동행, 오영철 인하대학교

물리탐사
수평적 속도 변화 지역에서의 CMP 

중압속도에 의한 속도분석
윤광진, 양승진 한양대학교

물리탐사
지진관측 및 Ray Method에 의한 한반

도 지각구조 연구
김소구, 이승규 한양대학교

물리탐사

Discrimination of Underground 

Explosions from Microearthquakes 

through the Pure Continental Path

김소구 한양대학교

석유공학
천이상태 해석법과 준정상상태해석법을 

이용한 효율적 킬 수치모형에 관한 연구
감승일, 강주명 서울대학교

석유공학 수정블랙오일 전산 모델에 관한 연구 천영호, 강주명 서울대학교

자원개발

암반역학

암반내의 인공방진균열이 발파진동감소

에 미치는 영향
신일재, 이정인 서울대학교

자원개발

암반역학

불연속 암반내 지하수 유동과 공동 주위 

암반거동의 상호작용에 관한 수치해석

적 연구

김택곤, 이희근 서울대학교

자원개발

암반역학

현장계측을 이용한 지하굴착공사시 

지중수평변위의 특성분석
김종우, *이용준

청주대학교, 

*한양대학교

자원개발

암반역학

인공신경회로망을 이용한 암반터널설계

전문가 시스템의 개발
이철욱, 문현구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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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개발

암반역학

팽창성 암석절리의 전산모델링에 관한 

연구
장석부, 문현구 한양대학교

자원개발

암반역학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주위암반의 

열역학적 거동에 관한 수치해석적 연구

주광수, 조영호, 

문현구
한양대학교

자원개발

암반역학

화강암류 석재의 압축피로하중에 의한 

미세균열의 발달 특성

장보안, 최인선, 

김재동
강원대학교

자원개발

암반역학

추적가스(CO2)를 이용한 석탄광산 

Ramp way에서의 디젤배기가스 확산

계수 연구

이창우, 양원철 동아대학교

자원개발

암반역학

광산시설 현대화 현황 -석회석 광산을 

중심으로-
김안곤 대한광업진흥공사

자원소재, 분체, 

정제 및 

자원리싸이클링

Sol-Gel법에 의한 강유전체(Pb, La) 

(Zr, Ti)O3의 제조 및 특성에 관한 연구
임정한, 김영식 전남대학교

자원소재, 분체, 

정제 및 

자원리싸이클링

컬럼추출기에서 지르코늄의 연속용매

추출

김성규, 이화영, 

오종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자원소재, 분체, 

정제 및 

자원리싸이클링

상하수도 처리에서 비금속 광물의 활용 김영훈, 강헌찬 동아대학교

자원소재, 분체, 

정제 및 

자원리싸이클링

광물의 마찰계수와 탄성을 이용한 탄성

반발선별에 관한 기초연구

배광현, 박찬훈, 

손병찬
인하대학교

자원소재, 분체, 

정제 및 

자원리싸이클링

미분쇄에 의한 납석의 단체분리 변화에 

대한 고찰

안양규, 김상배, 

조건준, 황선국
한국자원연구소

자원소재, 분체, 

정제 및 

자원리싸이클링

응집 공정의 수학적 모델 개발 최우진 한국자원연구소

자원소재, 분체, 

정제 및 

자원리싸이클링

코팅 촉매제가 니켈-흑연 복합분말 제

조에 미치는 영향

김동진, 정헌생, 

윤기병
한국자원연구소

자원소재, 분체, 

정제 및 

자원리싸이클링

중유회 소각처리에 관한 연구

유연태, 김병규, 

최영윤, 홍성웅, 

황선국, *박종현

한국자원연구소, 

*한국전력공사

자원소재, 분체, 

정제 및 

자원리싸이클링

국내 선광장 현황조사 김영근, 김선수 대한광업진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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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탐사

주파수영역에서 파선추적을 이용한 

유사파형 역산- 탄성파 굴절법 자료의 

역산

정상용, 신창수, 

*양승진, 

**신성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양대학교, 

**서울대학교

물리탐사
전기비저항 탐사자료의 최적화 

지형보장에 관한 연구
오석훈, 권병두 서울대학교

물리탐사
지오레이다의 송신파형 및 모형 반응 

계산에 관한 연구

설순지, 김학수, 

서정희
서울대학교

물리탐사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3차원 전기비저항 

모델 링 및 지형 보정에 관한 연구
박권규, 현병구 서울대학교

물리탐사 제주도 일대의 지온·지열유량 소고

박종남, 강대우, 

박인석, 오상훈, 

*이상규

동아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지진위험도 평가시 불확실성에 대한 

영향 인자에 관한 연구
김준경, *박동국

세명대학교, 

*한국원자력연구소

물리탐사 2차원 지층 모형의 중력 역산 고진석, *양승진
조선대학교, 

*한양대학교

 석유개발
석유생산시 기계적 표피인자의 변화양

상에 관한 실험적 고찰
이재형, 강주명 서울대학교

석유개발
비정상 유동법에 의한 상대유체 투과율 

측정

이원석, 성원모, 

*허대기

한양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석유개발
수정-인공지능기법을 이용한 가스정 

시험 자료의 해석모델 결정
유인항, 성원모 한양대학교

석유개발
자동형태곡선중첩 모델을 이용한 유정

시험 자료의 해석

나승훈, 박홍준, 

*성원모
㈜경인, *한양대학교

석유개발 3-D 프랙탈 저류모델의 개발 및 응용
김경식, 김인기, 

성원모
한양대학교

자원지질 및 

지구화학 

금산지역 형석 광화작용과 관련된 

화강암류에 대한 지구화학적 연구

진호일, 전효택, 

*민경원, **박영석

서울대학교, 

*강원대학교, 

**조선대학교

자원지질 및 

지구화학 

동해탄광 페수와 하상퇴적물중에서의 

유독성 원소들의 분산 및 산출상태

(예비결과)

오대균, *김정엽, 

*전효택

에너지관리공단, 

*서울대학교

자원지질 및 

지구화학 

옥계 함금석영맥광상 주변 모암에서의 

열수 변질과 원소들의 일차분산
황인호, 전효택 서울대학교

자원지질 및 

지구화학 
월악산 화강암체의 성인에 관한 관찰 이인현 청주대학교

자원지질 및 

지구화학 

국내 폐탄광 주변 산성폐수의 환경지구

화학적 특징 및 대책

정영욱, 홍영국, 

민정식, 홍성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양대학교,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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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지질 및 

지구화학 

다공체 수산아파타이트 제조 및 특성에 

관한 연구

이무성, 김문영, 

*김옥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전북대학교

자원지질 및 

지구화학 

중금속 이온이 존재하는 용액중에서 

생성된 Hydroxyapatite의 구조변화 및 

양이온 교환 특성

김옥배, 이무성, 

이미숙
전북대학교

자원지질 및 

지구화학 

장군 광산 주변의 장산규암층중에 

배태되는 바나 광상의 산상과 

오산화바나(V2O5)의 제조

이현구, 신미애, 

원창환
충남대학교

자원지질 및 

지구화학 

우리나라 일부지역에서 산출되는 경량

골재자원의 발포특성에 관한 연구

이현구, 정현희, 

김선권, 류선이
충남대학교

자원개발 및 

암반역학

수압파쇄에 의한 인공슬롯모델의 균열

전파 양상해석

최성웅, 박연준, 

신중호, *이희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학교

자원개발 및 

암반역학

일자유면 발파를 위한 분착식 다단 

심발발파 법의 개발

윤영재, 임재웅, 

서정복, 김명규
선경건설㈜

자원개발 및 

암반역학

지하공간내에서 수치해석에 의한 갱도

기류의 유동특성
홍응기, 박홍민 전북대학교

자원개발 및 

암반역학
해외철광 적정개발수입에 관한 연구 김영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개발 및 

암반역학

원추공저변형법에 의한 화강암체의 

암반응력 측정

장현국, 
Yuzo Obara, 
Kazuhiko 
Sugawara

Kumanoto 
University 
(Japan)

자원개발 및 

암반역학

암반내 열집중을 고려한 고준위 폐기물 

캐니 스터의 배열설계
이춘우, 양형식 전남대학교

자원개발 및 

암반역학

방사성 폐기물 지하저장을 위한 암석의 

열 응력하 파괴거동에 관한 연구

양형식, *장명환, 

*이기형, **이형원

전남대학교, 

*대한광업진흥공사, 

*선경건설㈜

자원개발 및 

암반역학

단축압축하에서의 복수원형공의 

파괴기구에 관한 연구
조만섭, 김기주 전북대학교

자원소재 분체, 

정제 및 

자원리싸이클링

석탄회로 제조한 인공제오라이트에 

의한 암모니아 제거 특성
신방섭, 이혜영 전남대학교

자원소재 분체, 

정제 및 

자원리싸이클링

국내 방해석의 건식 정제 특성 연구
정수복, 채영배, 

고원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소재 분체, 

정제 및 

자원리싸이클링

엽납석의 분쇄 및 분급특성에 관한 연구
김상배, 조건준, 

황선국, *윤평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전북대학교

자원소재 분체, 

정제 및 

자원리싸이클링

스테아린산 조제에 의한 석영의 분쇄효

과의 표면개질 특성
박재구, 신영훈 한양대학교

자원소재 분체, 

정제 및 

자원리싸이클링

철광석의 소결 조업에 미치는 갈철광 이덕원, *이대열
포항제철, 

*산업과학기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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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소재 분체, 

정제 및 

자원리싸이클링

발전용 석탄의 연소전 탈황탈회 처리에 

의한 공해물질 저감기술 개발

최우진, 전호석, 

*정진도, 지평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전력공사

자원소재 분체, 

정제 및 

자원리싸이클링

고체전해질 연료전지의 공기극 제조에 

관한 연구
임정한, 김영식 전남대학교

자원소재 분체, 

정제 및 

자원리싸이클링

고체전해질 연료전지의 연료극 제조에 

관한 연구
강문경, 김영식 전남대학교

94 International 

Symposium for 

Grain Elevator 

and Underground 

Food Storage 

(1994.10.25)

특별강연
개방화에 따른 대규모 농수축산물 저장

과 유통대책
김성훈

중앙대학교, 

한국농업경제학회

특별강연

Utilization of Underground Facilities 

for the Storage of Food - Why 

should go underground?

Raymond L. 

Sterling

University of 

Minnesota 

지상저장시설
농업진흥지역에 적합한 미곡종합처리장

의 새로운 모델
김동철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지상저장시설 미곡종합처리장의 현황과 과제 고학균 서울대학교

지상저장시설
우리나라에서 곡물엘리베이터의 필요성

과 기반조건
박경규, 김태욱 경북대학교

지상저장시설
농수축산물 저장시설 형태별 경제성 

비교와 실례
안대영, 김융태 벽산엔지니어링(주)

지하저장시설
국내 대규모 지하비축 시설기술 현황과 

전망
이정인, *선   용

서울대학교, 

*㈜삼림컨설턴트

지하저장시설

Applying Current Technologies to 

Large Scale, Underground Grain 

Storage

Florence V. 

Dunkel

Montana State 

University

지하저장시설
Storing of Food and Drinking Water 

in Rock Caverns in Norway

Einar Broch, 

*Per-erling 

Frivik, 

**Magne 

Dørum

Norwegian Institute 

of Technology, 

*SINTEF 

Refrigeration 

Engineering, 

**Fortifikasjon A/S

지하저장시설 육류 지하냉동 저장시설의 타당성 분석
김호영, 남기천, 

*박연준

선경건설주식회사, 

*한국자원연구소

1995년 제64회 

춘계학술발표회 

(1995.4.28~29)

초청강연
Energy Conservation Technology 

Development in Taiwan

Ling-Yuan 

Chen
중국 광야공정학회

초청강연
Application of Discrete Element 

Method in the Mineral Industry
Toshio Inoue

University of Tokyo 

(일본 자원소재학회)

물리탐사
해수 침투영역 탐사를 위한 전기·전자

탐사 복합적용

이상규, 이희순, 

이태섭, *서정희, 

*이명종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학교

물리탐사
가시광영역 원격탐사자료의 모형반응계

산과 대기보정에 관한 연구

조창수, 서정희, 

*김광은

서울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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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탐사
지표레이다(GPR)의 지반공학적 응용 

사례
임해룡, 장현삼 삼성건설

물리탐사

Detection and Analysis of the 

Artificial Underground Explosions in 

N. Korea Using KSRS Data

김소구, 이성규, 

마상운, 박영철
한양대학교

물리탐사
Polarization 방법을 이용한 단일 

3성분에 의한 azimuth 측정
김소구, 이승규 한양대학교

자원지질
암석류의 파괴역학적 특성과 미세구조

에 관한 연구
백환조 강원대학교

자원지질
Hoop Test의 기본원리와 현장적용 

실험에 대한 연구
박형동 배재대학교

자원지질
설악산 일대에 분포하는 화강암류의 Sr 

동위원소 특성
민경원, 김성범 강원대학교

자원지질
국내 회유금속페그마타이트의 지구

화학적 특징

손창일, *전효택, 

*전용원

포항제철, 

*서울대학교

자원지질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한 한국

심해연구 지역의 망간단괴 분포상 해석

장태헌, *전효택, 

**강정극

한국석유개발공사, 

*서울대학교, 

**한국해양연구원

자원지질 중국의 중석자원 현황 문건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개발공학

암석역학

3차원 경계요소법에 의한 갱내채광장 

안정성 평가

정소걸, 김임호, 

조영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개발공학

암석역학

진주 나동터널공사 지중발파의 진동

특성에 관한 연구

범진삼, 주재성, 

양형식
전남대학교

개발공학

암석역학

불연속면이 존재하는 암반에서의 

Smooth Blasting의 기구에 대하여
박홍민, 이상은 전북대학교

개발공학

암석역학

암석절리와 절리암반내 용질이동에 

관한 연구
주광수, 문현구 한양대학교

개발공학

암석역학

일차파괴된 암반사면의 전단강도 측정 

및 최적 보강법 고찰
조태진, 김영호 부산수산대학교

개발공학

암석역학

낙하충격에 의한 지반진동의 크기 및 

주파수 특성에 관한 연구

박진우, 이정인, 

*류창하

서울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개발공학

암석역학

연암에 굴착되는 터널에서 계측변위의 

역해석에 관한 연구

허종석, 이정인, 

*조태진

서울대학교, 

*부산수산대학교

개발공학

암석역학

온도변화에 따른 화강암·편마암의 

역학적 수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이희석, 이희근 서울대학교

자원경제 해외 철광석의 효율적 수입에 관한 연구 김영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경제 제주도 지열자원의 경제성 분석
양문희, *김태유, 

**이상규

단국대학교, 

*서울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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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제64회 

춘계학술발표회 

(1995.4.28~29)

석유공학

지역적 격자 세분화 기법이 적용된 

HYBOS 모델을 활용한 와다구조의 

최적생산방안 도출에 관한 연구

박용찬, 성원모, 

*이선현

한양대학교, 

*유공

석유공학
유전 및 가스전에서 투자위험도를 

고려한 경제성 평가모델 개발
정현섭, 전보현 인하대학교

석유공학
지하저장공동 가스노출 방지조건에 

관한 실험적 고찰
노정용, 강주명 서울대학교

석유공학

A study on the Pressure-Transient 

Behavior Analysis of Fractal 

reservoir using Site Volume Size 

Distribution Function 

박희원, 강주명 서울대학교

자원활용 베트남 석광산 선광 현황
고원식, 채영배, 

정수복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활용
반도체 스크랩으로부터 침출 및 전해채

취법에 의한 유가금속 회수 연구

이강인, 이재천, 

이철경, *손헌준, 

*김영석, *강효랑,

*윤재구, *주경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학교

자원활용 수열반응에 의한 halloysite의 합성 연구 이용상, *이상훈
한양대학교, 

*대한광업진흥공사

자원활용
화강암 폐슬러지로부터 사바토 제조 

연구

공봉성, 이상훈, 

김영근, *신영상, 

*박삼흠

대한광업진흥공사,

*가야산업

자원활용
경질탄산칼슘의 생성반응과 결정현상에 

관한 연구
박찬훈, 송영준 인하대학교

자원활용
T-Al2O3에 의한 수용액 중의 동이온 

흡착

오종기, 이화영, 

김성규
한국과학기술원

자원활용
귀금속 표면에서의 Alkyl 

Thiophosinate 계통 포집제 흡착 거동
김동수 이화여자대학교

자원활용
Triboelectrostatic Separator를 

이용한 석탄의 탈황 탈회 처리기술 개발

최우진, 전호석, 

*송규소, *정진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전

자원활용
FCC 폐촉매의 아스콘 충전제로의 

재활용 연구
반봉찬, *박현서

순천대학교, 

*삼성중공업

자원활용 환경보전을 위한 광물자원의 활용 최우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최신 엔지니어링 

발파 특별심포지엄 

(1995. 4.29)

국내외 엔지니어링 발파의 기술발전과 

응용
이정인, *임한욱

서울대학교, 

*강원대학교

남산외인아파트의 발파해체 사례연구
최수일, 박용원, 

성영환
코오롱건설

여의도 (구)라이프빌딩의 발파해체 사례

연구

강기호, 지호영, 

장호진
대림엔지니어링

속초킹덤호텔의 발파해체 사례연구 손무열 ㈜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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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엔지니어링 

발파 특별심포지엄 

(1995. 4.29)

붕괴기구형성을 위한 적정장약량 산정

공식과 평가
강영철 육사

Cement Silo 발파해체 사례 연구 석철기, *김태훈
㈜KACOH, 

*㈜성도D/E

질의 및 토론 (건물해체발파) 정소걸, 신희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분착식 다단발파의 개발과 터널굴진에

의 응용

박정주, 윤영재, 

박의섭
선경건설

원유저장용 지하 대단면 공동 발파의 

사례와 개선방향
김융태, *고동조

벽산엔지니어링(주), 

*건정토건주식회사

다단식발파기의 전단면 터널발파에의 

적용성

조영동, 이상은, 

임한욱
강원대학교

발파에 의한 지반진동의 수준과 주파수 

특성예측
류창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발파진동에 의한 구조물 응답특성 양형식, 주재성 전남대학교

NONEL 뇌관의 특성과 기폭 시스템의 

설계사례 및 그 적용성

강대우, *김준모,

*이종식, *김기일

동아대학교, 

*고려화약

질의 및 토론 (암석발파 및 지반진동) 문현구, *김민규
한양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995년 제65회 

추계학술발표회 

(1995.10.20)

자원지질

지구화학

심해저 망간단괴광상의 유망광구 선정

을 위한 지구통계학적 연구

박찬영, 강정극, 

*전효택

한국해양연구원, 

*서울대학교

자원지질

지구화학

시흥 Cu-Pb-Zn 광산 주변에서의 중금속 

원소들의 분산 및 존재형태와 흡착처리
황호성, 전효택 서울대학교

자원지질

지구화학

경북 영천도수터널 주변 대수층의 수리

지구화학적 연구

이종운, 전용원, 

*김선준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자원지질

지구화학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Gold 

in the Volcanic Rocks
윤정한 전남대학교

자원지질

지구화학

플라이애쉬(fly-ash)와 세일(shale)을 

이용한 경량골재 개발에 관한 연구
이현구, 박영훈 충남대학교

자원지질

지구화학

경북 대남광상주변의 화성활동과 그 

시기

송석환, *이현구, 

*김상중, 

**판곡철환

고려대학교, 

*충남대학교, 

**강산대연구소

자원지질

지구화학

고속도로 주변 토양의 중금속 오염에 

관한 환경지구화학적 연구

김옥배, 이무성, 

박희열, *박정용

전북대학교, 

*농업진흥공사

물리탐사

확장된 25점 유한차분격자를 이용한 

주파수-공간영역에서의 스칼라 파동방

정식의 수치모델링

신창수, *손희정, 

*장성형, *양승진

자원연구소, 

*한양대학교

물리탐사
불일정한 음원 및 수진기 설치상태로 

인한 시간 및 진폭 차이 보정에 관한 연구
고승원, 양승진 한양대학교

물리탐사
Sonic logging을 이용한 콘크리트 

파일의 고결상태 분석에 관한 연구

이태섭, 이희일, 

이호영, 성낙훈, 

*김영만, *김형식

자원연구소, 

*가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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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제65회 

추계학술발표회 

(1995.10.20)

물리탐사
3차원 굴절 탄성파 탐사를 위한 이론적 

고찰 : 경사 2층 구조의 경우
조동행, 오영철 인하대학교

자원지질

지구화학

Geochemistry and Petrogenesis of 

the Granitic Rocks in the Vicinity of 

the Mt. Sorak

김성범, *민경원
쌍용자원개발, 

*강원대학교

암반공학

개발공학

차량 터널 부유분진 특성 연구-입도 및 

농도 중심으로
이창우, 이송희 동아대학교

암반공학

개발공학
화강암류 석재의 차분 변형율 분석 이병대, *장보안

자원연구소, 

*강원대학교

암반공학

개발공학

지하공동 굴착에 의한 유체포화 다공매

질의 침하 해석
권   익, 문현구 한양대학교

암반공학

개발공학

지중발파에 의한 지상건물의 진동 거동 

해석
조병윤, 문현구 한양대학교

암반공학

개발공학

Cell 구조물의 변형특성에 대한 이차원 

모델 실험
장정욱 청주대학교

암반공학

개발공학

잔류응력 측정기법 및 해석에 관한 이론

적 연구
박형동 배재대학교

암반공학

개발공학

미니벤치 굴착법을 적용한 터널 단면의 

안정성 해석

허종석, 이연규, 

이정인
서울대학교

암반공학

개발공학

천반 곡률반경에 따른 아치형 공동의 

변형거동에 관한 연구
김종우 청주대학교

석유공학
MCST-CD 기법을 응용한 천연가스 

배관망의 최적 설계
이정환, 성원모 한양대학교

자원경제
해외 동광 개발을 위한 장기적인 국제 

동가격 모형 연구
김영인, 이경한 자원연구소

광물처리 및 활용
철광석 소결에서의 알칼리 원소 및 

염소의 거동과 환경 영향
이덕원 포스코

광물처리 및 활용 임팩트 밀의 분쇄특성 연구
김상배, 조건준, 

황선국
자원연구소

광물처리 및 활용
석탄회의 물리화학적 및 포졸란 특성에 

관한 연구

임정한, 김영식, 

윤정한, 신방섭
전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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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학술발표회 

(1995.10.20)

광물처리 및 활용
고체전해질 연료전지의 연료극 제조 및 

특성에 관한 연구
강문경, 김영식 전남대학교

광물처리 및 활용
Ca(OH)2-H2O-CO2계에서의 비정질 

탄산칼슘 생성
안지환, *박찬훈

자원연구소, 

*인하대학교

광물처리 및 활용
경운모의 표면개질에 따른 기초물성

연구(Ⅰ)

양정일, 신희영, 

황선국, *김창욱, 

*정  인

자원연구소, 

*광운대학교

광물처리 및 활용
부산시 상수도 정화과정에 비금속 

광물의 활용방안
강헌찬 동아대학교

광물처리 및 활용
심해저 망간광물의 자력선별 특성에 

관한 연구

박경호, 배광현, 

신희영, 양정일
자원연구소

광물처리 및 활용

환원제로써 아황산암모늄과 지오황산암

모늄을 사용하는 코발트 리치 크라스트

의 암모니아 침출에 관한 연구

박찬훈, 

*新苗正和, 

*中廣吉孝, 

*若私貴英, 

**芝田次

인하대학교, 

*일본 교토대학, 

**일본 간사이대학

광물처리 및 활용
계면활성제 수용액의 포말특성에 관한 

고찰
임정렬, 박재구 한양대학교

광물처리 및 활용 PCB 양면 기판의 재활용 Ⅰ 윤성호, 도현승 청주대학교

광물처리 및 활용

Reduction Leaching of Manganese 

Nodules with Sodium Sulfite in 

Ammonium Chloride Solution

최경수, 이수영 대한광업진흥공사

제20회 

자원 활용 소재 

워크샵 

(1995.11.3)

초청강연 중국의 자원개발 및 활용정책 최순영 무한공대

초청강연
Technology of Production and 

Application of Rare Earth Elements
Valery Kosynkin 러시아화학기술원

자원활용분야 중국의 희토류 연구개발 및 분리기술 현황 박철수 중국과학원 

자원활용분야 항균 제오라이트 제조 및 응용 정만규 코스모스소재주식회사

자원활용분야 HEP(EHP) 함침액막의 Co, Ni 분리특성 윤인주 한국자원연구소

자원활용분야 쎄라바이오 필터 개발연구 최용식 요업기술원

자원활용분야
운모광물의 미분화 Process 및 

가공기술 검토
서태수 화학연구소

자원활용분야
군청안료의 원료배합 및 하소조건에 

따른 반응물의 구조해석
윤정모 전북대학교

자원활용분야 비정질 탄산칼슘 합성 및 결정화 연구 안지환 한국자원연구소

기능소재, 

리싸이클링분야

이규화몰리브덴 발열체의 산화에 관한 

연구
장대규 한국자원연구소

기능소재, 

리싸이클링분야

MoSi2의 SHS 합성시 in Situ 

Densification 
김용석 홍익대학교

기능소재, 

리싸이클링분야
몰리브덴 소재의 현황과 전망 우상섭 하나소재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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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자원 활용 소재 

워크샵 

(1995.11.3)

기능소재, 

리싸이클링분야

분산강화된 몰리브덴합금의 결정립성장 

특성
유명기 KIST

기능소재, 

리싸이클링분야
마이크로 메카로닉스의 기능소재 개발 신상모

한국전자부품

종합연구소

기능소재, 

리싸이클링분야

폐기물의 자원화 시스템 개발

(러시아 슬러그 용해기술)
박현서

삼성중공업중앙

연구소

기능소재, 

리싸이클링분야
알루미늄 드로스의 처리기술 개발 이후인 한국자원연구소

지반사고 예방을 

위한 물리탐사의 

활용 특별심포지엄 

(1995.11.7)

지반조사의 역할 지반사고의 원인과 문제점 홍성완 한국건설기술연구소

지반조사의 역할

Subsurface Structural Analysis 

by Integration of Geological 

and Geophysical Prospecting 

Information

Katsuaki Koike 

(小池克明)
일본 쿠마모토대학

지오토모그라피
지오토모그라피 탐사기법의 원리와 

활용
조동행 인하대학교

지오토모그라피
3-D Seismic Imaging Applied to 

the Final Disposal of Nuclear Waste
Calin Cosma

핀란드 Vibrometric 

Oy

지오토모그라피 지반침하조사를 위한 물리탐사 사례연구 김중열 한국자원연구소

지오토모그라피
전기 비저항 토모그라피에 의한 지하영

상화 및 적용사례

정승환, *김융태, 

*안대영

한국자원연구소, 

*벽산엔지니어링㈜

지반투과 레이더 

탐사법

1. GPR Applications and 

   Possibilities
Jesper Emilsson

M.Sc 스웨덴 Mala 

Geo-Science

지반투과 레이더 

탐사법

2. Borehole Logging Applications

   and Possibilities
Jesper Emilsson

M.Sc 스웨덴 Mala 

Geo-Science

지반투과 레이더 

탐사법

지표 및 시추공 레이더 탐사에 의한 

석회암 지대에서의 지반특성 조사
김정호, 송윤호 한국자원연구소

지반투과 레이더 

탐사법

지하매설물 탐지를 위한 지반투과 

레이더 탐사 현장 모형시험 연구

신민호, 이선복, 

남욱현 
금호건설㈜ 

지반투과 레이더 

탐사법

지하레이다(GPR)를 이용한 터널안전

진단 사례 연구

김학수, 최정수, 

배성호, 윤운상
동부건설㈜ 

특수 탐사 기법
효율적인 터널굴착을 위한 불연속면 

예측과 암반물성 파악

남기천, 이진무, 

차성수
선경건설㈜ 

특수 탐사 기법
시추공 TV 검층기 국내개발 및 현장

적용 사례

정현기, 김중열, 

최종호, *강동훈, 

**김기석 

한국자원연구소, 

*강서엔지니어링, 

**희송㈜

제4회 석유자원 

탐사 및 개발 

심포지엄 

(1995.11.17~18)

Naturally Fractured Carbonate 

Reservoirs
N. Mungan

Mungan Petroleum 

Consultants Ltd.

Pseudo Waveform Inversion of 

Reflection Seismograms in the 

Frequency Domain

신창수, 신성렬, 

*현병구

자원연구소,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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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석유자원 

탐사 및 개발 

심포지엄 

(1995.11.17~18)

3D Salt Overhang Imaging and 

Drilling Success in Gulf of Mexico

이욱배, 

Steve Lambert

미국 Unocal 

Corporation

한계 해상 유전의 개발 이선현 유공㈜

Natural Gas from Fractured 

Reservoirs
성원모 한양대학교

Prospect Evaluation Using 3-D 

Seismic Data
이광훈 군산대학교

1996년 제66회 

춘계학술발표회 

(1996.4.19~20)

자원지질

지구화학
지질정보 시스템의 활용범위 황상기 배재대학교

자원지질

지구화학

영상처리 기법에 의한 심해저 망간단괴

의 부존밀도 보정

박찬영, 강정극, 

*전효택

한국해양연구소, 

*서울대학교

자원지질

지구화학

경주·포항 일대 자연산사태의 지질

공학적 연구

박형동, 손호웅, 

*윤혜수

배재대학교, 

*충남대학교

자원지질

지구화학

춘천지역 토양 및 분진 중의 유독성 

미량원소의 분포에 관한 지구화학적 연구
민경원, 정연태 강원대학교

자원지질

지구화학

삼보 Pb-Zn 광산 주변 지구화학적 환

경의 중금속
정명채 서울대학교

자원지질

지구화학

대전지역 하상퇴적물 및 분진/토양중의 

Cd, Cu, Pb와 Zn 오염

명재훈, 김경웅, 

*이현구

배재대학교, 

*충남대학교

자원지질

지구화학

추부지역 흑색셰일 및 점판암 분포지역

에서의 잠재적 독성원소들의 분산과 

부화

김종신, 전효택 서울대학교

자원지질

지구화학

중국 호남성 시죽원 W-Sn-Bi-Mo 

다금속 광상

이현구, 윤경무, 

이찬희, *조영흠

충남대학교, 

*중국지질대학

자원지질

지구화학

덕평 및 조곡지역에서 산출되는 흑연질

단과의 조직 및 광물학적 특성

심재천, 문희수, 

*오재호

연세대학교, 

*자원연구소

자원지질

지구화학

삼림광산산 엘렉트럼의 산출상태와 

화학조성

이현구, 유봉철, 

*홍동표, **김경웅

충남대학교, 

*쌍용, **배재대학교

자원지질

지구화학

구리광산으로 인한 환경영향의 경제학

적 연구
김효선 배재대학교

자원지질

지구화학

폐기물 매립지 주변의 지하수오염과 

점토차수벽에 관한 연구
오석영, 전효택 서울대학교

자원지질

지구화학

온도상승에 따른 암석의 이방성과 열적 

거동에 관한 연구
오일영, 전용원 서울대학교

자원지질

지구화학
문경탄전 일대의 조구조 운동사 황상기 배재대학교

개발공학

암반공학

한국의 심해저 자원개발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손정우, 김일석 대한광업진흥공사

개발공학

암반공학

일부금속광산의 광해현황 및 그 대책-

광산폐수, 폐기물을 중심으로-

정영욱, 민정식, 

이현주, 권광수
자원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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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제66회 

춘계학술발표회 

(1996.4.19~20)

개발공학

암반공학

계면활성제의 분사시스템을 이용한 

호흡성 먼지의 억제
김   진 인하대학교

개발공학

암반공학
암석을 이용한 인공모래개발 연구

이동남, 조영도, 

권광수
자원연구소

개발공학

암반공학

장약공노치(notched hole)와 장약홀더

(charge holder)를 이용한 발파균열 

제어 연구

최용근, *김만중, 

**이정인

동부건설㈜, *한화, 

**서울대학교

개발공학

암반공학

서울 화강암의 전단강도에 관한 기초적 

연구

김두영, 윤지선, 

전기찬, 박종국
인하대학교

개발공학

암반공학

Flat jack method를 이용한 초기지압 

측정에 관한 연구

김선명, 김두영, 

윤지선, 이희성
인하대학교

개발공학

암반공학

통계적 접근법에 의한 불연속암반의 

지하수 유동 해석

장현익, *장근무, 

이정인

서울대학교, 

*원자력연구소

개발공학

암반공학

석유공학의 원리를 이용한 3차원 지하

수 유동 시뮬레이션에 관한 연구
최용석, 전보현 인하대학교

개발공학

암반공학

3차원 유한요소망 발생기 개발 및 적용

에 관한 연구
신휴성, *문현구

건설기술연구원, 

*한양대학교

개발공학

암반공학

암석의 온도의존성을 고려한 열-수리-

역학적 상호작용의 수치해석연구
안형준, *이희근

코오롱건설㈜, 

*서울대학교

개발공학

암반공학

절리면 형상의 정량적 측정을 통한 각종 

거칠기 파라미터의 비교분석
이상돈, 이정인 서울대학교

개발공학

암반공학

암반사면 설계에 대한 전문가 시스템의 

적용
나상민, 문현구 한양대학교

개발공학

암반공학

차량터널내 분진농도와 가시도 관계 

연구

이창우, 이송희, 

*백동호, *문선경

동아대학교, 

*코오롱건설

지구물리

물리탐사

제주도 서·남부지역에서의 지열적 

구조선 파악을 위한 전기 및 전자탐사

송영수, 오세영, 

송승엽, *이상규

전북대학교, 

*자원연구소

지구물리

물리탐사
제주도의 두 특이 선구조

이상규, 구성본, 

김광은
자원연구소

지구물리

물리탐사

AVO 및 복소분석에 의한 가스 저류층 

부존성 검토

양동우, 양승진, 

*정연호

한양대학교, 

*광업진흥공사

석유공학
프렉탈 저류층의 균열간극 변화에 따른 

압력 거동에 관한 연구
장일식, 강주명 서울대학교

석유공학
석유 및 가스개발사업에서 무위험자산

을 고려한 포트폴리오 분석
최정호, 전보현 인하대학교

석유공학
수평배출관의 클로킹 현상을 감지할 

수 있는 인자들에 관한 실험적 고찰
한충용, 강주명 서울대학교

석유공학
가스·컨덴세이트 다상 유동 파이프

라인 모델의 개발 및 응용

권오광, 성원모, 

*허대기

한양대학교, 

*자원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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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물리

물리탐사
북한 지진 과학기술 현주소에 관하여 김소구 한양대학교

지구물리

물리탐사

Preliminary Study of Shallow 

Substructures in Middle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Using Converted 

Waves

김소구, 고복준 한양대학교

지구물리

물리탐사

한반도 중부지역에서 전환파를 이용한 

지각구조 연구
김소구, 이승규 한양대학교

지구물리

물리탐사
초등 펄스폭을 이용한 감쇄토모그래피 윤일권, 서정희 서울대학교

지구물리

물리탐사

CSAMT와 LOTEM을 병행한 대규모 

심부물리탐사

이상규, 황세호, 

박인화, *이희순

한국자원연구소, 

*인천교육대학교

지구물리

물리탐사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MT 탐사자료의 

지형보정
손정술, 서정희 서울대학교

지구물리

물리탐사

레이다 탐사의 지표 에너지 방사 특성에 

관한 연구

설순지, 권형석, 

서정희
서울대학교

지구물리

물리탐사

지반투과레이더에 의한 터널 콘크리트

벽 배면의 공동탐지 모형실험 연구
정해상, 조동행 인하대학교

지구물리

물리탐사

전환파를 이용한 지하공동의 탐지 

가능성
김소구, 마상윤 한양대학교 

지구물리

물리탐사

지표레이다 자료에 대한 전파 디콘블루

젼의 적용성에 관한 연구 
권형석, 서정희 서울대학교

지구물리

물리탐사
민감도 분석에 의한 역전파 구조보정

신창수, *장성형, 

*양동우, *양승진

자원연구소, 

*한양대학교

지구물리

물리탐사

Detection of Geothermal Resources 

by Acoustic Emission

박종남, 

*K. Nakatsuka

동아대학교, 

*일본 도호쿠대학

지구물리

물리탐사

쓰레기 매립장 주변 침출수 유입 탐지를 

위한 물리탐사 적용

조성준, 박관호, 

이명종, 서정희
서울대학교

지구물리

물리탐사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원격탐사 자료의 

검사분류기법 연구

백길남, 송영수, 

*채효석, **김광은

전북대학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자원연구소

광물처리·활용
연속식 triboelectrostatic separator를 

이용한 석탄의 발황탈회에 관한 연구

전호석, 조건준, 

최연호, *최우진, 

**송규소

자원연구소, 

*수원대학교, 

**전력연구원

광물처리·활용
석탄의 전처리에 의한 중금속 배출 

저감에 관한 연구

최우진, *전호석, 

**송규소, 

***한   춘

수원대학교, 

*자원연구소, 

**전력연구원, 

***광운대학교

광물처리·활용
산화크롬 폐연마제로부터 유가금속 분

리회수

김병규, 김치권, 

손정수
자원연구소

광물처리·활용
망간단괴를 이용한 Ni이온의 흡착에 

관한 연구

노범식, *이재장, 

박경호

자원연구소, 

*강원대학교



 327

구분 주제 및 분야 제목 저자 소속

1996년 제66회 

춘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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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처리·활용
생석회의 적정 배합 조건 설정에 의한 

소결성 향상 기술
손창일, 이덕원 포항제철기술연구소

광물처리·활용
페수에서 비금속광물을 이용한 유기성 

암모니아와 BOD의 제거

김광수, *김영훈, 

*강헌찬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동아대학교

광물처리·활용
침강성 경질탄산칼슘의 생성입도 및 결

정형상제어에 관한 연구

송영준, 박찬훈, 

조동성
인하대학교

광물처리·활용
석회석을 이용한 산성광산폐수의 중화

처리

류경근, 이상훈, 

*안종만, 박재구

한양대학교, *석탄

산업합리화사업단

광물처리·활용
Freundlich모델에 의한 중금속이온의 

활성탄흡착

오종기, 구성연, 

김성규, 이화영
한국과학기술원

광물처리·활용 오염토양 정화에 관한 이론과 실제 최우진 수원대학교

광물처리·활용
연마제 원료용 석류석의 입도분율 제어

를 위한 분쇄 시간의 추정

정   영, *양정일, 

**정문영, 박재구

한양대학교, 

*자원연구소, 

**세명대학교

광물처리·활용 폐타이어에 의한 Cu의 흡착 특성 윤경환, 도현승 청주대학교

광물처리·활용
"형상분리법을 이용한 운모편마암으로

부터 운모의 회수"에 관한 연구

오희찬, 김영한, 

*원등무수, 

*이민용

대한광업진흥공사, 

*일본자원환경기술

총합연구소

Korea-Japan 
Joint Symposium 

on Rock 
Engineering 

(1996.7.18~19)

Keynote 
Lecture

Research Activities of Rock 
Mechanics Field in Korea

Hi-Keun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Keynote 
Lecture

Rock Engineering Activity on 
Mining and Construction in Japan

K. Sugawara
Kumamoto 
University (Japan)

Keynote 
Lecture

Large-scale tunnelling and 
underground storage projects in 
South Korea 

Chung-In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Keynote 
Lecture

Topics on Rock Mechanics 
Research in Electric Power Civil 
Engineering in Japan

S. Hibino

Central Research 
Institute of Electric 
Power Industry 
(Japan)

Keynote 
Lecture

Recent Development in Water Jet 
Technology and Application to 
Rock Engineering

Professor, R. 
Kobayashi

Ishinomaki Senshu 
University (Japan)

Keynote 
Lecture

Advances in Rock-tool Interaction 
in Percussion Drilling and in 
Blasting

H.P. Rossmanith, 
R.E. Knasmillner, 
A. Daehnke, N. 
Kouzniak

Institute of 
Mechanics, 
Technical 
University of 
Vienna (Austria)

Engineering 
Properties of 

Rock Materials 
and Rock 
Masses

A Recent Development of Servo-
Controlled Testing Method in Rock 
Mechanics

S. Okubo, 
K. Fukui, Y. 
Nishimatsu

The University of 
Tokyo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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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Japan 
Joint Symposium 

on Rock 
Engineering 

(1996.7.18~19)

Engineering 
Properties of 

Rock Materials 
and Rock 
Masses

Shear Strength and Deformation 
Behavior of Rock Joint with 
Roughness and Orientation 

Jun-Ho Kang, 
Sang-Don Lee, 
Chung-In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Engineering 
Properties of 

Rock Materials 
and Rock 
Masses

Complete Creep Curve and Its 
Implication in Long-term Stability of 
Underground Structures 

K. Fukui, S. 
Okubo, Y. 
Nishimatsu

The University of 
Tokyo (Japan)

Engineering 
Properties of 

Rock Materials 
and Rock 
Masses

Qin Ling Tunnel Engineering 
Properties of Rock Mass

Zhongsheng 
Tan, Gaobo, 
Guanbaoshu

Southwest 
Jiaotong University 
(P.R. China)

Engineering 
Properties of 

Rock Materials 
and Rock 
Masses

Thermomechanical Failure Criteria 
of Some Granites for Nuclear 
Waste Repository

Myoung-Hwan 
Jang, 
*Hyung-Sik 
Yang

Korea Mining 
Promotion Co., 
*Chonnam 
National University

Engineering 
Properties of 

Rock Materials 
and Rock 
Masses

Effect of Adiabatical Material on 
Thermal Stress Reduction around 
Openings due to Heated Water 
Storage 

Y. Inada, 
N. Kinoshita, 
*T. Ueda, 
**K. Ochi

Ehime University 
(Japan), 
*Takenaka 
Corporation 
(Japan), **Tokyu 
Construction Co 
(Japan)

Engineering 
Properties of 

Rock Materials 
and Rock 
Masses

The Strength of Rocks under 
Lower Water Vapor Pressure

Y. Obara, 
H. Hirokawa, 
K. Sugawara

Kumamoto 
University (Japan)

Engineering 
Properties of 

Rock Materials 
and Rock 
Masses

Damage and Unstable Failure of 
Rock

Wang Yongjia, 
Tang Chun'an, 
Feng Xiating

Northeasten 
University 
(P.R.China)

Engineering 
Properties of 

Rock Materials 
and Rock 
Masses

A Study on the Pull-out Test

Du-young Kim, 
Ji-son Yoon, 
Hee-seong 
Lee, Il-ho Jang

Inha University

Engineering 
Properties of 

Rock Materials 
and Rock 
Masses

A Study on the Influence of Contact 
Condition between Loading Platens 
and Rock Specimens

T. Seiki, 
Y. Ichikawa, 
*G.C. Jeong, 
**N. Tokashiki, 
***Ö. Aydan

Nagoya University 
(Japan), 
*Andong National 
University, 
**University of 
the Ryukyus 
(Japan), ***Tokai 
University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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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Japan 
Joint Symposium 

on Rock 
Engineering 

(1996.7.18~19)

Engineering 
Properties of 

Rock Materials 
and Rock 
Masses

Thermal Expansion and Thermal 
Micro-cracking of Rocks

Hyeong-Won 
Lee, *Chung-In 
Lee

Sunkyong 
Engineering & 
Construction Ltd., 
*Seoul National 
University

Engineering 
Properties of 

Rock Materials 
and Rock 
Masses

Chemically Induced Change in 
Strength of Sandstone

M. Seto, 
*V.S. Vutukuri, 
**D.K. Nag, 

***K. Katsuyama

Research 
Development 
Corporation of 
Japan (Japan), 
*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Australia), 

**Monash University 
(Australia), 
***National Institute 
for Research 
and Environment 
(Japan)

Engineering 
Properties of 

Rock Materials 
and Rock 
Masses

Surface Measurement and Fractal 
Characterization of Field Rock 
Fractures

J.H. Synn, 
*A. Yamakawa, 
*T. Ishida, 
*Y. Ohnishi, 
*Y. Mizuta

Korea Institute of 
Geology, Mining 
& Materials, 
*Yamaguchi 
University (Japan)

Engineering 
Properties of 

Rock Materials 
and Rock 
Masses

Study on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in Weathering Process 
of a Rock

T. Esaki, 
K. Jiang, 
K. Kobayashi, K. 
Takashima

Kyushu University 
(Japan)

Engineering 
Properties of 

Rock Materials 
and Rock 
Masses

Seismicity and Stability in Deep 
Level Gold Mines

A. Daehnke, 

*H.P. Rossmanith, 
*R.E. Knasmillner

CSIR Mining 
Technology 
(South Africa), 
*Vienna University 
of Technology 
(Austria)

Engineering 
Properties of 

Rock Materials 
and Rock 
Masses

Approximate Methods of Estimating 
the T-H-M Properties of Jointed 
Rock Masses

Hyun-Koo 
Moon, 
*Chang-Yong 
Kim, 
**Soo-il Choi

Hanyang 
University,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Kolon 
Construction Co. 

Engineering 
Properties of 

Rock Materials 
and Rock 
Masses

Failure of Rock Joint Surface 
during Shear Test Observed with 
Precise Surface Topography 
Measurement System

T. Saito, 
S. Murata

Kyoto University 
(Japan)

Engineering 
Properties of 

Rock Materials 
and Rock 
Masses

Meso-mechanism of Bedrock 
Fracturing under the Action of 
Atmosphere

Ruigeng Zhu, 
Xinping Li, 
Shunying Cui

Wuhan University 
of Technology 
(P.R.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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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Japan 
Joint Symposium 

on Rock 
Engineering 

(1996.7.18~19)

Engineering 
Properties of 

Rock Materials 
and Rock 
Masses

Regional Microstructural Features 
in Granite

Y. Kudo, 
*O. Sano, 
*K. Nakagawa

Tokuyama College 
of Technology 
(Japan), 
*Yamaguchi 
University (Japan)

Site 
Investigation 

and Testing of 
Rock Masses

Investigation of the Pillar by 
Geotomography Using the High-
precise Blasting System

Y. Ogata, 
M. Utagawa, 
K. Katsuyama, 
*H. Shimada, 
*K. Matsui

National Institute 
for Resources 
and Environment 
(Japan), *Kyushu 
University (Japan)

Site 
Investigation 

and Testing of 
Rock Masses

Seismic Methods to Determine in-
situ Elastic Properties of a Rock-
Body

Doo-Sung Lee, 
*Jack Cameron

Hansung 
University, 
*Former Unocal 
Research (U.S.A.)

Site 
Investigation 

and Testing of 
Rock Masses

Marco Rock Stress Measurement 
at the Kamaishi District

Hyun-Kuk Jang, 
*Katsuhiko 
Sugawara

Kangwon National 
University, 
*Kumamoto 
University (Japan)

Site 
Investigation 

and Testing of 
Rock Masses

In-situ Stress Measurement by 
Hydraulic Fracturing for Highway 
Tunnel Construction in Korea

Sungoong Choi, 
Kongchang Han, 
Chan Park, 
Heesoon Shin

Korea Institute of 
Geology, Mining & 
Materials

Site 
Investigation 

and Testing of 
Rock Masses

A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Geotechnical Information 
System(GTIS) for the Rock Mass of 
Seoul Metropolitan Area

Jung-Youp Kim, 
*Hyo Taek Chon, 
**Hyeong-Dong 
Park

Sunkyong 
Engineering & 
Construction Ltd., 
*Seoul National 
University, **Pai-
Chai University

Site 
Investigation 

and Testing of 
Rock Masses

Development of Integrated 
Hydrofracturing Data Processing 
Program by Statistical Approach 

Dong-Woo Ryu, 
Hi-Keun Lee, 
*Sungoong Choi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Institute of 
Geology, Mining & 
Materials

Site 
Investigation 

and Testing of 
Rock Masses

The Effect of Measuring 
Methods on Surface Morphology 
Characteristics

Y. Shimizu, 
*Ö. Aydan, 
**T. Kawamoto

Meijo University 
(Japan), *Takai 
University (Japan), 
**Aichi Institute 
of Technology 
(Japan)

Site 
Investigation 

and Testing of 
Rock Masses

Estimation of Rock Quality Using 
RQD Observed by BHTV

K. Suzuki, 
K. Kajihara, 
Y. Otsuka, 
*S. Tasaki, 
**T. Kawamoto

Oyo Corporation 
(Japan), *Kyushu 
Electric Power 
Company (Japan), 
**Aichi Institute 
of Technology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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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Japan 
Joint Symposium 

on Rock 
Engineering 

(1996.7.18~19)

Site 
Investigation 

and Testing of 
Rock Masses

Underground Survey for the 
Foundatio of Seo-Hae Grand 
Bridge by Televiewer and Seismic 
Tomography

Jung-Yul Kim, 
Yoo-Sung Kim, 
Hye-Ja Hyun

Korea Institute of 
Geology, 
Mining & Materials

Site 
Investigation 

and Testing of 
Rock Masses

Development of New Three-
Dimensional Measuring and 
Analysis System for Tunneling(Part 
Ⅰ and Ⅱ)

S. Kaji, 
*M. Tanaka, 
**K. Furukawa, 
**K. Nakagawa

Kajima 
Corporation 
(Japan), 
*Sokkia Co. 
(Japan), 
**Yamaguchi 
University (Japan)

Site 
Investigation 

and Testing of 
Rock Masses

Prediction of Discontinuity and 
Determination of Rock Properties 
for Effective Tunnel Construction 
Using Vertical Seismic Profiles 
Applied in Tunnel

Sung-Soo Cha, 
Jin-Moo Lee, 
Kee-Chun Nam

Sunkyong 
Engineering & 
Construction Ltd.

Design and 
Analysis of 

Large-scaled 
Tunnels and 
Underground 

Storage 
Caverns

Efficient Numerical Procedure for 
Elastic-Plasitc Analysis of Rock 
with Opening

E. Yamaguchi, 
Y. Kubo, M. 
Hammadeh

Kyushu Institute 
of Technology 
(Japan)

Design and 
Analysis of 

Large-scaled 
Tunnels and 
Underground 

Storage 
Caverns

Three Dimensional Finite Element 
Modelling of Umbrella Arch 
Reinforced Tunnel

Chung Sik Yoo, 
*Seung Woo 
Shin, 
Young Joon 
Kim

Sung Kyun Kwan 
University, 
*Dae Woo 
Engineering

Design and 
Analysis of 

Large-scaled 
Tunnels and 
Underground 

Storage 
Caverns

3-D Viscoelastic FEM Analysis 
for Double-lined Tunnel by 
Considering Construction Process 

E. Zhai, 
M. Kitaura, 
M. Miyajima

Kanazawa 
University (Japan)

Design and 
Analysis of 

Large-scaled 
Tunnels and 
Underground 

Storage 
Caverns

Suggested 'Korean-type' Food 
Storage in Rock Cavern

Dal Sun Kim
Hyundai 
Engineering Co., 
Ltd.

Design and 
Analysis of 

Large-scaled 
Tunnels and 
Underground 

Storage 
Caverns

The Evaluation for the Applicability 
of Infinite Element in Tunnel 
Stability Analysis 

Sung-Min Lee, 
Sung-Pil Chang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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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Japan 
Joint Symposium 

on Rock 
Engineering 

(1996.7.18~19)

Design and 
Analysis of 

Large-scaled 
Tunnels and 
Underground 

Storage 
Caverns

A Numerical Analysis for a Hard 
Rock Tunnel in a Mountain Area 
Considering Discontinuities

Kwangho You, 
Changsoo 
Moon,
Boohwan Kim

Institute of 
Technology, 
Samgsung Co.

Design and 
Analysis of 

Large-scaled 
Tunnels and 
Underground 

Storage 
Caverns

Design of Thermophysical 
Properties of Compact Bentonite as 
a Buffer Material of HLRW 

H. Kiyohashi, 
*K. Banno

Tohoku University 
(Japan), 
*Kajima Technical 
Research Institute 
(Japan)

Design and 
Analysis of 

Large-scaled 
Tunnels and 
Underground 

Storage 
Caverns

Back-analysis Model for the 
Behavior of Underground Openings 
Excavated in the Jointed Rock 
Mass

Taechin Cho
National Fisheries 
University of 
Pusan

Design and 
Analysis of 

Large-scaled 
Tunnels and 
Underground 

Storage 
Caverns

Research on Stability and 
Anchoring Effect of Opening 
Excavation in Jointed Rocks by 
Model Testing

Weishen Zhu, 
Weizhung Ren, 
Yujun Zhang, 
*Tetsuo Nagai, 
*Jianshen Sun

The Chinese 
Academy of 
Sciences (P.R. 
China), 
*Aoki Corporation 
(Japan)

Construction 
and 

Measurement 
of Underground 

Openings

Application of Bidirectional 
Drilling and Blasting Enlargement 
Excavation Method on Pilot Tunnels

Hong-Deug 
Moon, 
Gyu-Jin Bae, 
Sung-Wan 
Hong, 
*Chan-Woo 
Lee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Youone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Construction 
and 

Measurement 
of Underground 

Openings

The performance of polyurethane 
injection material for ground 
improvement in NATM tunnel 
excavation 

Byung-Sik 
Chun, *Dong-
Sung Ryu, 
**Min-Yul Oh, 
Joon-Sub Kim

Hanyang 
University, 
*Shinhan 
Chemitech, 
**Yangkwang 
Engineering

Construction 
and 

Measurement 
of Underground 

Openings

Control of excessive closure in 
longwall gateroads

K. Matsui, 
H. Shimada, 
M. Ichinose, 
Y. Ichikawa, 
A. Yamashita, 
*T. Ueda

Kyushu University 
(Japan), 
*Matsushima Coal 
Mining (Japan)

Construction 
and 

Measurement 
of Underground 

Openings

Construction of pilot plant as a R & 
D program for underground food 
storage

Yeonjun Park, 
Kwang-Soo 
Kwon, 
*Ho-Yeong Kim, 
*Kee-Chun Nam, 
*Jung-Ju Park

Korea Institute of 
Geology, Mining 
& Materials, 
*Sunkyong 
Engineering & 
Construction Ltd.



 333

구분 주제 및 분야 제목 저자 소속

Korea-Japan 
Joint Symposium 

on Rock 
Engineering 

(1996.7.18~19)

Construction 
and 

Measurement 
of Underground 

Openings

A Study on effect of tunnel 
excavation by use of non-electric 
NONEL blasting system 

Dae-Woo Kang, 
*Jong-Shik Lee, 
*Jae-Ho Kim, 
*Jun-Mo Kim

Dong-A 
University, 
*Koryo Explosives

Construction 
and 

Measurement 
of Underground 

Openings

Performance of the support system 
of a tunnel in squeezing rocks

J. Ito, 
*T. Konda, 
**Ö. Aydan

Fuji Research 
Institute (Japan), 
*Tokyo 
Metropolitan 
University (Japan), 
**Tokai University 
(Japan)

Construction 
and 

Measurement 
of Underground 

Openings

In-situ measurement and numerical 
simulation of rock deformation 
induced by fluid injection into 
artificial fracture

Y. Mizuta, 
Y. Ohnishi, 
K. Okazaki, 
*M. Yamashita, 
**T. Narita, 
**N. Temma, 
**T. Yamaguchi

Yamaguchi 
University 
(Japan), *Tsukuba 
University (Japan), 
**National Institute 
for Resources 
and Environment 
(Japan)

Construction 
and 

Measurement 
of Underground 

Openings

The automation of field 
instrumentation and the numerical 
analysis of MPBX displacement

Yong-Bok 
Chong, 
*Hyun-Key Jung, 
*So-Keul Chung, 
**Dong-Hyun 
Kim, 
Hi-Keun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Institute of 
Geology, Mining 
& Materials, 
**Samsung Heavy 
Industries Co., Ltd.

Construction 
and 

Measurement 
of Underground 

Openings

A study on the three-dimensional 
finite element analysis and field 
measurements of the tunnel 
reinforced by umbrella arch 
method

Chang-Yong 
Kim, Ho-Bon 
Koo, Gyu-Jin 
Bae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Construction 
and 

Measurement 
of Underground 

Openings

Observations of the rock 
fall behavior and theoretical 
considerations

M. Ujihira, 
S. Hosoya, 
K. Ogawa, 
S. Suzuki, 
*N. Abe

Hokkaido 
University (Japan), 
*Otaru Office 
of Hokkaido 
Development 
Bureau (Japan)

Construction 
and 

Measurement 
of Underground 

Openings

A study on the displacement 
behavior of the subway NATM 
tunnel with the rock character

Byung-Sik 
Chun, 
*Moon-Gu Lee, 
**Soon-Sung 
Nam, **Gyung-
Seob Shin

Hanyang 
University, 
*Kumho 
Construction, 
**Eunjin 
Construction 
Engineering

Construction 
and 

Measurement 
of Underground 

Openings

Prediction of vibration level in 
blasting

A. Hirata, 
S. Uesugi, 
*K. Kaneko, 
**T. Inaba

Kumamoto Institute 
of Technology 
(Japan), 
*Kumamoto 
University (Japan), 
**Nishimatsu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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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Japan 
Joint Symposium 

on Rock 
Engineering 

(1996.7.18~19)

Construction 
and 

Measurement 
of Underground 

Openings

Current condition for mechanics of 
soft rock engineering in China

Manchao He

China University 
of Mining & 
Technology 
(P.R. China)

Stability of Rock 
Slopes and 
Foundations

Stability of slopes having an 
inclined sliding surface with a 
visco-plastic behaviour

Ö. Aydan, 
H. Üçpirti, 
H. Kumsar

Tokai University 
(Japan)

Stability of Rock 
Slopes and 
Foundations

Study of stability of rocky slope 
under high displacement

Xu Dongjun, 
Ge Xiurun, 
Feng Shuren, 
Chen Congxin, 
Gu Xianrong, 
Xu Yibao
(P.R. China)

The Chinese 
Academy of 
Sciences 
(P.R. China)

Stability of Rock 
Slopes and 
Foundations

The sliding and toppling failure 
motions with an arbitrarily-shaped 
polygonal rigid block on an 
inclined plane

A. Aikawa

Oita National 
College of 
Technology 
(Japan)

Application 
of Water Jet 

Technology to 
Geotechnical 
Engineering

An overview on cases of 
application of water jet to 
geotechnology

H. Kiyohashi
Tohoku University 
(Japan)

Application 
of Water Jet 

Technology to 
Geotechnical 
Engineering

Granite slotting with water jet : An 
experimental study 

A. Bortolussi, 
*R. Ciccu, 
*W.M. Kim

Mineral Science 
Study Centre 
(Italy), *University 
of Cagliari (Italy)

Application 
of Water Jet 

Technology to 
Geotechnical 
Engineering

The mechanism of rock damage 
by abrasive water jet

M. Niu, *R. 
Kobayashi, 
Y. Fukunishi, 
T. Sawamura

Tohoku University 
(Japan), 
*Ishinomaki 
Senshu University 
(Japan)

Application 
of Water Jet 

Technology to 
Geotechnical 
Engineering

A case of underwater steel pipe 
pile cutting with abrasive water jet

H. Kishimoto, 
*K. Sashida

Kacoh Co. 
(Japan), 
*Technical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JDC 
Corporation 
(Japan)

Application 
of Water Jet 

Technology to 
Geotechnical 
Engineering

Perforation of vynil chloride casing 
pipe with high pressure water jet 
under high ambient pressure

K. Okumura, 
K. Matsuki, 
*S. Kume, 
*T. Yamagata

Tohoku University 
(Japan), *Kanto 
Natural Gas 
Development Co.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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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Japan 
Joint Symposium 

on Rock 
Engineering 

(1996.7.18~19)

Application 
of Water Jet 

Technology to 
Geotechnical 
Engineering

High pressure percussive water jet 
and its application on rock cutting

Song-Soo Han
IET Jet 
Technology Inc. 
(USA)

Application 
of Water Jet 

Technology to 
Geotechnical 
Engineering

Fundamental studies on hot 
dry rock geothermal energy 
exploitation technology using high 
pressure water jet

M. Kyo, 
H. Kiyohashi

Tohoku University 
(Japan)

Water Flow in 
Rock Masses

Simulation of water flow through 
a closed hydraulic fracture in a 
granite

Jong-Jin Lee, 
K. Matsuki, 
K. Sakaguchi

Tohoku University 
(Japan)

Water Flow in 
Rock Masses

Groundwater flow analysis of 
discontinuous rock mass with 
probabilistic approach

Hyun-Ick Jang, 
*Keun-Moo 
Chang, 
Chung-In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Water Flow in 
Rock Masses

Investigation of groundwater flow 
around dams using chemical 
and isotopic composition of 
groundwater

I. Shiozaki, 
H. Imai, 
*A. Murakami

Hazama Co. 
(Japan), *Chubu 
Electric Power 
Co., Inc. (Japan)

Water Flow in 
Rock Masses

An interpretation of groundwater 
flow characteristics of fractured 
system in underground storage 
cavern 

Se-Joon Kim, 
*Jeong-Yong 
Roh, *Jong-
Se Lim, *Joo-
Myung Kang

Korea Institute of 
Geology, Mining & 
Materials, 
*Seoul National 
University

Water Flow in 
Rock Masses

Analyses of groundwater flow and 
solute transport in a jointed rock 
mass for the preliminary design of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Hyun-Koo 
Moon, Myung-
Kyu Song, 
*Soo-Il Choi, 
*Dong-Ho Baik

Hanyang 
University, 
*Kolon 
Construction Co.

1996년 제67회 

추계학술발표회 

(1996.10.18)

특별강연 한국의 석유개발현황 윤재량

자원지질

지구화학

석재용 화강암류의 판별기준에 관한 

연구
박길천, *전용원

대한광업진흥공사, 

*서울대학교

자원지질

지구화학
일본 Hishikari 광산의 지질과 광상 윤정한 전남대학교

자원지질

지구화학

부산 녹산공단 조성지 일대의 응용지질

도 작성을 위한 지화학 및 암반공학적 

연구

오상훈, 김종대, 

박진근
동아대학교

자원지질

지구화학

망간단괴 광상을 위한 Indicator 

Conditional Simulation Technique의 

응용

박찬영, 강정극, 

*전효택

한국해양연구소, 

*서울대학교

자원지질

지구화학

국내 일부 심부 지하수의 수리지구화학

적 특징

이종운, 전용원, 

전효택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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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학술발표회 

(1996.10.18)

자원지질

지구화학

횡성 및 청평 지역의 먹는 샘물 개발부

지에 대한 수리지구화학적 연구와 토양

오염 평가

박태현, 전용원, 

전효택
서울대학교

자원지질

지구화학

금왕 금·은광산 주 지구화학적 환경에

서의 중금속 원소들의 분산

박종진, 김명균, 

*전효택

청주대학교, 

*서울대학교

자원지질

지구화학

삼보 Pb-Zn 광산 주변 농경지의 

중금속오염과 계절적 변화
정명채, 전효택 서울대학교

개발공학

암반공학

암석의 이방성 속도를 고려한 미소파괴

음 발생의 3차원 음원 추적
이규상, *이정인

농어촌진흥공사, 

*서울대학교

개발공학

암반공학

다량량분석을 적용한 암반분류 및 암반

강도상수 결정에 관한 연구

김도영, 윤지선, 

이희성, 박종국
인하대학교

개발공학

암반공학

다단계 시험에 의한 파괴기준결정에 

관한 기초적인 연구

김두영, 윤지선, 

이희성, 노상림
인하대학교

개발공학

암반공학

각종 거칠기 파라미터에 따른 암석 절리

의 전단거동에 관한 연구

이상돈, 이정인, 

*박연준

서울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개발공학

암반공학

Network 이론을 이용한 차량터널 환기

시스템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연구

이창우, 이송희, 

*최수일, *백동호, 

*문선경

동아대학교, 

*코오롱건설

자원처리
현장 광산산성 배수 처리계의 운영 및 

정화 효율성

정영욱, 민정식, 

권광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처리
옥살린 엑시드에 의한 국내 저품위 고령

토의 탈철에 관한 연구

김성규, 권경중, 

이화영, 오종기
한국과학기술원

자원처리
폐수처리에서 점토광물을 이용한 COD, 

T-P의 제거효과

강헌찬, 김광수, 

*김영훈

동아대학교, 

*부산 보건환경연구원

자원처리 실리카 분산계의 포말특성에 관한 연구
정   영, 이정식, 

박재구
한양대학교

자원처리
폐수 중의 고체표면에 대한 미생물 흡착

메카니즘에 관한 연구

이상훈, 류경근, 

정기택, 박재구
한양대학교

자원처리
자력선별에 의한 국내 도석의 탈철특성

연구

김상배, 조건준, 

최연호, 전호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처리
황산화 반응법에 의한 Bastnasite 침출

거동

김성돈, 윤호성, 

김척주, 이희성, 

김준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터널 라이닝 비파괴 모델시험에 의한 

지하레이다의 적용성 연구

신상범, 조철현, 

*김영근, *장정범, 

*정한주

㈜아주지오시스템, 

*㈜대우

물리탐사
Spectral Method for Acoustic Wave 

Equation

윤광진, 양승진, 

*신창수

한양대학교, 

*서울대학교

물리탐사
DC DATA Inversion by Blocky 

Parameterization

현중균, 양승진, 

*신창수

한양대학교,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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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0.18)

물리탐사
항공원격탐사를 이용한 태백지역 탄광 

폐석탐지
이태섭, 김광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이방성 매질에서의 레이다 토모그래피 김정호, 조성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발파탄성파에 의한 지반반응 변화율에 

관한 연구
김종훈, 서백수 강원대학교

물리탐사
민감도 계산법에 의한 전기비저항 역산

에 관한 연구

서백수, *오세영, 

**권병두

강원대학교, 

*전북대학교,

 **서울대학교

물리탐사
GPR에 의한 파이프형 매설물의 심도 

및 직경 탐지 연구
신성렬, *조철현

쌍용건설기술연구소, 

*㈜아주지오시스템

석유공학
석유개발사업에 대한 국가자금지원제도

의 개선방향
이시우 ㈜페트로코리아

석유공학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자동표준곡

선 중첩법에 의한 유정시험자료의 해석
유인항, 성원모 한양대학교

석유공학
중저압에서의 메탄-프로판-물에 의한 

Hydrate의 형성 예측

이상모, 성원모, 

이호섭
한양대학교

석유공학
불균질 저류층의 유체 유동성 묘사를 

위한 조건부 시뮬레이터의 개발 및 활용

김현태, 허대기, 

*박일래, **성원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석유개발공사, 

**한양대학교

1997년 제68회 

춘계학술발표회 

(1997.4.11~12)

자원지질

지구화학

탄광폐수의 자연정화식 처리 

효율증진과 성능향상을 위한 기초 연구

김은호, 정유진, 

김정권, 성낙창, 

*심연식

동아대학교, 

*석탄합리화사업단

자원지질

지구화학

산성폐수에 의해 오염된 지표수의 

오염도 평가에 관한 연구
최우진 수원대학교

자원지질

지구화학

경상분지 백악기 화산암류에대한 암석

화학적 특징

김진섭, 성종국, 

이진동
부산대학교

자원지질

지구화학

제주도 현무암의 암석지구화학 및 

금함량에 관한 연구
윤정한, 오근창 전남대학교

자원지질

지구화학

아프리카 말리국 케니에바지역에서의 

토양지구화학탐사

전효택, 황인호, 

김종신, 안홍일
서울대학교

자원지질

지구화학
하동지역에서의 티타늄광화작용 김원사, 정지곤 충남대학교

자원지질

지구화학

지구화학자료의 추정에 지질통계학의 

적용
황인호 서울대학교

자원지질

지구화학

해수침투에 의한 지하수 수질오염 

판별을 위한 환경지구화학적 연구

김옥배, 박희열, 

이무성
전북대학교

자원지질

지구화학

영동탄광 부근 수계에서의 중금속의 

존재형태와 흡착
지상우, 김선준 한양대학교

자원지질

지구화학

국내 일부 함금석영맥 광상 주변에서의 

잠재적 독성 중금속 원소들의 환경오염

특성

안주성, 전효택, 

*정명채

서울대학교, 

*세명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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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계학술발표회 

(1997.4.11~12)

자원지질

지구화학

대전지역 도로분진 및 실내분진의 

중금속오염

김경웅, *명재훈, 

*안주성

배재대학교, 

*서울대학교

자원지질

지구화학

망간단괴 탐사를 위한 영상탐사기법의 

개발

박찬영, 강정극, 

*김춘우

한국해양연구원, 

*인하대학교

물리탐사
영상화연산의 통합적용을 위한 

기초연구

박관호, 서정희, 

신창수
서울대학교

물리탐사
터널탄성파탐사에서 불연속면탐지를 

위한 새로운 방법
이광호, *조동행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인하대학교

물리탐사
토모그래피 기법에 의한 3차원 굴절탄

성파탐사
조동행, *조광호

인하대학교, 

*지하정보기술

물리탐사
유한요소 파선추적법을 이용한 반사 

토모그래피

윤일권, 서정희, 

신창수
서울대학교

물리탐사
Simulated Annealing을 이용한 전기

비저항 자료의 역산

오석훈, 권병두, 

*서백수

서울대학교, 

*강원대학교

물리탐사 수평적 속도변화대에서의 자동속도분석 양승진, 윤광진 한양대학교

물리탐사 경상계 지역에 대한 중력탐사 자료 처리 박종남, 박인석 동아대학교

물리탐사
부식방지용 Anode flex의 비파괴 탐지

기술

이상규, 황세호, 

이태섭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GPR을 이용한 터널 라이닝 두께 검측

권형석, 설순지, 

서정희, *장현삼, 

*임해룡, *홍재호

서울대학교, 

*삼성물산

물리탐사
Finite-difference Time Domain 
(FDTD) Simulation of GPR 
Propagation in Dispersive Media

이영균, 서정희 서울대학교

물리탐사
Application of Geophysical Methods 
to Environmental Problems

황학수, 
*G. Buselli

지오토피아, 
*CSIRO, Division 
of Exploration and 
Mining

물리탐사
Remote Reference Technics in 

TEM Measurements
황학수, *이상규

지오토피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암석역학

개발공학

차량터널 환기시스템 시뮬레이션 분석

사례 연구

이창우, 이송희, 

*백동호, *문선경, 

**임병세, **신인수

동아대학교, 

*코오롱, 

**두산건설

암석역학

개발공학

갱내 디젤장비 배출오염물질 억제기술 

연구
김복윤, 조영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암석역학

개발공학

광탄성 피막법을 이용한 지하공동주변 

암반의 응력해석에 관한 연구

김두영, 윤지선, 

이희성, 김선명
인하대학교

암석역학

개발공학

다단계 직접전단시험을 통한 서울 화강

암의 전단강도 측정에 관한 연구

김두영, 윤지선, 

이희성, 윤현익
인하대학교

암석역학

개발공학
발파진동에 대한 건물응답특성 해석

류창하, 권광수, 

*신경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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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4.11~12)

암석역학

개발공학

초음파전파특성을 이용한 암석의 손상

진전에 관한 연구
이성규, *이정인

진로엔지니어링, 

*서울대학교

암석역학

개발공학

지하 유류 비축기지 수벽공의 효율에 

관한 현장 계측 및 수치해석 연구
이경주, *이희근

한국석유개발공사, 

*서울대학교

암석역학

개발공학

터널의 벤치길이를 중심으로 한 설계

변수에 따른 암반거동의 3차원 수치해석

강준호, *정직한, 

*이정인

현대건설, 

*서울대학교

암석역학

개발공학
여러 가지 인장시험법의 특성비교 김종우, 이기락 청주대학교

석유공학
균열 평균간극의 삼승법칙 편향현상과 

인자들에 관한 연구
조희제, 강주명 서울대학교

석유공학

계면활성제를 이용한 불포화 지층에 포

집된 저비중비수용성 유기용매 제거에 

관한 실험적 연구

송태을, 강주명 서울대학교

석유공학

불균일 다공질암의 Fractal 기법에 의한 

특성규명 및 전산모델링과 유체유동 

실험

박용찬, 이원석, 

성원모, *허대기

한양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활용 및 처리

Particle Shape Sepatation As An 

Useful Measure For Upgrading 

Powdered Materials

Hiroyuki Iwata

National Institute 

for Resources and 

Environment

자원활용 및 처리
전단력을 이용한 운모입자의 표면개질

연구 및 평가
신희영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활용 및 처리
카리장석광의 확대이용을 위한 

기술개발 연구

배광현, 양정일, 

황선국, 신희영, 

최연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활용 및 처리
탄산염에 의한 황산납의 탄산화 반응에 

관하여

이진영, 오종기, 

이화영, 김성규, 

*한   춘

KIST, *광운대학교

자원활용 및 처리
Oxalic Acid에 의한 점토광물의 화학 

처리

이성오, 김완태, 

신방섭, *오종기
전남대학교, *KIST

자원경제
천연가스 개발계약의 특성 및 효율적 

체결방안
이세준 동아시아가스

자원경제
시장변동이 에너지산업에 주는 단기영

향에 대한 분석: 미국 정유산업의 예
허은녕 서울대학교

자원경제
국내 LNG사업의 규모의 경제성에 관한 

연구

신성윤, 이정동, 

김태유
서울대학교

자원경제
국내 천연가스산업과 발전산업의 수직

적 시장 구조에 관한 연구
김연배, 김태유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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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지하수

특별심포지엄 

(1997.5.9)

지하수 정책 및 

관계법
지하수 수질보전의 현재와 장래 김동욱 환경부

지하수 정책 및 

관계법
개정된 지하수법의 정신과 개요 유영창 건설교통부

지하수 정책 및 

관계법
우리나라 지하수의 개발현황과 전망 박흥용 농어촌진흥공사

지하수 정책 및 

관계법
서울시의 지하수 기본조사 한규언 농어촌진흥공사

지하수 정책 및 

관계법
제주도의 지하수개발 현황 진성원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지하수 영향조사 암반지하수자원을 위한 물리탐사 정승환 한국자원연구소

지하수 영향조사 지하수 수량의 평가 강장신 동서엔지니어링㈜ 

지하수 영향조사 지하수 수질의 평가 김형석 경희대학교

지하수 영향조사 지하수 오염평가 및 정화기술 최우진 수원대학교

지하수 모델링 수리지질학적 지하수 모델링 이강근 서울대학교

지하수 모델링
우리나라 심부지하수의 수리지구화학적 

특성
이종운 서울대학교

석회석 활용기술 

특별심포지엄 

(1997.10.31)

국내 석회석의 품위별 자원현황 이지헌, 손길상 대한광업진흥공사

국내 탄산칼슘업체 현황 및 문제점 이상신, 김덕준 주식회사동호

석회석의 정제기술 최우진, *오종기
수원대학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석회석 입자의 미립화 기구 및 생성 

미립자의 평가
박재구, *이민용

한양대학교, 

*대한광업진흥공사

석회석의 충전제 활용기술 및 특성 장병철 호남석유화학주식회사

배연탈황 공정에서 석회석 활용기술 이형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제지산업의 석회석 활용과 그 특성 오세균, 이종만 한국화학연구소

침강성탄산칼슘의 형상 및 입도 제어 기술 안지환 한국자원연구소

1997년 제69회 

추계학술발표회 

(1997.10.31~11.1)

특별강연

The Extention of Gauding's 

Liberation Models on Mineral 
Liberation and Exposure for 
Representing the Effect of 
Detachment in Comminution

Shaw-Bing 
Wen

국립성공대학교

특별강연
A Proposal and Development of 
New Safety Research

Takehiro Isei
자원환경기술

총합연구소

자원지질

지구화학

전처리방식의 난립과 토양중금속의 

농도자료에 대한 해석 방법

김기현, 김세현, 

이관희
상지대학교

자원지질

지구화학

석담 금, 은 광산 주변 토양의 중금속 

오염 및 분산

조현순, 진호일, 

민경원
강원대학교

자원지질

지구화학

한반도 서해안 변산-태안지역 연안퇴적

물과 육상지질과의 지화학적 상관 관계

서경원, 지정만, 

*장윤호

인하대학교, 

*삼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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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제69회 

추계학술발표회 

(1997.10.31~11.1)

자원지질

지구화학

지리정보 시스템을 이용한 지하수 오염 

평가
안홍일, 전효택 서울대학교

자원지질

지구화학
염분 결정화에 따른 석재의 풍화

박형동, *이현영, 

*현전기

서울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지질

지구화학

Removal of Heavy Metals from 

Soils by Enhanced Electrokinetic 

Process

김경웅, 김순오, 

문성현
광주과학기술원

자원지질

지구화학

전북 부안군 일대 해수침투 지역의 

지하수 특성에 대한 환경지구화학적 연구

김옥배, 박희열, 

*이무성

전북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지질

지구화학

풍화단계에 따른 화강암류의 암석학적 

및 지구화학적 특성변화

임길재, 민경원, 

진호일
강원대학교

자원지질

지구화학

동두천 부근의 신천의 하천수 및 퇴적물

의 중금속 오염
류호돈, 김선준 한양대학교

자원지질

지구화학

금속광상 모암과 주변토양에서 중금속 

원소들의 2차 분산에 관한 연구
박천영, 정연중 조선대학교

자원지질

지구화학
강릉탄전 임곡천 일대 AMD의 지구화학

김주용, 최시영, 

전효택
서울대학교

자원지질

지구화학

국산과 영국산 담배내의 As, Cd, Cu, 

Pb 및 Zn 함량 비교
정명채 세명대학교

자원지질

지구화학

지질환경 및 실내환경에서의 라돈방사

능에 관한 기초연구

제현국, 강치구, 

전효택
서울대학교

자원지질

지구화학

상동중석광상의 Sr 동위원소 지구화학

적 특성에 의한 성인 연구
이부경, 전용원 상지대학교

자원지질

지구화학

옥천대 흑색셰일 및 점판암 분포지역에

서의 암석-토양-식물계내 잠재적 독성

원소들의 분산과 이동

이진수, 전효택 서울대학교

암석역학

개발공학

철골 구조 발파해체를 위한 성형폭약

기술 개발연구

류창하, *김양균, 

*박용원, *최수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코오롱

암석역학

개발공학

온도와 압력이 화강암의 투수계수에 

미치는 영향
윤용균 세명대학교

암석역학

개발공학

지발당 장약량 산정을 위한 시차결정 및 

터널발파의 진동특성에 관한 연구
박지홍, 이정인 서울대학교

암석역학

개발공학

Pullout Test를 이용한 Shotcrete의 

품질관리에 관한 연구

김두영, 윤지선, 

김선명, 김석준
인하대학교

암석역학

개발공학

광진교 우물통 및 기초발파 해체 사례 

발표

지호영, 이병욱, 

*최영천

한국발파기술 

Consultant, 

*상지대학교

암석역학

개발공학

측정수가 발파계수와 허용환산거리의 

산정에 미치는 영향

양형식, 전양수, 

정지문
전남대학교



342  · · The Korean Society of Mineral and Energy Resources Engineers 50th Anniversary

구분 주제 및 분야 제목 저자 소속

1997년 제69회 

추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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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석역학

개발공학

전문가시스템을 이용한 터널 환기 설계 

최적화 연구

이창우, 이송희, 

김상철, 오정민, 

*백동호, *문선경

동아대학교, 

*코오롱

석유공학
Electrical Resistivity Behavior of 

Vugular Carbonate Porosity System
배위섭 광주대학교

석유공학
Electrofacies를 이용한 시추공간 상관

관계 결정
임종세, 강주명 서울대학교

석유공학
다성분 천연가스에서의 Hydrate 형성 

예측을 위한 전산 실험연구

이호섭, 권오광, 

성원모, *이상원

한양대학교, 

*현대상사

석유공학

유정시험자료와 코아자료를 이용한 

이방성 저류층 특성화를 위한 지구통계

학적 모델링

이동성, 강주명 서울대학교

자원경제 APEC-GEMEED 활용과 대응 김영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LOTEM 및 CSAMT 탐사에 의한 강원도 

원통지역 심부 다중금속탐사 성공 사례

이상규, 황세호, 

오민수, 박인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주파수 영역 모형반응계산을 통한 분산

매질에서의 지표레이다파의 고찰

정창호, 서정희, 

신창수
서울대학교

물리탐사

천부지질구조 조사를 위한 고분해능 

시간영역 저자 탐사와 직류전기 비저항 

탐사에 관한 Modeling

김양수, *황학수, 

*이상규, *황세호, 

*송무영

충남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Spectral Modeling of Scalar Wave 

Equation

윤광진, 양승진, 

*신창수

한양대학교, 

*서울대학교

물리탐사
제천시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오염

분포 특성연구
김준경, 최오순 세명대학교

물리탐사
시간영역 전자탐사에서의 센서 흔들림 

유도 전자잡음의 최소화 연구

황학수, 이상규, 

이태섭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블록화 매개변수를 이용한 굴절법 

자료의 역산

하정희, 서정희, 

신창수
서울대학교

물리탐사
전기장의 상관측정과 잡음예측 필터에 

관한 연구
황학수, 이상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 실험적 연구 송영수, 오세영 전북대학교

물리탐사
다층구조의 수직적 속도변화대에서의 

AVO 특성연구
백진훈, 양승진 한양대학교

물리탐사
2-D 전파형 역산을 이용한 탄성파 

토모그래피

한현철, 서정희, 

신창수
서울대학교

물리탐사 현장자료에 대한 역시간 구조 보정

장성형, 서상용, 

박근필, *신창수, 

**양승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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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학술발표회 

(1997.10.31~11.1)

자원활용·처리
암분미분 스러지를 이용한 경량기포콘

크리트 제조에 관한 연구
이동남, 강선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활용·처리
화학적 건식분쇄에 의한 견운모의 

미립화

조상현, 박재구, 

*이민용, *이상훈
한양대학교, *광진

자원활용·처리
치환 크로마토그래피법에 의한 중회토

류(Gd, Tb, Dy) 원소 분리에 대한 연구

권세만, 최재우, 

이진영, 한   춘, 

*김성돈, *김준수

광운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활용·처리
암모니아 용액으로부터 용매추출법에 

의한 니켈과 구리의 회수

김성규, 이화영, 

오종기
KIST

자원활용·처리
Sucesses and Challenges in 

Hydrometallurgy
한국남

South Dakoda 

School of Mines

자원활용·처리 정제운모 표면개질에 관한 연구
신희영, 양정일, 

황선국, *박재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양대학교, 

**서울대학교

자원활용·처리 염기성 탄산납으로부터 정제 질산납 제조 이정식, 박재구 광운대학교, *KIST

자원활용·처리 석회소성로에서의 부착물 생성기구 손창일
포항제철, 

*서울대학교

자원활용·처리
무기질 다공체의 제조 및 기공구조에 

미치는 첨가제의 영향에 관한 연구

양시영, 윤평란, 

*김상배, *조건준
한양대학교

자원활용·처리
Corex Sludge를 함유한 함철폐기물의 

Cold Bonded Pellet 제조기술
손창일

포항제철, 

*서울대학교

자원활용·처리
국내 납석으로부터 제올라이트 Y의 

합성

양시영, 윤평란, 

*김상배, *조건준

전북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998년 제70회 

춘계학술발표회 

(1998. 4.17)

자원지질

지구화학

지구통계학적 해석에 의한 상동중석

광상의 성인 연구
이부경, *전용원

상지대학교, 

*서울대학교

자원지질

지구화학

한국의 백악기 화산성 천열수 금광상탐

사에 관한 연구

김문영, 고남모, 

박중권, 서정률, 

황덕환, 홍세선, 

김인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지질

지구화학
잔류 사금광상의 현황 문건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지질

지구화학

광양 금광산지역의 광산산성수와 하상

퇴적물의 지구화학
박천영, 정연중 조선대학교

자원지질

지구화학

오탄리 지역에 분포하는 반려암/섬록암 

복합체의 지구화학과 지질시대에 대한 

연구

김정빈, *안건상, 

*박영석, *박기화

서울대학교, 

*조선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지질

지구화학

다덕광산주변 중금속 원소들의 환경

오염특성

이철규, 전효택, 

*정명채

서울대학교, 

*세명대학교

자원지질

지구화학
동두천 신천 부근 토양의 중금속 오염 박정민, 김선준 한양대학교

자원지질

지구화학

Hydrogeochemical Characteristics 

of Groundwater from the 

Youngcheon Diversion tunnel

김상렬, 윤성택, 

채기탁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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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지질

지구화학
국내산 벤토나이트의 차수 특성

임건택, 김명균, 

장정욱
청주대학교

자원지질

지구화학

도계탄광 부근 수게에서의 산성광산배

수(AMD)에 대한 지구화학적 특성에 대

한 연구

황지호, 전효택 서울대학교

자원지질

지구화학

Acid Mine Drainage of the 

Kwangyang Au-Ag Mine Area 

: Speciation and Mobilization of 

Trace Elements

정헌복, 윤성택, 

최병영, 소칠섭
고려대학교

자원지질

지구화학

광양만 주변 지하수 및 지표수의 중금속 

함량

오근창, 윤연흥, 

이효재, 정규복
전남대학교

석유공학
유전자 알고리즘이 적용된 상평형 

모델에 의한 오일의 상거동 분석 연구

서정규, 권오광, 

성원모
한양대학교

석유공학
입력 펄스 감소방법을 이용한 치밀 

암석의 저투과율 측정

김현태, 허대기, 

김세준, *권오광, 

*성원모, **곽정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양대학교,

 **한국석유개발공사

석유공학

이원공극 전산모델을 이용한 암반대수

층 가스 저장시설의 최적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박재현, 성원모 한양대학교

석유공학
인공지능 기법을 이용한 시추공간 상관

관계 결정

임종세, 강주명, 

*김정환

서울대학교, 

*한국석유개발공사

석유공학

Development of Pressure Transient 

Analysis Model Using BEM for 

an Arbitrarily Shaped Multi-Well 

System

이원석, 성원모 한양대학교

암석역학

개발공학

핵폐기물 처분을 위한 절리암반내 열-

수리-역학적 상호작용에 관한 수치해석

적 연구

이상근, 이정인 서울대학교

암석역학

개발공학

CSIRO HI Cell을 이용한 초기응력 측정 

및 해석에 관한 연구
김정원, 이정인 서울대학교

암석역학

개발공학

준정적 응력조건하에서의 저면마찰 

모형실험과 개발요소해석의 모델링특성 

비교분석

류창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암석역학

개발공학

차량터널 환기 종합설계(TDSVEN) 시스

템 개발 연구

이창우, 김상철, 

*문선경
동아대학교, *코오롱

암석역학

개발공학

최적 차량터널 환기시스템 선택을 위한 

전문가시스템 개발 연구

이창우, 오정민, 

*문선경
동아대학교, *코오롱

암석역학

개발공학

인천 지하철 환기 환경에 관한 연구 -환

기샤프트의 개수 및 거리와 환기율과의 

관계-

손성철, 김   진 인하대학교

자원처리 및 활용 쇄석사 폐미분의 농업적 활용 실증 실험
강선덕, 이동남, 

*박선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경북농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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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4.17)

자원처리 및 활용

치환 크로마토그래피법에 의한 회토류

(Sm, Eu, Gd) 원소분리시 자연이온과 

용리형태 효과

권세만, 이진영, 

한춘, *김성돈, 

*김준수, *윤호성

광운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처리 및 활용
이온교환수지에 의한 수산용액으로부터 

3가철 이온의 흡착

김성규, 이화영, 

오종기
과학기술원

자원처리 및 활용
Mechanochemistry, its Mysterious 

Science to Engineering Application
Fumio Saito Tohoku University

자원처리 및 활용
OGMS 초전도체 자력선별법을 이용한 

석탄의 탈황 탈회에 관한 연구

전호석, 최연호, 

조건준, 김상배, 

조성백, 양정일, 

*최우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수원대학교

자원처리 및 활용
희토류 금속 및 화합물 제조 원료 선광 

연구

신희영, 양정일, 

김준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처리 및 활용
폐수중 미생물 고정화 담체로서의 

다공성소재 응용 연구

정기택, 류경근, 

박재구
한양대학교

자원처리 및 활용 저질 방해석의 정제 및 유효이용 방안
공봉성, 이상훈, 

이민용
광진

자원처리 및 활용
Wetting Mechanism in Plastic 

Flotation
최우진 수원대학교

자원처리 및 활용
중석광 폐재댐으로부터의 용출현상과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

오세광, 곽용완, 

*최정
광진, *경북대학교

자원처리 및 활용
풍화가 석재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 

및 실험연구

김성수, 박형동, 

전효택
서울대학교

자원처리 및 활용
입도분리 및 정전기분리를 이용한 

석탄회 중 미연탄소의 분리에 관한 연구
조희찬, *김재관

서울대학교, 

*전력연구원

자원경제
최적가산지를 이용한 환경 외부성의 

내부화 정책방법

문혜선, 허은녕, 

김태유
서울대학교

물리탐사
풍암분지 경계부근에서 중력추를 

이용한 반사파 탐사

김기영, 김현규, 

정미숙, 우남철
강원대학교

물리탐사
Geobit를 이용한 국내 대륙붕 탐사자료 

처리

서상용, 정부흥, 

장성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심해저 탐사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

박찬영, 고영탁, 

김현섭, 문재운
한국해양연구원

물리탐사 2차원 이방성구조의 MT 반응 권병두, 이춘기 서울대학교

물리탐사
GRRY를 이용한 이차원 MT 탐사자료

의 역산

정용현, 서정희, 

신창수
서울대학교

물리탐사
회절 지오토모그래피를 이용한 지표 

투과 레이다 자료의 영상화

송승엽, 송영수, 

*김학수

전북대학교, 

*동부건설

물리탐사
지오토모그래피를 이용한 지표투과 

레이다 자료의 영상화

김근영, 서정희, 

신창수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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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제70회 

춘계학술발표회 

(1998.4.17)

물리탐사 지반조사에 활용한 물리검층의 일례
이상규, 황세호, 

황학수, 박인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P파 및 S파 워커웨이 자료를 이용한 속

도 이방성 연구

김기영, *홍종국, 

김교홍, 우남철, 

정미숙

강원대학교, 

*한국해양연구원

물리탐사
해수오염 조사를 위한 항공전자탐사 적

용에 관한 모델링

황학수, *김양수, 

이철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충남대학교

물리탐사 3차원 굴절탄성파 감쇠 토모그래피 오종현, 조동행 인하대학교

1998년 제71회 

추계학술발표회 

(1998.10.23~24)

특별강연
Jyh-Herng 

Chen

중국광야공정학회 

대표

특별강연 북한의 자원공학 교육 현황 윤   웅

응용지질응용

지구화학

지반의 수직적 구성이 사면안정성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 연구
이상균, 박형동 서울대학교

응용지질

응용지구화학

금속광산 주변 지질환경에서의 중금속

오염연구의 사례와 문제점 및 연구방향
전효택 서울대학교

응용지질

응용지구화학

구봉 금은광산 주변지역의 비소 및 

중금속에 의한 환경오염과 벼작물의 

흡수 특성

안주성, 전효택, 

*김경웅, *손아정

서울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응용지질

응용지구화학

중금속의 토양 흡착특성과 chelator를 

이용한 제거효율에 관한 연구
윤정섭, 전효택 서울대학교

응용지질

응용지구화학
동두천 신천부근 토양의 중금속 오염 박정민, 김선준 한양대학교

응용지질

응용지구화학

환경지구화학적 배경값 설정을 위한 

시료채취방법에 관한 연구
김옥배, 박동훈 전북대학교

응용지질

응용지구화학

Detection of Saline Water Intrusion 

on the Paddy Field Near the 

Western Seashore in the Kyunggi-

do Area, Korea

이상호, 김경웅, 

*이상규, *황세호

광주과학기술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응용지질

응용지구화학

산성광산배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강릉

탄전 임곡천에서 형성되는 침전물의 

화학적 형태

김주용, 전효택 서울대학교

응용지질

응용지구화학

도계탄광 부근 산성광산배수의 처리에 

관한 연구
황지호, 전효택 서울대학교

응용지질

응용지구화학

광양-여천지역 수계중의 유해원소 

함유랑에 관한 연구

오근창, 박돈희, 

윤연흠, 정규복, 

이효재, 윤정한

전남대학교

응용지질

응용지구화학

고흥지역 지하수에 대한 환경지화학적 

연구

박천영, *서정진, 

정연중

조선대학교, 

*농어촌진흥공사

응용지질

응용지구화학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공단지역 및 

농촌지역에서의 지하수 오염
안홍일, 전효택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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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지질

응용지구화학

임천 금은광산 주변 토양과 수계의 환경

오염
정명채 세명대학교

암반공학

지하공간공학

개발환경공학

스므스발파공법의 설계변수에 대한 

기초연구

이상헌, 노상림, 

윤지선
인하대학교

암반공학

지하공간공학

개발환경공학

화약폭발에 의한 인근지역의 소음예측

에 관한 사례연구

이정인, 전석원, 

신일재
서울대학교

암반공학

지하공간공학

개발환경공학

영상처리에 의한 절리궤적의 자동추적

기법
김종훈, 김재동 강원대학교

암암반공학

지하공간공학

개발환경공학

유압착암기의 타격에너지 측정연구 박철환, 이경운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암반공학

지하공간공학

개발환경공학

인장, 전단 및 혼합모드에서 암석의 

파괴인성 측정에 관한 연구
장수호, 이정인 서울대학교

암반공학

지하공간공학

개발환경공학

암반분류를 위한 자료처리기법 -RQD

와 TCR를 중심으로

천상욱, 김영구, 

박부성, 서경진
쌍용건설기술연구소

암반공학

지하공간공학

개발환경공학

전력구와 지하철의 상호시공을 고려한 

안정성 영향 검토

양인재, 김달선, 

김신성, 유인권
현대엔지니어링

암반공학

지하공간공학

개발환경공학

Suggested Retrofitting Methods 

for Conventional Water Passage 

Tunnel

김달선 현대엔지니어링

암반공학

지하공간공학

개발환경공학

인천 지하철 환기환경에 관한 연구 -온

도환경 및 Blast shaft의 적정거리
손성철, 김   진 인하대학교

암반공학

지하공간공학

개발환경공학

강우량이 갱내출수에 미치는 영향 조원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암반공학

지하공간공학

개발환경공학

고속열차의 터널진입시 공기압 변동에 

관한 기초적 연구
유용호, 김   진 인하대학교

암반공학

지하공간공학

개발환경공학

고속도로터널의 적전환기량 분석 연구

이창우, 김상철, 

오정민, 김효규, 

*강재근, **윤철욱

동아대학교, 

*선진엔지니어링, 

**한국도로공사

자원경제
국내 광역상수도 사업의 최적요금결정

에 관한 연구

허은녕, 이승윤, 

김연배, 김태유
서울대학교

자원경제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국내수도산업의 

산업파급효과 연구

허은녕, 박준영, 

김태유
서울대학교

자원경제
가격 결정방식 변화에 다른 국내석유

제품 가격변동에 관한 연구
허은녕, 양희종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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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경제
APEC-GEMEED 데이터베이스 프로젝

트 현황분석

김영인, 최   걸, 

한종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경제 광산물 자급율 산정기준에 관한 분석 이경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경제 국내 광업동향 분석 이경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석유 및 가스공학

지하수개발 

및 오염

생산유전의 민감도 시뮬레이션 연구
김세준, 허대기, 

김현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석유 및 가스공학

지하수개발 

및 오염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건설 및 운영에 

따른 탄화수소

노정용, 임종세, 

강주명
서울대학교

석유 및 가스공학

지하수개발 

및 오염

쓰레기매립지에서의 침출수-가스 거동

분석을 위한 전산 모델 연구
이광희, 성원모 한양대학교

석유 및 가스공학

지하수개발 

및 오염

이방성 암반저류층에서의 2상 유체유동 

해석을 위한 투과도 텐서리얼 유한요소 

천이유동 모델에 관한 연구

박용찬, 성원모 한양대학교

석유 및 가스공학

지하수개발 

및 오염

Analysis of Marine Riserless Drilling 

System for Deepwater Applications
최종근 서울대학교

석유 및 가스공학

지하수개발 

및 오염

Development of Well Model Using 

Pseudosteady-State Pressure 

Distribution in the Near-Well 

Region

이근상 경기대학교

석유 및 가스공학

지하수개발 

및 오염

지하유류 비축기지 수벽공 주입 용수 

수질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
이석민, 강주명 서울대학교

석유 및 가스공학

지하수개발 

및 오염

균열대수층에서 프랙탈이론을 적용한 

지하수 유동 시뮬레이션
최영석, 전보현 인하대학교

자원처리 및 활용
하동지역 저품위 티탄철석의 정제에 

관한 연구

전호석, 양정일, 

조성백, 김상배, 

조건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처리 및 활용
국내 무연탄을 이용, 제철 소결탄 및 

가탄제 개발을 위한 실용화 연구

조희찬, *김재욱, 

*황송원, *전호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처리 및 활용
정전선별법을 이용한 석탄회로부터 

미연탄소분 제거에 관한 연구
최우진, 염영길 수원대학교

자원처리 및 활용
카리장석의 기계적 합성법에 의한 안료

제조기술연구
배광현, 양정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처리 및 활용
국내도석의 광물학적 특성이 산침출에 

의한 탈철에 미치는 영향

조성백, 김상배, 

전호석, 최연호, 

조건준, 김남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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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처리 및 활용
유성밀에 의한 규석의 메카노케미칼 

효과

신희영, 양정일, 

*Shigehisa 

Endoh, *박재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양대학교

자원처리 및 활용
계면활성제를 이용한 실리콘 오일의 

에멀젼화
최광은, 강헌찬 동아대학교

자원처리 및 활용
스테아린산으로 처리한 방해석 충전제

의 표면특성

정수복, *양시영, 

채영배, *윤평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전북대학교

자원처리 및 활용

Bis(2-Ethylhexyl)phosphinic acid 

resin에 의한 중희토류(Gd, Tb, Dy, 

Ho)원소의 분리 특성

김성돈, 윤호성, 

김준수, *권세만, 

*이교일, *송지연, 

*이진영, *한   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운대학교

물리탐사

Time-elapse DC Resistivity 

Monitoring for the Dection of Sea-

Water Intrusions

황학수, *김양수, 

이상규, *송무영, 

**이삼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충남대학교,

 **서울대학교

물리탐사
콘크리트 구조물의 안전진단을 위한 지

구물리탐사법의 응용

서백수, *신성렬, 

**권병두

강원대학교, 

*쌍용건설, 

*서울대학교

물리탐사

경사분할법을 이용한 경사동보정 (Dip-

decomposition method를 이용한 

DMO)

김원식, *유해수, 

양승진

한양대학교, 

*한국해양연구소

물리탐사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 축소모형 실험
송영수, 홍인귀, 

*이태종

전북대학교, 

*서울대학교

물리탐사
석유가스층 직접 탐사를 위한 탄성파 

탐사자료 AVO 분석 연구

정부흥, 서상용, 

장성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동래단층 연장성 확인을 위한 물리탐사 

적용

황학수, 이태섭, 

황세호, 구성본, 

신성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골재자원 부존조사를 위한 물리탐사 

적용

황세호, 황학수, 

박인화, 이상규, 

양동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점토광물자원의 

정제 및 활용

기술 특별심포지엄 

(1998.10.23)

자원활용기술 개발의 현황 및 정책방향 김미성
에너지자원기술개발

지원센터

유기산에 의한 점토광물의 탈철방법
오종기, 김성규, 

이화영
KIST

Bentonite 자원의 활용기술 최우진 수원대학교

고령토광물 미분체의 제조기술 및 활용

특성
채영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점토광물의 합성 및 기능화 기술 이상훈 대한광업진흥공사

자원처리 기술의 현재와 장래 신방섭 전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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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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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4.16~17)

지구환경

국내 탄산약수의 수질특성 및 생성에 

관한 연구: 양성-초정-명암-부강-대평약

수를 중심으로

정찬호, *김종근, 

**이재영

대전대학교, 

*대구산업정보대, 

**경북대학교

지구환경

Electroremediation of Radionuclide 

and TCE-Contaminated Groundwater 

Using Zero-Valent Iron

노  열, 

S.Y. Lee

Oak Ridge Nat'l 

Lab.

지구환경

Oxidation Rate and Phases of 

Chromium in Soils: Implication for 

Land Disposal

김재곤, 

Joe B.Dixon
Texas A&M

지구환경
함우라늄 흑색셰일에 기인된 주변 토양 

내 핵종원소의 분산 및 존재 상

최선경, 문희수, 

전철민
연세대학교

지구환경

Preparation and Application of 

Organo-modified Minerals as 

Sorbents of Phenol, Benzene, and 

Toluene

고상모, 

*Joe B.Dixon

한국지질자원연구원, 

*Texas A&M

지구환경
임천광산 광미적치장 주변의 환경지화학

적 특성

정영욱, 민정식, 

이현주, *전효택, 

*황지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학교

지구환경
광주시 지하수 수질에 대한 환경지화학적

인 연구

정연중, 박천영, 

신인현, 안건상, 

이창신, 최낙철, 

장지성

조선대학교

지구환경 국내 석분슬러지의 물리적·화학적특성 진호일, 민경원 강원대학교

지구환경
동해안 북부지역 지하수의 수리지구화학

적 특성

박희열, 한  찬, 

김형수
수자원공사

지구환경
광산폐기물의 지구화학적 특성과 유독성 

원소의 화학적 형태

정명채, *안주성, 

*전효택, **정영

욱, **민정식

세명대학교, 

*서울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구환경
남양만 부근 지하수의 수문지구화학적 

체계 연구
소승영, 김선준 한양대학교

지구환경
동북아시아 강수의 산소와 수소동위원소 

연구: 제주도 순환수를 중심으로

이광식, *이인성, 

최만식

기초과학지원연구소, 

*서울대학교

지구환경
서울시 도로변의 빗물받이에서 채취한 

하수슬러지의 중금속 오염 평가 연구

이평구, *윤성택, 

*최병영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고려대학교

지구환경
전남 광양만과 순천만 표층퇴적물의 

중금속 함유량에 관한 연구
윤정한, 오근창 전남대학교

지구환경
노화납석광산 일대 자연수의 지구화학과 

산성광산폐수의 중화 처리

차종문, *전효택, 

*전용원

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

지구환경 서울 지역 도로가 퇴적물의 중금속 함량
최병영, 윤성택, 

*이평구

고려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구환경
토양오염 모니터링을 위한 연속추출법의 

적용
김광구, 김경웅 광주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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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춘계

공동학술발표회 

(1999.4.16~17)

지구환경
패각류를 이용한 산성광산배수의 중화 

및 금속이온 제거
김주용, *전효택

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

지구환경
임천광산 광미적치장 주변 2차광물들에 

대한 생성환경: 예비 발표

박상준, 황지호, 

최선규, *오창환

고려대학교, 

*전북대학교

지구환경
일광 폐광산 토양의 중금속원소 오염과 

존재형태
홍영국, 지세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구환경
지화학모델링에 의한 산성광산배수 중화

처리조건 연구

김통권, 정영욱, 

김용욱, 유장한, 

*배위섭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주대학교

지구환경

Speciation and Liability of Heavy 

Metals(Cd, Cu, Pb, Zn) in Acid 

Mine Drainage of the Kwangyang 

Mine Area: Implication to Toxicity of 

Aqueous Metals

정훈복, 윤성택, 

소칠섭
고려대학교

지구환경
경기도 일대의 폐금속광산의 중금속 오염 

실태 및 평가

홍영국, 이평구, 

박성원, 유장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구환경 환경지질학에 있어 분광학적 방법의 응용 김영규 경북대학교

지구물리

물리탐사
쌍극자 전기탐사에서 음의 비저항 정현기, *정호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학교

지구물리

물리탐사
전기비저항 탐사자료의 3차원 역산

이명종, 김정호, 

조성준, 송윤호, 

정승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구물리

물리탐사

원거리 기준점을 이용한 탄성파 측정시스

템 연구

이태섭, 황학수, 

성낙훈, 이상규, 

김양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구물리

물리탐사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원격탐사 자료

의 감독분류

류성곤, 백길남, 

송영수
전북대학교

지구물리

물리탐사

확장 Born 근사에 의한 시추공간 삼차원 

전자탐사 모델링

이성곤, 김희준, 

서정희
서울대학교

지구물리

물리탐사

매설관료 탐지기 개발을 위한 전자탐사 

3차원 FEM 모델링

정호준, 정현기, 

*박영수, 

**조철현

서울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하정보기술

지구물리

물리탐사

지하파일 탐지를 위한 시추공 자력탐사 

자료의 역산

차영호, 신창수, 

서정희
서울대학교

지구물리

물리탐사

GPR 탐사기법에 의한 지하매설물 탐사 

적용사례분석
박상규 동아건설

지구물리

물리탐사

Fracture Characterization with High 

Frequency Single-hole EM Survey

설순지, 송윤호, 

김희준, 이기하, 

서정희

서울대학교

지구물리

물리탐사

쓰레기 매립지반의 공기주입에 따른 전기

비저항의 시간적 변화

조동행, 이창열, 

*박대원

인하대학교, 

 *한국과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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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물리

물리탐사
이방성 조사를 위한 역직 탄성파 이두성, 김현규 한성대학교

지구물리

물리탐사

확장된 Born 근사에 의한 2,5D EM 토모

그래피
조인기, 심현미 강원대학교

지구물리

물리탐사

심도에 따라 속도가 증가하는 매질에서의 

반사 주시 토모그래피

최영기, 신창수, 

서정희
서울대학교

지구물리

물리탐사

지중 철근심도 탐지용3성분 시추공 자기

탐사시스템 개발 및 응용

정현기, 임무택, 

박영수, *조철현, 

*조광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하정보기술

지구물리

물리탐사

CSAMT에 의한 영월군마차리-문곡리 

일대의 심부구조 해석

이상규, 황세호, 

고희재, 황학수, 

박인화, 황재하, 

최위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구물리

물리탐사

내진설계를 위한 응답스펙트럼 연구

(영월 및 경주지진)
김준경 세명대학교

지구물리

물리탐사

주파수영역에서 유한차분 가중평균 

격자수의 한계성

장성형, 서상용, 

정부흥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구물리

물리탐사

신경망이론을 이용한 주시토모그래피의 

연구
김태연, 윤왕중 전남대학교

지구물리

물리탐사
파동수 영역에서의 탐사측선 잡음 제거 김정우 세종대학교

지구물리

물리탐사
우리 나라 중력기준점에 대한 고찰 최종호, *김건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국립지리원

지구물리

물리탐사

하동-산청지역에 분포하는 회장암질암에 

대한 대자율비등방성 연구

김성욱, 최은경, 

김인수
부산대학교

지구물리

물리탐사

신호처리기법을 이용한 물리검층 공간계

열의 평활화 연구

황학수, 이상규, 

이태섭, 황세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구물리

물리탐사
시추공에서의 방사능검층의 효과와 한계 김영화, 장승익 강원대학교

지구물리

물리탐사

스펙트럼대비법에 의한 의성분지 중력 및 

자력이상 연구

제일영, 김원균, 

민경덕, *김정우

연세대학교, 

*세종대학교

광물광상

암석지구화학

부여지역 사문암에 형성된 보위나이트 

광상에 대한 광물학적연구
김원사, 신현숙 충남대학교

광물광상

암석지구화학

일부 광물에 대한 원적외선 발생 

특성연구

김원사, 장충근, 

신현숙, 이대준
충남대학교

광물광상

암석지구화학

서부산 가덕도 도석광상의 지질, 광물 및 

지화학적 특성
최영식, *조현구

동아대학교, 

*경상대학교

광물광상

암석지구화학
납석을 이용한 고령토합성 연구

장영남, *류경원, 

채수천, 배인국, 

김문영, *김원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충남대학교

광물광상

암석지구화학

Data Fusion for Mineral Exploration 

Using Fuzzy Set Theory

소칠섭, 최성원, 

최선규
고려대학교



 353

구분 주제 및 분야 제목 저자 소속

1999년 춘계

공동학술발표회 

(1999.4.16~17)

광물광상

암석지구화학

Stable Isotopeand Fluid Inclusion 

Studies of Iron-Tungsten 

Mineralization at Ulsan Skarn 

Deposit, Southeastern Korea

최선규, 소칠섭, 

염성준, 김상태
고려대학교

광물광상

암석지구화학

Genetic Implications for Low 

Sulfidation Porphyry System at Ulsan 

Deposit, Southeastern Korea

최선규 고려대학교

광물광상

암석지구화학

강원도 정선화강암체 주변의 연-아연-동 

광화작용

허순도, *박희안, 

**황  정

한국해양연구원, 

*서울대학교, 

**대전대학교

광물광상

암석지구화학

Characteristics and Evolution of 

the Ore Fluid and Hydrothermal 

Metallogenic Process in the 

Datuanshan Copper Deposit of Skarn 

Type in Tongling

Anhui Du 

Yangsong

China University 

of Geosciences

광물광상

암석지구화학

Golg Ore-forming System Qinling 

Oregenic Belt

China Yao 

Shuzhen, 

LuXiubiao

China University 

of Geosciences

광물광상

암석지구화학

이용하기 쉽고 경제적인 용존산소 

공급장치
장수범 경상대학교

광물광상

암석지구화학

의성 분지에 분포하는 백악기 화강암류의 

암석학적 및 암석화학적 연구
최원희, *좌용주

서울대학교, 

*경상대학교

광물광상

암석지구화학

전주-영광지역에 분포하는 화강암류의 

암석화학

박영석, 김  진, 

김종균
조선대학교

광물광상

암석지구화학

남한의 주요 금속광상산 석영내의 유체포

유물의 가스성분과 유체의 화학조성

김규한, 정해란, 

이진수
이화여자대학교

광물광상

암석지구화학

제주도 알칼리 화산암류의 K-Ar 연대와 

Nd, Sr 동위원소 조성

김규한, 

*N.K.Tanaka, 

**윤정수, 

***박준범, 

****박소영

이화여자대학교, 

*일본 도쿄대학, 

**일본 나고야대학, 

***제주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물광상

암석지구화학
옥천화강암의 산상과 지구화학적 특성 윤현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물광상

암석지구화학

Implications of the Ultramafic Rocks 

and Serpentinites, Western Part of 

Korea

Suckhwan 

Song, 

*Seon Gyu 

Choi, 

**Hong Ja Shin

Joongbu 

University, 

*Korea University, 

**Korea Institute 

of Geology, Mining 

and Materials

광물광상

암석지구화학

제3기 장기분지 현무암질암에 대한 

암석학적 연구

박주희, 김춘식, 

김진섭, 성종규
부산대학교

광물광상

암석지구화학

보은 및 문경지역의 변성염기성암내에서

의 각섬석 성분의 변화
오창환, 김창숙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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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광상

암석지구화학

청송 남동부 무포산응회암의 화산학적 

연구: 회류의 공급지역

황상구, 안웅산, 

김상호
안동대학교

광물광상

암석지구화학

낙동강 하구 녹산 공단지역 지반점토의 

광물조성과 토질 특성

이선갑, 황진연, 

이정우
부산대학교

자원경제 및 정책
석회석 광산개발 관련 환경규제제도 

개선에 관한 고찰
김대형, 이경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경제 및 정책
구조분해분석을 이용한 국내 CO2 배출량 

변화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박준영, *허은녕

환경정책평가, 

*서울대학교

자원경제 및 정책
분해분석을 사용한 국내 산업별 에너지 

사용집약도에 대한 연구
허은녕 서울대학교

자원경제 및 정책

웹베이스 자원정보 활용현황과 분석 

http://minedb.한국지질자원연구원.

re.kr을 중심으로

김영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개발·암반공학 Jumbo Drilling M/C 국산개발연구

박철환, 신중호, 

김민규, 조원재, 

이경운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개발·암반공학
도폭선을 이용한 채석발파 설계 및 현장

적용

류창하, 홍기표, 

최병희, 선우춘, 

한공창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개발·암반공학
시멘트 현탁액 주입에 의한 신선한 절리

암반의 역학적 특성 변화에 관한 연구
김태혁, 이정인 서울대학교

개발·암반공학
워터젯(Waterjet)을 이용한 암석의 절삭

에 관한 연구
김형목, 이정인 서울대학교

개발·암반공학
강섬유 보강 숏크리트의 휨인성 평가 방

법 연구
김덕영, 김재동 강원대학교

개발·암반공학 도로터널 환기 시뮬레이션 현장적용 연구
이창우, 김효규, 

*안형준

동아대학교, 

*코오롱건설

개발·암반공학 장성 통기시스템 개선에 관한 연구 김   진, 김윤광 인하대학교

응용지질

구조지질

고지자기 측정에 의한 한반도의 지체구조

적 진화: 옥천대 남부경계에 대한 고찰

석동우, *최위찬, 

*황재하

한양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응용지질

구조지질

항공자력자료를 이용한 의성분지의 

지구조 연구

김원균, 민경덕, 

*구성본

연세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응용지질

구조지질
한반도 동남부지역의 중력특성 연구 조진동, 황재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응용지질

구조지질

양산단층대 북부의 단층대 발달 특성과 

연장성 및 제4기의 단층운동

조등룡, 류충렬, 

최위찬, 이봉주, 

최성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응용지질

구조지질

영월-평창 지역, 삼방산 일대의 호상 

형태 지질구조

고희재, 황재하, 

최위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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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지질

구조지질

한반도 동남부 신생대 연일구조선의 

야외기재학적 특성

손   문, *정혜윤, 

*김승현, *김인수, 

문태현, 장태우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응용지질

구조지질

금정산 화강암체의 절리 발달 양상: 터널

시공 및 동래온천과 관련된 지하수유동성 

검토를 위한 예비적 고찰

류충렬, 이봉주, 

이병대, 조병욱, 

성익환, *함세영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부산대학교

응용지질

구조지질

Estimation of Weathering Rates of 

Silicate Minerals in a Sandy, Silicate 

Aquifer

김강주, 

*C.J.Bowser

군산대학교, 

*University of 

Wisconsin

응용지질

구조지질

GIS를 이용한 경상분지 남동부의 

선상구조분석
권연숙, 장태우 경북대학교

응용지질

구조지질
단순화된 단층 이동량계산법

황상기, 최은석, 

*황재하

배재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응용지질

구조지질

Spatial Clump Analysis of Multiple 

Geoscience Data around Geological 

Features using GIS: An Experimental 

Study

박노욱, *이기원, 

**지광훈, 권병두

서울대학교, *ETRI,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응용지질

구조지질

하천 흐름과 하상변동의 3차원 모사 

및 예측

이주용, 이영훈, 

*김석중

연세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응용지질

구조지질

방사성 폐기물 처분부지 안전체계를 위한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 구축연구

신현준, 이영훈, 

함상원, *김기인, 

*심택모

연세대학교, 

*한국원자력안전

  기술원

석유·지하유체

공학

파쇄 암반층에서의 2상천이유동해석을 

위한 discrete fracture flow 모델의 개발 

및 응용

나승훈, *한일영, 

성원모

한양대학교, 

*SK건설

석유·지하유체

공학

단일균열의 유체유동과 물질이동을 모사

하는 역산 채널 모델

장민철, 강주명, 

최종근
서울대학교

석유·지하유체

공학

간극변화를 고려한 역학적 개념의 균열망 

모델에서의 유체유동 연구
남   일, 강주명 서울대학교

석유·지하유체

공학

Multiple Blow Analysis for Bottom-

Hammering Piles
최종근 서울대학교

석유·지하유체

공학

비균일 비포화영역에서 물의 이동에 관한 

수치 시뮬레이션
이근상 경기대학교

석유·지하유체

공학

통계적 접근방법을 이용한 배관망 누출 

감지기법에 과한 연구
김은호, *장승용

건국대학교, 

*가스공사

자원처리 및 활용
규석의 미분쇄에 따른 메카노케미칼 효과 

분석

신희영, 양정일, 

*박재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양대학교

자원처리 및 활용
전기화학적 환원을 이용한 심해저 망간단

괴내 유가금속 침출
손정수, 박경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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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처리 및 활용
IGC에 의해서 스테아린산으로 처리한 

방해석표면의 표면특성

정수복, 채영배, 

*양시영, *윤평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전북대학교

자원처리 및 활용
황철광의 생물학적 및 화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김영석, *임명훈, 

*한  춘, 김성규, 

이화영, 오종기

KIST, *광운대학교

자원처리 및 활용
석탄회 미연탄소 저감을 위한 공기분급기

의 입도분리효율 분석
조희찬 서울대학교

자원처리 및 활용
매립지 차수재 개발을 위한 국내 벤토

나이트의 팽윤성 향상에 관한 연구
최우진 수원대학교

자원처리 및 활용
메카노케미칼효과에 의한 알루미늄의 

질화에 관한 연구

이민용, 

*Shigehisa 

Endoh, 

*Hiroyuki Iwata

대한광업진흥공사, 

*일본자원환경기술

총합연구소

자원처리 및 활용 규석 미립분말의 분쇄 특성 연구

정수현, 최상근, 

김병곤, 정헌생, 

*이재장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강원대학교

자원처리 및 활용
Calcite를 활용한 소결체의 기공형성과 

강도에 관한 연구

신동철, 김영훈, 

이순기, 김경원, 

신선명, *강헌찬

동아대학교

자원처리 및 활용
비금속 광물을 활용한 폐수처리에서 인의 

조절

이순기, 김영훈, 

신동철, 김경원, 

신선명, *강헌찬

동아대학교

자원처리 및 활용 국내 고령토의 건식 정제특성 연구
김상배, 조성백, 

조건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탄광 폐석으로부터 산성배수 발생 실증 

실험

정영욱, 김옥환, 

이현주, 김인기, 

민정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길곡 금은광산 주변지역의 중금속오염 

평가

전효택, *김주용, 

안주성, 제현국

서울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포스터 간편 심부 전기탐사 시스템 개발
정현기, 임무택, 

*정호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학교

포스터
송수신이동 TEM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

초연구

황학수, 이상규, 

성낙훈, 김양수, 

이태섭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확장된 Born 근사에 의한 3차원 전기비

저항 토모그래피
조인기, 김진호 강원대학교

포스터
고행상도 탄성파자료를 이용한 풍암분지 

북동부의 퇴적구조 및 환경연구
김기영, *허   식

강원대학교, 

*한국해양연구소

포스터 물리검층의 품질관리
황세호, 이상규, 

박인화, 황학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박층의 천연가스 탐지를 위한 탄성파 

자료처리 연구

정부흥, 서상용, 

장성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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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춘계

공동학술발표회 

(1999.4.16~17)

포스터
옥천대에 대한 고자기 연구: 옥천대에 

분포하는 페름기 기층에 대한 고자기 연구

김성욱, 최은경, 

김인수
부산대학교

포스터 경주시 강동면 단구리의 제4기단층: 단층

류충렬, 이봉주, 

조등룡, 최위찬, 

최성자, *김종열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진산지오시스템

포스터
발파진동에 대한 조적조 가옥의 응답특성 

연구

양형식, 조상호, 

진연호
전남대학교

포스터

Atlas of Precipitates in the Zero-

valent Iron Beds Used for TCE 

Dechlorination and Uranium Reduction

노  열, 

S.Y. Lee

Oak Ridge Nat'l 

Lab.

포스터

Microbial Formation of Magnetite and 

Siderite by Thermophilic Bacteria 

from Deep Subsurface

노  열, 

*C.Zhang, 

T.J.Phelps

Oak Ridge Nat'l 

Lab., *University 

of Missouri

포스터

Environmental Geochemistry of Soil, 

Sediment and Meteoric Water at the 

Narim Mine Creek, Korea

이찬희, 이현구, 

이종창, *고용권

충남대학교, 

*한국원자력연구원

포스터

Geochemical Behavior, Dispersion 

and Enrichment of Fluvial Sediments 

depending on the Size Distribution

이현구, 조애란, 

이찬희
충남대학교

포스터
한국동남부 제3기 어일분지에 분포하는 

탑정 동광상 및 무정 금-은광상의 광화작용

이현구, 유재형, 

김상중
충남대학교

포스터
중국 호남성 시죽원(Shizhuyuan) 다금속

광상의 스카른 분대

이현구, 윤경무, 

김상중, 최경국
충남대학교

포스터

Petrochemical Study on the Host 

Rock of Tremolite-talc ore in 

Poongjeon Talc Deposits

신동복, 이인성 서울대학교

포스터
영남육괴내 화강암의 정치압력 및 

지구조적 의미
홍세선, 권석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지질정보 시스템 (GEOTOOLS)

황상기, 정숙영, 

양유미, 최은석, 

문상원, 박석록

배재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발파진동으로 인한 조적조 가옥 피해의 

임계수준 평가

양형식, 김남수, 

전양수, 정지문, 

김재철, 문승백, 

조상호, 진연호

전남대학교

1999년 제73회 

추계학술발표회 

(1999.10.22)

특별강연
The Present Status of the Japanese 

Mining Industry
Kenichi Uchino 일본자원소재학회

응용지질

응용지구화학

다변량 통계분석을 이용한 울진 지역 천

층지하수의 수리지구화학적 특성 해석

김남진, 윤성택, 

권만재, *김규범, 

**정경문

고려대학교, 

*수자원공사, 

**도화종합기술상사

응용지질

응용지구화학

시편의 표면 거칠기가 원적외선 복사량에 

미치는 영향

김원사, 신현숙, 

*이대준, **장충근
*충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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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제73회 

추계학술발표회 

(1999.10.22)

응용지질

응용지구화학

중부 옥천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수리지

구화학적 특성 및 오염
전효택, 오석영 서울대학교

응용지질

응용지구화학

다덕광산주변 농경지의 비소 및 중금속 

오염과 계절적 변화
이철규, 전효택 서울대학교

응용지질

응용지구화학

도금 폐수 슬러지의 광물상과 유가금속 

회수에 관한 연구
안지현, *김선준

공주대학교, 

*한양대학교

응용지질

응용지구화학

제강 슬래그를 이용한 산성광산배수

(AMD)의 처리에 관한 연구
권순동, 김선준 한양대학교

응용지질

응용지구화학

폐탄광지역 수계환경과 증발광물에 대한 

지구화학적 연구

정연중, 최낙철, 

강지성, 박천영
조선대학교

응용지질

응용지구화학

연속추출법에 의한 광미 내 전기동력학적 

중금속 제거기술의 모니터링
김순오, 김경웅 광주과학기술원

응용지질

응용지구화학

광주지역 폐기물 매립지 주변에서의 하천

수 및 지하수 오염 특성

차종문, 김주용 

이병태, 김경웅
광주과학기술원

개발환경

암반공학

충격실험을 통한 동적인장강도 및 파괴 

인성 연구

진연호, 양형식, 

*박철환

전남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개발환경

암반공학
극경암에서의 TBM 굴착 사례 연구 박철환, *김화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수자원공사

개발환경

암반공학
물리검층에 의한 터널설계정수의 산출 황세호, 이상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개발환경

암반공학

Pasir 탄전의 노천채광장 사면 안정성 

해석 (인도네시아)

정소걸, 선우춘, 

한공창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개발환경

암반공학

암석 및 콘크리트의 압축변형거동과 미소

파괴음 측정에 관한 연구
심현진, *이정인

덕천엔지니어링,

 *서울대학교

개발환경

암반공학

Rayleigh Wave Inversion 응용에 의한 

암반 손상대 평가

김병엽, *양동우, 

*김달선, 양승진

한양대학교, 

*현대건설

개발환경

암반공학

발파진동이 양생중인 라이닝 콘크리트의 

강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 연구

신일재, 이정인, 

*김양균, *안형준

서울대학교, 

*코오롱건설 

기술연구소

개발환경

암반공학
도로 터널내의 자연환기력 연구

이창우, 김효규, 

유상준, 이자원
동아대학교

개발환경

암반공학

방사성 폐기물 지하 처분장을 위한 환기 

설계 전략
유용호, 김   진 인하대학교

개발환경

암반공학

고속철도터널 입구부에서 발생하는 압축

파에 관한 수치해석적 연구
유용호, 김   진 인하대학교

개발환경

암반공학

지하공간 설계, 시공을 위한 

DB(GeoINFO)의 개발

유지선, 김재동, 

*박연준, 

**김동현

강원대학교, 

*수원대학교, 

**삼성중공업

개개발환경

암반공학

터널 역해석에 대한 Genetic Algorithms

의 적용에 관한 기초적 연구

윤지선, 김선명, 

김수홍
인하대학교



 359

구분 주제 및 분야 제목 저자 소속

1999년 제73회 

추계학술발표회 

(1999.10.22)

자원처리 및 활용
유성밀에 의한 장석의 분쇄 특성에 관한 

연구

배광현, 양정일, 

손정수, 박제신, 

김치원, 안기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처리 및 활용
딕카이트질 납석으로부터 제올라이트 

X의 합성
양시영, 윤평란 전북대학교

자원처리 및 활용
Di-n-Hexylsulfide에 의한 팔라듐의 

분리

김월중, *이재천, 

*정진기, *박진태

한남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처리 및 활용 전기산화에 의한 시안의 분해 특성

이진영, *한   춘, 

**김성규, 

**이화영, **오종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운대학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자원처리 및 활용
고급 도자기 소지용 견운모질 도석의 

정제연구

김상배, 조건준, 

조성백, 윤성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처리 및 활용
불화규산 폐액으로부터 비정질 실리카의 

제조

유효신, 이강인, 

이철경, 양동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처리 및 활용 대명 고령토의 건·습식 정제 특성
조성백, 김상배, 

조건준, 이호섭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처리 및 활용
점토광물과 우레탄을 활용한 폐수처리용 

복합 담체개발에 관한 연구(Ⅰ)

신동철, 신선명, 

강헌찬
동아대학교

자원처리 및 활용
폐수에서 용존 인(P) Ca2+ 이온의 반응 

기구에 대한 검토

이순기, 김영훈, 

강헌찬
동아대학교

자원처리 및 활용
폐기물 매립지 침출수 누출방지용 벤토나

이트 복합라이너 개발

최우진, 이원영, 

*진성기, *하헌중, 

*김두영

수원대학교, 

*동아건설

자원처리 및 활용
국내 저급 점토광물 슬러지의 분산거동에 

관하여
박제현, 박재구 한양대학교

자원처리 및 활용
Ball-Mill Grinding Circuit Simulator의 

Visual Model 개발
김정윤, 조희찬 서울대학교

지구물리

물리탐사

GPR 안테나 배열의 방향성을 이용한 반

사체의 주향각 결정

설순지, 김정호, 

송윤호, 조성준, 

정승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구물리

물리탐사

2차원 전기비저항 탐사를 위한 전극배열

법의 비교

김정호, 이명종, 

정승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구물리

물리탐사

Wavelet를 이용한 비저항 탐사의 역산에 

관한 연구

한경봉, 서백수, 

*박승배, *이창환, 

**강장신

강원대학교, 

*서울대학교, 

**동서엔지니어링

지구물리

물리탐사
해수침투대에서 점토층의 분극효과

황학수, 이상규, 

박인화, 성낙훈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구물리

물리탐사

물리탐사자료 복합처리 및 해석을 위한 

전산정보시스템 개발

이태섭, 황학수, 

신희덕, 성낙훈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구물리

물리탐사

탄성파 토모그래피 측정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절리발달 상태 연구

김중열, 김유성, 

김기석, 한혜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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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물리

물리탐사

Hydrate 생성기구와 함유율에 따른 AVO 

특성분석

서태공, 양승진, 

*유해수

한양대학교, 

*한국해양연구소

지구물리

물리탐사

국내 대륙붕 3차원 탄성파 탐사 자료처리 

기술연구

정부흥, 장성형, 

서상용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경제·

석유공학 및 

지하유체유동

자원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 환경법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을 중심으로-

김영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경제·

석유공학 및 

지하유체유동

자원산업에의 전과정평가 (LCA : LIfe 

Cycle Assessment) 적용
김영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경제·

석유공학 및 

지하유체유동

탄광기계화 사업과 생산성간의 상관 분석 이경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경제·

석유공학 및 

지하유체유동

호주 장벽식 지하석탄광의 지보 연구
김민규, 백상호, 

박철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경제·

석유공학 및 

지하유체유동

광산물 생산액 변화 영향 요소 분석 이경한, 김대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경제·

석유공학 및 

지하유체유동

국내 납석시장 분석 및 수요 전망 이경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경제·

석유공학 및 

지하유체유동

공적분모형을 이용한 원유가격 변동요인

에 관한 연구
서성진, 허은녕 서울대학교

자원경제·

석유공학 및 

지하유체유동

Nested Logit과 HEV를 이용한 승용차보

유모형과 교통수단모형과 교통수단선택

모형

이상섭, 허은녕 서울대학교

자원경제·

석유공학 및 

지하유체유동

해상 유출 기름 제거를 위한 화학 물질 사

용 시 제거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

과 고려하여야 할 문제점 분석

장승룡 한국가스공사 

자원경제·

석유공학 및 

지하유체유동

해저파이프라인 운영 시 고려할 문제점 

및 운영사례연구

박희원, 강주명, 

최종근, 박창협
서울대학교

자원경제·

석유공학 및 

지하유체유동

쓰레기 매립지에서의 가스와 물의 상대유

체투과 특성

허대기, 김인기, 

김현태, 김세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경제·

석유공학 및 

지하유체유동

사용자 친화적 노달분석 모델을 이용한 

생산설비의 유동분석

김종현, 유상수, 

*성원모

한국석유공사, 

*한양대학교

자원경제·

석유공학 및 

지하유체유동

압력펄스 감소법을 이용한 치밀암석의 저

류층 특성변수 결정 시스템 개발

장일식, 임종세, 

강주명, *김현태, 

*김세준, *허대기

서울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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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 Pacific 

Symposium on 
Environmental 
Geochemistry 
(1999.11.2~4)

Keeynote 
Speech

Geochemistry, Human Health and 
the Environment at the Global Scale

Plant J.A, 
*D. Smith, 
B. Smith, 
L.A. Williams

British Geological 
Survey,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Keeynote 
Speech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The Society for Environmental 
Geochemistry and Health

Bobby G. 
Wixson

University of 
Missouri-Rolla 
(USA)

Keeynote 
Speech

Environmental Geochemistry in 
Korea

Hyo-Taek 
Chon

Seoul National 
University

Baseline 
study and 

geochemical 
mapping, Urban 
Geochemistry

National Geochemical Mapping 
Programme in Korea

Seong-Cheon 
Shin, Myung-
Shik Jin, 
Young-Kook 
Hong, Sung-
Won Park, 
Pyeong-Koo 
Lee 

Center for Natural 
Hazard Prevention 
Research(CNHPR), 
Korea Institute of 
Geology, Mining 
and Materials

Baseline 
study and 

geochemical 
mapping, Urban 
Geochemistry

Content Variation of Toxic and 
Heavy Metal Elements in the Soils of 
Kwangyang-Yocheon Area, Korea

Chung-Han 
Yoon, 
Keun-Chang 
Oh, Yeon-Hun 
Yun, 
Don-Hee Park 

Chonnam National 
University 

Baseline 
study and 

geochemical 
mapping, Urban 
Geochemistry

Environmental Geochemistry 
: an Aid to the Development 
and Regeneration of the Urban 
Environment 

M.J. Brown, 
B. Smith, 
M.Di Bonnito, 
J.A. Plant, 
F.M. Fordyce 

British Geological 
Survey (UK)

Baseline 
study and 

geochemical 
mapping, Urban 
Geochemistry

The Assessment of Heavy Metal 
Pollution in Sewage Sludges from 
Gully Pots alongside Some Main 
Road in Seoul, Korea

*Pyeong-Koo 
Lee, 
**Seong-Taek 
Yun, 
***Sang-Hoon 
Choi 

Center for Natural 
Hazard Prevention 
Research(CNHPR), 
Korea Institute of 
Geology, Mining 
and Materials, 
*Korea University, 
**Chungbuk 
University

Baseline 
study and 

geochemical 
mapping, Urban 
Geochemistry

The Roles of Urban Vegetation on 
Balance of Carbon and Oxygen in 
Gungzhou

Guan 
Dongsheng 

Zhongshan 
University (China)

Baseline 
study and 

geochemical 
mapping, Urban 
Geochemistry

Trace Metal Loading of the 
Environment from Coal-Fired Power 
Generation, Singrauli, Central-East 
India

R.T. Watkins, 
A. Singh, 
R.J. Watling, 
*K.K. Sappal

Environmental 
Geochemistry 
Group, *School of 
Applied Geology 
Curtin University 
of Technology 
(Australia)

Pollution in 
estuarine 

environment, 
Geochemistry 
and agriculture

Water Quality Changes of the Upper 
and Middle Yangtze River from 
1960's to 1990's

Jingsheng 
Chen, 
Xinhui Xia, 
*Xiangdong Li 

Peking University 
(P.R. China), 
*The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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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cond 
Asia Pacific 

Symposium on 
Environmental 
Geochemistry 
(1999.11.2~4)

Pollution in 
estuarine 

environment, 
Geochemistry 
and agriculture

A Study on Chemistry of Interstitial 
Water and Early Diagenesis in 
Contaminated Sediments

Sun-Joon Kim, 
Chang Won 
Park 

Hanyang 
University

Pollution in 
estuarine 

environment, 
Geochemistry 
and agriculture

Radioactivity of Marine Environment 
in the Vicinity of Youngkwang 
Nuclear Power Plant, Korea

Ju-Yong Kim, 
Kyoung-
Woong Kim, 
In. S. Kim, 
Go-Yeo-Na 
Eun, 

Jong-Mun Cha,
Kyeong-Hee 
Kim, Hye-
Kyoung Shin 

K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lution in 
estuarine 

environment, 
Geochemistry 
and agriculture

Cadmium Pollution of Paddy Soils 
and Rice in Japan

Teruo Asami 
Ibaraki University 
(Japan)

Environmental 
isotope 

geochemistry, 
Surface 

water and 
groundwater 
contamination

The Study of Stable Lead Isotopes in 
Sediments of the Pearl River Estuary, 
South China

Dacheng 
Wang, 
Xiangdong Li, 
Onyx W.H. Wai, 
Yok-Sheung Li 

The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Environmental 
isotope 

geochemistry, 
Surface 

water and 
groundwater 
contamination

Seasonal Changes in Water Quality 
and Nitrate Contamination of Shallow 
Groundwater

Nam C. Woo, 
Mi J. Choi, 
Hyung D. Kim, 
*Seung G. Lee 

Yonsei University, 
*Korea Institute of 
Geology, Mining & 
Materials

Environmental 
isotope 

geochemistry, 
Surface 

water and 
groundwater 
contamination

Assessment of Groundwater Pollution 
in Agricultural District Using GIS

Hong-Il Ahn, 
*Hyo-Taek 
Chon 

Rural Development 
Corpo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Heavy metal 
contamination 

around 
abandoned 

mines

Contamination and Dispersion 
of Heavy Metals in Soils, Stream 
Sediments and Plants in the Vicinity 
of the Abandoned Sukdam Au-Ag 
Mine, Korea

Kyoung-Won 
Min, Ho-Ill 
Chin, Hyun-
Sun Cho

Kangwon National 
University

Heavy metal 
contamination 

around 
abandoned 

mines

Geochemical Characteristics of Mine 
Wastes from Various Metalliferous 
Mines in Korea

Myung Chae 
Jung, *Young-
Wook Cheong, 
*Jeong-Sik 
Min 

Semyung 
University, 
*Korea Institute of 
Geology, Mining 
and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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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 Pacific 

Symposium on 
Environmental 
Geochemistry 
(1999.11.2~4)

Heavy metal 
contamination 

around 
abandoned 

mines

Chemical Forms of As and Heavy 
Metals in Mine Wastes from Some 
Metalliferous Mines in Korea

Joo Sung Ahn, 
Hyo-Taek 
Chon 

Seoul National 
University

Heavy metal 
contamination 

around 
abandoned 

mines

Environmental Contamination and 
Bioavailability of Toxic Heavy Metals 
in the Vicinity of Abandoned Mines 
in Korea 

Jin Soo Lee, 
Ben Klinck, 
Yvette Moore, 
*Hyo-Taek 
Chon 

British Geological 
Survey (UK), 
*Seoul National 
University

Acid mine 
drainage

Transport, Fate, and Speciation of 
Heavy Metals in Acid Mine Drainage 
of the Kwangyang Au-Ag Mine 
Area, Korea

Seong-Taek 
Yun, Hun-Bok 
Jung, Chil-Sup 
So 

Korea University

Acid mine 
drainage

Treatment of Acid Mine Drainage 
(AMD) at the Dogye Coal Mine in 
Korea

Ji-Ho Hwang, 
Hyo-Taek 
Chon 

Seoul National 
University

Acid mine 
drainage

Water Quality Drained from Coal 
Mine Waste Rock Piles

Young-Wook 
Cheong, 
Jeong-Sik Min, 
Ok-Whan Kim, 
In-Kee Kim, 
Hyun-Ju Lee 

Korea Institute of 
Geology, Mining 
and Materials

Contaminated 
land survey, 
assessment 

and remediation

Scientific, Policy and Legal Issues in 
Contaminated Land Management : A 
Case Study in South-West England

Ho-Song 
Hwang, Zen 
Makuch, Iain 
Thornton 

Imperial College of 
Science (UK) 

Contaminated 
land survey, 
assessment 

and remediation

Using Lead Accumulation in Fish 
to Evaluate Remedial Work on 
Tailings Piles in the Old Lead Belt of 
Missouri, USA

Nord L. Gale, 
Bobby G. 
Wixson, Craig 
D. Adams 

University of 
Missouri-Rolla 
(USA)

Contaminated 
land survey, 
assessment 

and remediation

Ozonation of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PAHs) in the 
Unsaturated Soils

Byung-Tae 
Lee, Kyoung-
Woong Kim 

K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Contaminated 
land survey, 
assessment 

and remediation

A Column Study of Surfactant-
Enhanced Soil Flushing for the 
Remediation of PAHs

Ah-Jeong 
Son, Kyoung-
Woong Kim

K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Contaminated 
land survey, 
assessment 

and remediation

Monitoring of Electrokinetic Removal 
of Heavy Metals in Tailings Using 
Sequential Extraction Analysis

Soon-Oh 
Kim, Seung-
Hyeon Moon, 
Kyoung-
Woong Kim 

K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Contaminated 
land survey, 
assessment 

and remediation

Chemical Partitioning and Leaching 
Behavior of Heavy Metals in Cement 
Based Solidified/Stabilized Waste 
Materials

Xiangdong Li, 
Hao Sun, 
Chi-sun Poon, 
*I.M.C. Lo, 
*C.I. Chong 

The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The 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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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cond 
Asia Pacific 

Symposium on 
Environmental 
Geochemistry 
(1999.11.2~4)

Contaminated 
land survey, 
assessment 

and remediation

A Study on the Recycling of 
Powdered Limestone for the 
Stable Reclamation of Tailings in 
Abandoned Mine

Young Seog 
Kim, 
Jong Kee Oh, 
Sung Gyu Kim, 

Hwa Young Lee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ster 
Presentations

Evaluation of Heavy Metal 
Contamination and Implication of 
Multiple Sources from Hunchun 
Basin, Northeastern China

Ji-Won Moon, 
Hi-Soo Moon, 
Nam-Chil Woo, 
Jeong-Sang 
Hahn, Jung-
Sun Won, 
*Yungoo Song, 
**Xueyu Lin, 
**Yongsheng 
Zhao 

Yonsei University, 
*Korea Institute of 
Geology, 
Mining & 
Materials, 
**Changchu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Poster 
Presentations

Heavy Metal Contents in the 
Sediments of Kwangyang-Suncheon 
Bay, Korea

Chung-Han 
Yoon, Keun-
Chang Oh, 
Don-Hee Park, 
*Cheon-Young 
Park 

Chonnam National 
University, 
*Chosun 
University

Poster 
Presentations

Hydrogeochemical Characteristics 
and Contamination of Surface Water 
and Groundwater in the Middle 
Okchon Zone

Hyo-Taek 
Chon, Seok-
Young Oh 

Seoul National 
University

Poster 
Presentations

Environmental Mineralogy, 
Geochemistry and Heavy Metal 
Contamination of Metoeric Water 
and Soil Profile at the Sanggok Mine 
Creek, Republic of Korea

Chan Hee Lee, 
Hyun Koo Lee, 
Jong Chang 
Le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Poster 
Presentations

As and Heavy Metal Contamination 
and Their Seasonal Variation in 
Paddy Field around the Daduk Au-
Pb-Zn Mine in Korea

Churl Gye 
Lee, Hyo-
Taek Chon, 
*Myung-Chae 
J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emyung 
University

Poster 
Presentations

Assessment of Heavy Metal 
Contamination in the Vicinity of the 
Dukum Au-Ag Mine in Korea

Ju-Yong Kim, 
Kyoung-
Woong Kim 

K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ster 
Presentations

Geochemistry of AMD and Iron-
Hydroxide in the Kwangyang Mine, 
South Korea

Cheon-Young 
Park, *Chung-
Han Yoon, 
In-Wha Lee, 
Kun-Sang 
Ahn, Youn-
Joong Jeong 

Chosun Universit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oster 
Presentations

Hydrogeochemistry of Seepage 
Water Collected within the 
Youngcheon Diversion Tunnel, Korea 
: Source and Evolution of SO4-Rich 
Groundwater in Sedimentary Terrain

Seong-Taek 
Yun, Sang-
Ryul Kim, Gi-
Tak Chae, 
*Chan Hahn 

Korea University, 
*Water Resources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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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posium on 
Environmental 
Geochemistry 
(1999.11.2~4)

Poster 
Presentations

A Study on the Desorption of Lead 
in the Soil Using Citric Acid and 
EDTA

Kwanghoon 
Kim, Hyo-Taek 
Chon 

Seoul National 
University

Poster 
Presentations

Surfactant-Flushing for Remediation 
of the Soil Contaminated with 
Tetrachloroethene(PCE)

Seok-Jo Park, 
Hyo-Taek 
Chon 

Seoul National 
University

Poster 
Presentations

The Effect of Chemical Weathering 
on the Engineering Properties of 
Granite in Korea 

Sung-Soo Kim, 
Hyeong-Dong 
Park, Keum Mi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Poster 
Presentations

Influence of Acid Rain on Chemical 
Weathering of Granite

Keun Mi Kim, 
Hyeong-Dong 
Park, Sung-
Soo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Poster 
Presentations

Spatial Radon Anomalies Across 
Faults and Their Geologic and 
Environmental Implications

Chigu Kang, 

Hyun-Kuk Je, 
Hyo-Taek 
Chon 

Seoul National 
University

Poster 
Presentations

Modeling Nitrogen Removed in Soil-
Crop System Under the Condition of 
Urban Wastewater Land Treatment

Hongqi Wang, 
Jiajun Cheng, 
Yangyan 

Beijing Normal 
University (China)

Poster 
Presentations

Biogeochemical Mapping of East 
Asian Ecosystem Sensitivity to Acid 
Deposition

Vladimir 
Bashkin 

Seoul National 
University (Russia)

Poster 
Presentations

Leaching Environmental Experiments 
with Rocks of the Abandoned 
Orlovka Tantalum Deposit, East 
Transbaikalia, Russia : Implications 
for Environmental Pollution

A.M. Aksyuk, 
V.Yu. 
Chevychelov, 
A.F. Redkin, 
G.P. Zaraisky, 
*C. Stanley, 
R. Seltmann, 
**V. Shatov, 
***A.A. 
Kremenetsky, 
L.N. Ginsburg, 
****L.Raimbault

Institute of 
Experimental 
Mineralogy of 
Russian Academy 
of Sciences, 
*Natural History 
Museum (UK), 
**VSEGEI (Russia), 
***IMGRE (Russia), 
****Centre 
d'informatique 
Geologique, 
Ecole des Mines 
(France)

Poster 
Presentations

Studies on Remediation of 
Contaminated Soil with Heavy Metals

H.M. Chen, 
C. Tu, C.R. 
Zheng 

Chinese Academy 
of Science (China)

Poster 
Presentations

Research on the Environmental 
Loading Capacity of Cd and Pb for 
Aridisols in China

Jialin Xu, 
Wanglu Peng 

Beijing Normal 
University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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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춘계

공동학술발표회 

(2000. 4. 14~15)

특별강연

자원산업에 대한 새로운 비전창출을 

제안하며 (일본의 자원산업범위와 

연구개발동향을 중심으로)

최국선 한국자원연구소

석유공학
수공법 회수율에 미치는 균열 

간극분포의 영향에 관한 실험적 연구

이재형, 강주명, 

최종근
서울대학교

석유공학
무작위 균열모델에서 프랙탈 변수에 

따른 압력거동

박창협, 강주명, 

최종근, 장일식
서울대학교

석유공학
고유동도 대비 대체 현상에 대한 경계면 

추적 모델
이근상 경기대학교

석유공학
압력펄스감소법을 이용한 인공균열

코아의 투과도 및 공극율 측정효과

김현태, 김인기, 

허대기, 김세준, 

*성원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양대학교

석유공학 동해-I 가스전의 DST 자료 해석 연구

권승일, *나승훈, 

성원모, 

**선동수, 

**김만섭, 

**유상수

한양대학교, 

*LG기술연, 

**석유공사

자원활용
석탄회로부터 미연탄소분 제거를 위한 

정전 신기술 개발 연구

전호석, *한오형, 

**Roe-Hoan 

Yoon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조선대학교, 

**Virginia Tech

자원활용
형상분리법에 의한 규조토로부터 

규조각의 회수에 관한 연구

이민용, *윤기병, 

*배철훈

광업진흥공사, 

*인천대학교

자원활용
딕카이트질 납석으로부터 Y형 

제올라이트 합성에 대한 핵생성 겔
양시영, 윤평란 전북대학교

자원활용
하동산 티탄철석으로부터 황산화 반응에 

의한 Ti의 추출

이재천, 정진기, 

양정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활용 입자충전모델에 의한 분체의 유동특성 신희영, *박재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양대학교

자원활용
중금속이온 제거를 위한 입자형 적니흡

착제의 제조

최우진, 황인국, 

배재흠
수원대학교

자원활용 신덕 중정석의 품위 향상 연구
김상배, 조건준, 

조성백, 이호섭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활용
석탄회 경량골재 제조시 융점저하체로서 

도금슬러지의 활용성에 관한 연구
나춘기, 이무성 목포대학교

지구환경
생물 계면활성제 토양세척을 이용한 

토양내 Phenanthrene의 제거와 독성평가
신경희, 김경웅 광주과학기술원

지구환경
전기장을 이용한 카올리나이트로부터 우

라늄 제거에 대한 타당성 연구
김경희, 김경웅 광주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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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4. 14~15)

지구환경
광주지역 폐기물 매립지 주변에서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토양 물성 평가

차종문, 김주용, 

이병태, 김경웅, 

*오진용

광주과학기술원, 

*전남대학교

지구환경
단층내 주변의 라돈이상대 분포에 

미치는 지질학적 요인

강치구, 제현국, 

전효택
서울대학교

지구환경

Risk Assessment Modelling and 

Bioavailability of As and Toxic 

Heavy Metals around Abandoned 

Mine Sites

이진수, *Ben 

Klinck, *Yvette 

Moore, 전효택

서울대학교, 

*British 

Geological 

Survey

지구환경
국내 38개 금속광산의 광상 형태에 따른 

광산폐기물의 중금속오염 연구

정명채, *전효택, 

*안주성, 

**정영욱, 

**민정식

세명대학교, 

*서울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구환경
옥천 청성지역 지하수의 수리지구화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정균, 김명균 청주대학교

지구환경
태백지역 폐탄광 수계의 지구화학적 

연구

정연중, 최낙철, 

강지성, 박신숙, 

김성구, 박천영

조선대학교

지구환경
화순지역 폐탄광 수계의 지구화학적 

연구

정연중, 최낙철, 

강지성, 박신숙, 

김성구, 박천영

조선대학교

지구환경
금산-완주 지역 형석광화대내 지하수의 

불소분포특성
황정, *허순도

대전대학교, 

*한국해양연구원

지구환경
해남 우항리에 분포된 흑색 세일 중 미량

원소 함량에 관한 연구

윤정한, 오근창, 

윤연흠, 정규복, 

이효재, 이언호, 

서충현

전남대학교

지구환경

환경 오염 공정 시험법에 다른 광양

-여천공단 지역 토양의 중금속 함량에 

관한 연구

윤연흠, 오근창, 

정규복, 이요재, 

이언호, 서충현, 

윤정한

전남대학교

지구환경
국내 일부 폐광산 지역에서의 산성광산

배수에 대한 자연 정화식 처리

황지호, *최선규, 

*박상준, 전효택, 

**심연식, 

***정영욱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석탄합리화사업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구환경

Solubility of AI13 Tridecamer Sulfate: 

Preliminary Study for the Behaviour 

of Toxic AI13 in Soil Environment

Yungoo Song, 

Gyoo Ho Lee, 

Hi-Soo Moon, 

Ji-Won Moon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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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환경

Stability of Fe-Mn and Blocking 

Effects on the Transformation of 

Phases during Soil Development in 

the Hunchun Basin, China

Ji-Won Moon, 

Hi-Soo Moon, 

Yungoo Song, 

Jin-Kyu Kang, 

Gyoo Ho Lee

연세대학교

지구환경
오염지역 퇴적물의 자연적 지화학 기준

치 설정을 위한 기초연구

오창환, 서민호, 

*신성천, 이명우

전북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구환경

Depositional Environment and 

Origin of Human Intervention in the 

Flooding Plain of Puyeo Area

김주용, 양동윤, 

이진영, 이창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구환경 지화학적 환경을 이용한 녹조저감연구
김통권, 김용욱, 

유장한, 김광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구환경
포천 지역 암반지하수의 수리지구화학적 

특성

채기탁, 윤성택, 

김이섭
고려대학교

자원경제
소득변화와 비금속광물 소비량간의 관계

분석
이경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경제
우리나라 비금속광산의 웹베이스 정보와 

활용
김영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경제
APEC 회원국의 Oil and Gas Field Web 

Database
김영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경제 국민 1인당 광물자원 소비추이 오민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구조지질 모량단층 중북부의 분절현상
최성자, 최위찬, 

류충렬, 이영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구조지질

지구물리학적 방법에 의한 의정부

-동두천 일원의 추가령 단층대에서의 

지구조 연구

기정석, *민경덕, 

**이윤수

시설안전기술공단, 

*연세대학교, 

**한국자원연구소

구조지질
The Cenomanina-Turonian 

Boundary Event in Southern Tibet
Wan Xiaoqiao

China University 

Geosciences

구조지질

Temporal and Spatial Distribution 

Patterns and Crust - Mantle 

Interaction Processes in the 

Mesozoic Magmatic-Metallogenic 

Belt along the Yangtz River, Anhui 

Province

Du Yangsong
China University 

Geosciences

응용지질
지형 및 지질구조 상관 분석을 통한 장흥

지역 산사태 취약성 분석 연구

이사로, *민경덕, 

최위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세대학교

응용지질

Risk Analysis of Rock Slope Stability 

and Stochastic Properties of 

Discontinuity Parameters

Hyuck-Jin 

Park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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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지질
확률, 통계 기법을 이용한 용인지역 

산사태 취약성 분석 연구
이사로, *민경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세대학교

응용지질

Statistical Interpretation of a 

Groundwater Flow and Chemistry 

in the Coastal Underground LPG 

Storage Facility, Yosu, Korea

Jeongho 

Lee, Ho-wan 

Chang, Sang 

Geun Kim

서울대학교

응용지질
암반 손상에 따른 투수성 변화에 대한 

연구
김만일, 정교철 안동대학교

응용지질

시뮬레이션을 통한 유체 흐름과 퇴적 

작용의 수치 해석 방법 연구 

-동강댐 지역

김원석, 이영훈, 

김태범
연세대학교

응용지질
압밀그라우팅에 의한 불연속성암반의 

개량효과에 대한 연구

김현명, 송재용, 

정교철
안동대학교

응용지질
퍼지논리를 이용한 GIS기법 광물자원

탐사 자료통합 연구

최성원, 신진수, 

최선규, 소칠섭, 

*지광훈

고려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응용지질
풍화에 의한 국내 편마암유의 

지질공학적 특성의 변화
곽진철, 백환조 강원대학교

물리탐사

지구물리

Surface wave를 이용한 한반도 주변의 

지각구조 연구(Ⅰ)

박윤경, 김용성, 

제일영, 전명순, 

전정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지구물리
경상분지의 Q구조 박윤경, 김성균 전남대학교

물리탐사

지구물리

P파를 이용한 남한지역 속도구조 분석

(Ⅰ)

전정수, 전명순, 

김동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지구물리
UN CTBT 기술검증 체계 강익범, 전명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지구물리

Determination of Geoid Undulations 

around the Ulleung Basin from 

Dense Altimeter data

KyoHyouk 

Kim, 

*JeongWoo 

Kim, SeongJae 

Doh, 

**ChanHong 

Park, 

**WonKyun 

Kim

고려대학교, 

*세종대학교, 

**한국해양연구원

물리탐사

지구물리

지진-공중음파를 이용한 인공발파 

구별에 관한 연구

전명순, 강익범, 

전정수, 제일영, 

김동균, 김용성, 

박윤경

한국지질자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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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탐사

지구물리

대기경험모델과 고층기상자료에 의한 공

중음파 전파특성 연구

제일영, 전명순, 

전정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지구물리

Wood-Anderson Seismogram을 이용한 

Local Magnitude(ML) Scale

강익범, 전명순, 

신진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지구물리
대전 지역의 지자기 변동 지수

임무택, 이희일, 

박영수, 정현기, 

최종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지구물리

터널 콘크리트 구조물의 안전진단을 

위한 충격반향법 실험
신성렬, 장원일 한국해양대학교

물리탐사

지구물리

Pole-pole Electrical Resistivity 

Survey and Groundwater 

Exploration

지상근, 조동행 인하대학교

물리탐사

지구물리

이동 자성체 실시간 역산 추적 전산 

모델링

주형태, *정현기, 

*임무택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지구물리

탄성파 반사주시 역산법에 의한 지하 

폐갱도 탐지

김중열, 김유성, 

정현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지구물리

가스 하이드레이트 탐사를 위한 특성화 

탐사자료처리 기법연구

정부흥, 서상용, 

장성형, 류병재, 

선우돈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지구물리

제주 중산간 천아수원 주변지역 지하수 

기초조사

정현기, 정호준, 

박기화, *고기원, 

*문영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주도수자원 

개발사업소

물리탐사

지구물리

A No-Charge Integral Equation 

Formulation for Three-Dimensional 

Electromagnetic Modeling

김희준, *송윤호
부경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지구물리

제주 동부 가탐심도 2000미터 동기화 

쌍극자비저항탐사

정현기, 정호준, 

임무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지구물리

자기쌍극자원에 의한 구형도체의 주파수

영역 전자반응 역산

정현기, *서정희, 

**주형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학교, 

**한국해양연구원

물리탐사

지구물리

시추공 내시경에 의한 지하공동 조사 

사례

정현기, 김중열, 

*김기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주)희송지오텍

물리탐사

지구물리

육십령/용호동/옥계 지역 폐갱도 지표

탐사 사례

정현기, 김중열, 

지세정, 신성천, 

*조철현, 

**방기문

한국지질자원연구

원, *지하정보기술, 

**(주)대우엔지니어링

물리탐사

지구물리

국내 관측 지진파형을 이용한 지진파형 

영향인자에 관한 연구
김준경, 이길호 세명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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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탐사

지구물리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 모형실험을 통한 

전극배열별 해상도 고찰

오종곤, 유진상, 

송영수
전북대학교

물리탐사

지구물리

EM 토모그래피에서 배경 매질의 전기

전도도에 따른 해상도 고찰

임성근, 송영수, 

*조인기

전북대학교, 

*강원대학교

물리탐사

지구물리
MT 자료의 고속역산 이동성, 김희준 부경대학교

물리탐사

지구물리

해수침투대와 전도성지층의 구별을 위한 

참조채널 유도 분극탐사기술

이상규, 황학수, 

박인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지구물리

2극법 전기비저항탐사에 의한 침출수 

누출조사

조동행, *정하익, 

강상윤

인하대학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물리탐사

지구물리

확장된 Born 근사를 이용한 2.5차원 

지표전자탐사 모델링
김세하, 서정희 서울대학교

물리탐사

지구물리

확장 Born 근사를 이용한 전자탐사 

3차원 모델링

조성준, 송윤호, 

이성곤, 정승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지구물리

전기비저항법을 이용한 지하공동의 반응 

양상 연구
이동구, 신창수 서울대학교

물리탐사

지구물리

TEM 모니터링을 이용한 지하매질 내의 

해수의 조석운동 파악

황학수, 이상규, 

이태섭, 문상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지구물리

Solution to Lamb's Problem by Finite 

Difference Midpoint-Averaging 

Scheme

박권규, 서정희, 

신창수
서울대학교

물리탐사

지구물리

광주 쓰레기 매립장과 그 주변지역의 

비저항 구조 변화

이준선, 서동우, 

고진석
조선대학교

개발·암반공학 모암의 쇄골재용 적합성 검토 연구
강선덕, 조건준, 

유장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개발·암반공학
양면발파에 의한 채석에서의 장약패턴 

및 절삭기술 연구

홍기표, 류창하, 

선우춘, 최병희, 

한공창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개발·암반공학
포항, 대구지역 퇴적암의 물리, 역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이승재, 노상림, 

윤지선
인하대학교

개발·암반공학 균열전파로 인한 암석의 이방성 거동 신종진, 전석원 서울대학교

개발·암반공학 도로터널 환기저항계수 현장측정 연구

김효규, *유상준, 

*이자원, 

*이창우

삼보기술단, 

*동아대학교

개발·암반공학
국내 석회석광산의 현대화개발 방안

(갱내 대규모 채광방법을 중심으로)
배병주 대한광업진흥공사

개발·암반공학 장벽식 석탄광의 운반갱도 지보수치해석 김민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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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춘계

공동학술발표회 

(2000. 4. 14~15)

개발·암반공학
Rock Bolt 인발특성과 RMR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전성왕, 이희성, 

윤지선
인하대학교

개발·암반공학
조사창 조사를 통한 절리길이 분포의 

추정에 관한 연구
송재준, 이정인 서울대학교

개발·암반공학
시간 의존성을 고려한 터널지반과 

숏크리트의 상호반응 거동에 관한 연구
이상준, 문현구 한양대학교

개발·암반공학
개별절리요소를 이용한 암반불연속면의 

전단거동에 관한 수치모사

손봉기, *이연규, 

이정인

서울대학교, 

*군산대학교

개발·암반공학 수치해석을 이용한 발파진동의 예측연구
조상호, *양형식, 

**류창하

CTR㈜, *전남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개발·암반공학
국내 석산골재의 물리역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장명환, 강백규, 

안희동, 신재섭
대한광업진흥공사

개발·암반공학
Infulence of Seasonal Ventilation 

Variation on Salt Rock Deformation

유용호, *권상기, 

김진

인하대학교, 

*한국원자력연구원

광물·광상
무극 광화대 저유황형 금·은 광상의 

분포 특성과 성인적 의의

최선규, 이동은, 

*강흥석, 

**최상훈

고려대학교, 

*대한광업진흥공사, 

**충북대학교

광물·광상

무극지역 금풍·태극 천열수 광상의 

금·은 농집과 관련된 열수변질대의 

광물학적 특성

이동은, 최선규, 

*최상훈, 

**강흥석

고려대학교, 

*충북대학교, 

**대한광업진흥공사

광물·광상 홍도의 지질: 서남해역에서의 자원탐사
임순복, 최현일, 

김정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물·광상
Electrum: Chemical Composition 

and Depositional Environment

Masaaki 

shimizu

Toyama 

University

광물·광상

Exploration for High Sulfidation, or 

Enargite-Acid Sulfate, Gold-Copper 

Deposits

Laurence 

P. James, 

*Maeng-Eon 

Park

University 

Colorado, 

*부경대학교

광물·광상

전남 가사도 화산성 천열수 금·은 광상

의 공간적 열수 변질 특성 -등대맥·등

대동맥을 중심으로-

김창성, 최선규, 

*최상훈, 

**강흥석

고려대학교, 

*충북대학교, 

**대한광업진흥공사

광물·광상
한국 금·은 광상의 유형별 시·공간적 

변화 특성

최선규, 박상준, 

소칠섭, *최상훈

고려대학교, 

*충북대학교

광물·광상
하동 상촌리 회장암 모암의 열수광맥형 

금광상에 대한 반응 경로 모델링 연구

박맹언, *윤성택, 

성규열

부경대학교, 

*고려대학교

광물·광상

Genetic Implication of Fe-W 

Mineralization at Ulsan mine, 

Southeastern Korea

최선규, 허철호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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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춘계

공동학술발표회 

(2000. 4. 14~15)

광물·광상
흥천-자은 철-희토류광상에서 산출되는 

광석광물의 산상 및 특성
박중권, *이현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충남대학교

광물·광상
중부지역 고온성 Au-Ag-Te 광화작용과 

성인적 의의 -유량광산을 중심으로-

박상준, 최선규, 

*성유현, 

*한진균, 

**최상훈

고려대학교, 

*대한광업진흥공사, 

**충북대학교

암석학
김제-영광지역에 분포하는 화강암류의 

Sr-Nd-Pb동위원소 특성

박영석, 김진, 

김종균
조선대학교

암석학

Rb-Sr Mineral Ages of Mesozoic 

Granitic Rocks in the Goesan-

Eumseong Area; Implications for Rb 

and Sr Diffusion during Cooling

Chang-

Sik Cheong, 

*Jeong Heon 

Choi, Ho-wan 

Chang

기초과학연구원, 

*서울대학교

암석학
옥천지향사대 황강리층 함력천매암질

내의 석회암역의 기원

이지민, 

*Tanaka·

Kawabe

이화여자대학교, 

*일본 나고야대학

암석학
청송 주왕산지역 대전사현무암에 대한 

암석학적 연구

윤성효, *이문원, 

안지영, 고정선

부산대학교, 

*강원대학교

암석학
독도 알칼리 화산암류의 K-Ar 연대와 

Nd-Sr 조성

김규한, 박은진, 

이성은, 송지혜
이화여자대학교

암석학
제주도에서의 플라이스토세 화산활동과 

맨틀다이아피어의 연관성 연구

윤성효, *민경덕, 

**다케루 야나기

부산대학교, 

*연세대학교, 

**일본 큐슈대학

암석학

남미 파타고니아 Pali-Aike 지역의 제4

기 알칼리 현무암의 암석화학 및 K-Ar 

연대

이종익, 허순도, 

최문영, 유찬민, 

*황정, **Nagao 

Keisuke

한국해양연구원, 

*대전대학교, 

**일본 도쿄대학

포스터 
구연산과 EDTA를 사용한 토양내의 

중금속(Lead) 제거에 대한 연구
김광훈, 전효택 서울대학교

포스터 
PCE로 오염된 토양의 정화에 

계면활성제를 이용한 토양세척연구
박석조, 전효택 서울대학교

포스터 
반응성 결정화 및 열분해에 의한 세륨 

산화물 제조에 관한 연구

김성돈, 윤호성, 

김철주, 이진영, 

김준수, *김우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경희대학교

포스터 
국내산 석회석의 소송 및 수화반응 특성 

연구

최재석, 박찬훈, 

*노범식, 

*이재장

인하대학교, 

*강원대학교

포스터 소구경 시추공에서의 밀도검층
황세호, 박찬, 

이상규, 신희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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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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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Hydrogeochemistry and Heavy 

Metal Enrichment of Supply Water 

from th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and Taejon Area, Korea

Chan Hee 

Lee, Hyun 

Koo Lee, Jong 

Chang Lee

충남대학교

포스터 
홍수시 금강 유역의 침식재해 예측을 

위한 GIS 응용

양동윤, 김주용, 

이진영, *정공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충남대학교

포스터 

Geophysical Applications of Radar 

Altimeter Data -A Case Study of 

Drake Passage, Antarctica

Soon Wook 

Youn, 

*JeongWoo 

Kim, SeongJae 

Doh, 

**SangHeon 

Nam, 

**YoungKeun 

Jin, *Hye-Yun 

Kim

고려대학교, 

*세종대학교, 

**한국해양연구원

포스터 
Spectral Distortions of Spherical 

Data in the Polar Region

Jeong Woo 

Kim, Joong-

Sun Won, 

*Kyung Duk 

Min, Hye-Yun 

Kim

세종대학교, 

*연세대학교

포스터 
Wavenumber Correlation Analysis of 

Satellite Magnetometer Observations

Jeong Woo 

Kim, *Won 

Kyun Kim, 

Hye-Yun Kim

세종대학교, 

*한국해양연구원

포스터 

충남, 청양 구봉광산일대의 중열수 

금-은석영맥 광상에서 산출되는 유체

포유물의 Chronology와 P-V-T-X 

연구

이현구, 유봉철 충남대학교

포스터 
사문암 광산 지역 수계 및 토양내의 전이

원소 함량

송석환, 

*최선규, 

**홍재자

중부대학교

포스터 
경상분지에 분포하는 현생화강암류의 

자철석계열/티탄철석계열에 대한 재고찰
박태호, 좌용주 경상대학교

포스터 
경남 하동지역에 분포하는 심성암류의 

암석학적 연구
박정숙, 좌용주 경상대학교

포스터 
의성분지 동부일대에 분포하는 백악기 

화산암류의 화산층서와 암석학적 연구
정종옥, 좌용주 경상대학교

포스터 

보현산 일대에 분포하는 백악기 

화강암류내에 산재된 포획암의 암석학적 

연구

김건기, 좌용주 경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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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춘계

공동학술발표회 

(2000. 4. 14~15)

포스터 
유리 폐기물을 이용한 제올라이트의 

합성

장영남, 채수천, 

배인국, 김유동, 

진지영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00년 제75회 

추계학술발표회 

(2000. 10. 27)

물리탐사
3D 탄성파 자료를 이용한 지하구조 

3차원 영상화 사례
곽상환, 이두성 한성대학교

물리탐사 탄성파 모형실험장치 개발
신성렬, *신창수, 

장원일

한국해양대학교, 

*서울대학교

물리탐사
탄성파 범용/고분해능 반사파자료의 

특성비교
김지수, 한수형 충북대학교

물리탐사
지하 매설물 탐지를 위한 GPR 탐사의 

적용사례

송승엽, 송영수, 

*설순지

전북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경계요소법을 이용한 2.5차원 전기비

저항탐사 모델링
권오일, 조인기 강원대학교

물리탐사
확장된 Born 근사에 의한 전기비저항

탐사 자료의 3차원 역산
길정복, 조인기 강원대학교

물리탐사
준선형 급수를 이용한 3차원 전자탐사 

모델링
안희윤, 조인기 강원대학교

물리탐사 전기비저항탐사에서 음의 겉보기비저항 조인기, *김정호
강원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석유공학

지하유체유동

동해-1 가스전 B2 저류층의 생산성 

분석에 관한 Field Case Study

권순일, *류상수, 

*권오광, 성원모

한양대학교, 

*한국석유공사

석유공학

지하유체유동

동해-1 가스 저류층의 가스 저장전 

활용에 관한 연구
김만섭, 류상수 한국석유공사

석유공학

지하유체유동

동해-1 가스전 생산설계를 위한 파이프

라인 다상 천이유동분석

권오광, 류상수, 

선동수
한국석유공사

석유공학

지하유체유동
최적 알고리듬을 이용한 자동내력맞춤

천영호, *강주명, 

*최종근

대성산업, 

*서울대학교

석유공학

지하유체유동

임계 상태의 이차원 균열 매질의 균열 

간극 및 길이 분포에 따른 유체투과율 

변화에 관한 전산 연구

한충용, 강주명, 

최종근
서울대학교

석유공학

지하유체유동

국내 대륙붕 동해-1 가스전 개발접근

방법에 관한 연구
류상수, 선동수 한국석유공사

자원경제 통신혁명이 광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경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경제 APEC 회원국의 석탄광산 데이터베이스 김영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경제
Intensity of use를 이용한 국내 광물 

수요 모형에 대한 연구
유창석, 허은녕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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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경제
국내 석유제품의 정유사에 의한 가격 

비대칭에 관한 연구
엄성원, 허은녕 서울대학교

자원경제
옵션가격 결정이론을 이용한 자원개발

사업의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허은녕, *이인석

서울대학교, 

*LG선물

개발환경

암반공학

Using Ring Tests to Determine the 

Tensile Strength of Anisotropic Rocks
Chao-Shi Chen

National Cheng 

Kung University

개발환경

암반공학

원판형 절리 모형에 의한 암반의 3차원 

불연속 연결망 모사에 관한 연구
최재영, 이정인 서울대학교

개발환경

암반공학

블록이론 및 확률적 접근법에 의한 

블록의 거동성해석
안상현, 이정인 서울대학교

개발환경

암반공학

경사면 터널의 편압 대책에 대한 수치

해석적 연구
현기환, 윤지선 인하대학교

개발환경

암반공학

건설 현장에서 안정성 향상을 위한 지반

진동·소음·비산머지 측정자료의 

분석에 관한 연구

안명석, *류창하, 

**박종남

동서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개발환경

암반공학

도로터널내 계측대상 오염물질 농도분포 

분석

유상준, 이자원, 

*김효규, 이창우

동아대학교, 

*㈜삼보기술단

개발환경

암반공학
터널에서의 낙반예측기법 연구

위용곤, 노상림, 

윤지선
인하대학교

개발환경

암반공학
도로터널 제트팬 모형실험 류재홍, 김진 인하대학교

개발환경

암반공학
심부 석탄광산의 냉각방법에 관한 연구

류재홍, 유용호, 

김진
인하대학교

응용지질

응용지구화학

벤토나이트 혼합 차수재의 공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홍철호, 장정욱, 

김명균
청주대학교

응용지질

응용지구화학

곡면 사면의 파괴 형상에 관한 

수치해석적 연구

정우철, *박연준, 

*유광호, 박형동

서울대학교, 

*수원대학교

응용지질

응용지구화학

국내 지질학적 자연유산의 지질공학적 

특성
김근미, 박형동 서울대학교

응용지질

응용지구화학

An Approach for Evaluating 

Contaminant Transport of Fractured 

Rock in Lan-Yu Nuclear Waste 

Repository, Taiwan

Cheng-Haw 

Lee

National Cheng 

Kung University

응용지질

응용지구화학

영남육괴 남서부에 분포하는 변성암류의 

황동위원소에 관한 연구

이효재, 이언호, 

서충현, 윤정한
전남대학교

응용지질

응용지구화학

박테리아 바이오필름이 용존 철의 

거동에 미치는 영향

이종운, *T. J. 

Beveridge

광주과학기술원, 

*University of 

Guelph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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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지질

응용지구화학

국내 일부 흑색셰일 분포 주변지역 

토양 중 Se의 분산과 이동
박민, 전효택 서울대학교

응용지질

응용지구화학

폐금은광산 지역의 비소 오염특성과 

광산페기물 격리저장 처리모델 연구

안주성, 전효택, 

*김경웅

서울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응용지질

응용지구화학

폐금은광산 활동에 의한 비소 및 

중금속의 인체위해성 평가 모델링

이진수, 전효택, 

*Ben Klinck, 

**김경웅

서울대학교, 

*British 

Geological 

Survey, 

**광주과학기술원

응용지질

응용지구화학

전남 무안 남서부 지역의 지하수 중 As 

함량에 관한 연구

서충현, 이해훈, 

이언호, 윤정한
전남대학교

자원처리 및 

활용

티타네이트 커플링제로 처리한 

카올리나이트의 표면특성

양영철, *정수복, 

*김병규, 

*채영배, 윤평란

전북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처리 및 

활용

국내 주요 비금속광물의 분쇄 특성에 

관한 연구

이훈, 김정윤, 

조희찬
서울대학교

자원처리 및 

활용

무연탄의 품질이 철광석 소결광의 제조 

공정에 미치는 영향
이덕원 포항제철기술연구소

자원처리 및 

활용

저품위 석회석과 폐제지 슬러지를 

이용한 클링커 제조 연구
오충봉, 박찬훈 인하대학교

자원처리 및 

활용

점토슬러리의 분산성에 미치는 양이온성 

폴리머의 영향

박제현, *신희영, 

박재구

한양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처리 및 

활용

홍천철광으로부터 모나자이트 회수를 

위한 정제기술 개발

전호석, 양정일, 

김준수, 김성돈, 

윤호성, 이진영, 

김철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처리 및 

활용

Pr-Nd 및 Nd-Sm의 2성분계 용매

추출의 PC-88A 농도변화에 따른 분리

계수

송수선, 오종기, 

*김준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처리 및 

활용

적니를 이용한 폐수처리용 무기응집제의 

개발

최우진, 이재록, 

황인국, 배재흠
수원대학교

자원처리 및 

활용

정밀여과막에 의한 오일폐액 분리시 

Streaming Potential의 특성

서수정, 도현승, 

*이재원, 

*이근우

청주대학교, 

*한국원자력연구소

포스터
토양내 유기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생물

계면활성제 토양세척기법
신경희, 김경웅 광주과학기술원

포스터

방사능 오염토양을 처리하기 위한 

Electrokinetic Remediation 기술의 

개발

김경희, 김순오, 

김경웅
광주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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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10. 27)

포스터
석분슬러지를 활용한 건축재용 

인조석판재의 제조
김치권, 배광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01년 춘계

공동학술발표회 

(2001. 4. 27~28)

지구환경

응용지구화학

비소의 지구화학적 거동에 미치는 

미생물의 영향: 예비결과

이종운, 김경웅, 

이상우, 고일원, 

안주성

광주과학기술원

지구환경

응용지구화학

인산염 제거를 위한 함석고 슬러지의 

이용 가능성 연구

문용희, 김재곤, 

문희수
연세대학교

지구환경

응용지구화학

Evaluation of the Geothermal 

Potential in the Mageumsan-Bugok 

Area: Application of Groundwater 

Geochemistry 

박성숙, 윤성택, 

소칠섭
고려대학교

지구환경

응용지구화학

월류광산 수계에 분포하는 토양의 

중금속 오염도 평가

윤진오, 이현구, 

이찬희, 오희경
충남대학교

지구환경

응용지구화학

삼동광산 수계에 분포하는 토양의 

중금속 오염도 평가

오희경, 이찬희, 

이현구, 윤진오
충남대학교

지구환경

응용지구화학

광물생약 산골의 체내 반응과 존재형태; 

접골치료 효과에 대한 검토
김선옥, 박맹언 부경대학교

지구환경

응용지구화학

Organic-Inorganic Interactions 

and the Earth's Resources and 

Environment

Satoru 

Nakashima

Tokyo Institute of 

Technology

지구환경

응용지구화학

Spatial Relationships between 

Groundwater Quality and Land-Use 

Characteristics, Seoul Metropolitan 

City, Korea

유순영, 윤성택, 

소칠섭
고려대학교

지구환경

응용지구화학

공주 폐기물매립지 주변 토양 및 지하수

환경의 오염특성

박성원, 이평구, 

이진수, 김연기, 

지세정, 이대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구환경

응용지구화학

강우 현상이 석회암 지역 용천수의 수리

화학 및 동위원소 특성에 미치는 영향

김동일, 윤성택, 

소칠섭
고려대학교

지구환경

응용지구화학

영천댐 도수로 터널과 관련된 수위변동 

분석 

함세영, *이병대, 

*성익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구환경

응용지구화학

영천댐 도수로 터널 굴착 이전의 

자연수위분포

함세영, *이병대, 

*성익환, 정재열

부산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구환경

응용지구화학

폐광지역 광미풍화에 따른 광산폐수의 

지구화학 특성과 지하수 오염영향
정예진, *이상훈

한국과학기술원, 

*가톨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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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춘계

공동학술발표회 

(2001. 4. 27~28)

지구환경

응용지구화학

Discrimination of Atmospheric 

Versus Lithogenic Contribution to 

the Chemistry of Pristine Stream 

Water: A Study from the East of 

Seoul, Korea

Gi-Tak Chae, 

Seong-Taek 

Yun, Hun-Bok 

Jung, *Ki-

Hyun Kim

고려대학교, 

*세종대학교

지구환경

응용지구화학

부산지역 지열수의 기원과 진화:

Ⅰ. 가열된 해수-암석 반응과 지하수의 

혼입에 따른 희석과 냉각의 증거

성규열, 박맹언, 

*고용권, 

*김천수

부경대학교, 

*한국원자력연구원

지구환경

응용지구화학

Arsenic Contamination of Soils and 

Sediments from the Tailings in the 

Vicinity of Myungbong Au Mine, 

Korea

고일원, 이상우, 

안주성, 김경웅
광주과학기술원

지구환경

응용지구화학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에 대한 

지구화학적 연구

박천영, 정연중, 

박신숙, 김성구
조선대학교

지구환경

응용지구화학

충북 제천시 주변 수계의 지구화학적 

특성
정명채 세명대학교

지구물리

물리탐사

지반조사를 위한 loop-loop 전자탐사 

기법의 적용

유진상, *송윤호, 

*설순지, 송영수

전북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구물리

물리탐사

화강암 석산지역에서의 레이다 탐사의 

적용

설순지, 김정호, 

조성준, 이명종, 

정승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구물리

물리탐사
물리탐사에 있어서 GPS의 적용사례

조성준, 이성곤, 

설순지, 정승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구물리

물리탐사
비접지식 전기비저항탐사의 적용과 한계

이성곤, 조성준, 

이명종, 정승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구물리

물리탐사

수륙혼합 환경에서의 전기비저항 탐사에 

관한 연구

김정호, 이명종, 

정승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구물리

물리탐사

신호/잡음비가 낮은 중력추 탄성파

자료의 전산처리

김우혁, 김기영, 

김교홍, 이광자, 

이소영, 정용희

강원대학교

지구물리

물리탐사

고출력 쌍극자 비저항탐사에 의한 갯벌

하부 지반조사

정현기, 이동구, 

주형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구물리

물리탐사

쓰레기 매립장 조사를 위한 고출력 전기

탐사

정현기, 디옹구, 

송성호, 조철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구물리

물리탐사
북한의 지구물리탐사 이모저모 정현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구물리

물리탐사

평택 남양호 물바닥 Pole-Dipole 비저항

탐사

정현기, 이동구, 

안희윤, 김호영
한국지질자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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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물리

물리탐사

국내 대륙붕 3차원 탄성파탐사자료 전산

처리기술 연구

정부홍, 박근필, 

서상용, 장성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구물리

물리탐사

국내 대륙붕 제3광구 3차원 탄성파 탐사

자료 AVO 분석 연구

정부홍, 장성형, 

서상용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구물리

물리탐사

가스하이드레이트 탐사를 위한 특성화 

전산처리(Ⅰ)

정부홍, 류병재, 

서상용, 장성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구물리

물리탐사
자연감마선검층의 자료 처리 및 활용

황세호, 이상규, 

박인화, 박중곤, 

*한경수, 

*유인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대한광업진흥공사

지구물리

물리탐사

3차원 SWEET algorithem에 의한 

Traveltime과 Amplitude 계산

양동우, 신창수, 

서정희, *양승진, 

*고승원, 

**김정호, 

***장성형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구물리

물리탐사

SRT 방식의 Traveltime을 이용한 3차원 

Kirchhoff Migration

임해룡, 신창수, 

서정희, 고승원, 

홍순덕, 차영호

서울대학교

지구물리

물리탐사

일방향 파동방정식을 이용한 3차원 주시 

계산

김원식, 신창수, 

*신성렬

서울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지구물리

물리탐사

SWEET Algorithem을 이용한 

탄성매질의 Traveltime과 Amplitude 

계산

차영호, 신창수, 

서정희, 임해룡
서울대학교

지구물리

물리탐사

다중 시추공을 이용한 3차원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

이명종, 김정호, 

정승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구물리

물리탐사

벡터 유한 요소를 이용한 고주파수 

3차원 전자탐사 모델링

손정술, *송윤호, 

서정희

서울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구물리

물리탐사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에서의 3차원 

모델의 직경 변화에 따른 해상도 비교
오종곤, 송영수 전북대학교

지구물리

물리탐사

급수 전개에 의한 3차원 전자탐사 

모델링

용환호, 안희윤, 

조인기
강원대학교

지구물리

물리탐사

탄성파자료의 L1-norm 디컨볼루션을 

이용한 동해에서 BSR의 인지

김한준, 홍종국, 

주형태
한국해양연구원

지구물리

물리탐사

Why is the Korean Seismicity Not 

So Severe As the Vicinities Such As 

NE China, SW Japan, and Sakhalin?

So Gu Kim, 

Erdenedalai 

Lkhasuren

한양대학교

지구물리

물리탐사

Moho Discontinuity Studies Beneath 

the Broadband Stations Using 

Receiver Functions in South Korea

Seoung Kyu 

Lee, So Gu 

Kim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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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물리

물리탐사

2001년 2월 28일 시애틀 지진자료의 

다성분 복소트레이스 특성 분석
이소영, 김기영 강원대학교

지구물리

물리탐사
남한지역의 3차원 P파 속도구조

박재우, *전정수, 

민경덕, *제일영

연세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구물리

물리탐사
2001. 1. 26 인도지진 피해특성 전명순, 전정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구물리

물리탐사

Surface wave를 이용한 한반도 주변 

지각구조

전정수, 전명순, 

*민경덕, 제일영, 

박윤경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세대학교

지구물리

물리탐사

JERS-1 SAR에 의한 백두산 지역의 침하 

관측

김상완, 원중선, 

*김정우, 민경덕

연세대학교, 

*세종대학교

지구물리

물리탐사

남서부 추가령 단층대에서의 중력탐사 

연구

박신규, 기정석, 

민경덕, 김원균
연세대학교

지구물리

물리탐사

경상분지에 대한 큐리점심도 추정 및 

지열 잠재성 검토
박인석, 박종남 동아대학교

개발·암반공학 터널화재시 온도 분포 CFD 분석 연구
서기윤, 김정욱, 

이창우
동아대학교

개발·암반공학
암석의 균열전파 및 결합형태에 관한 

실험적 연구
박남수, 전석원 서울대학교

개발·암반공학
절리 암반의 등가 수리전도도와 터널 내 

지하수 유입량 예측에 관한 3차원 연구
고태영, 문현구 한양대학교

개발·암반공학
심부작업장의 가스용출량 예측을 위한 

인공신경망 개발
유용호, 김진 인하대학교

개발·암반공학
노즐 혼합형 연마재 워터젯에 의한 

암석의 절삭에 관한 연구

김대일, *이정인, 

**최병희

(주)제일엔지니어링, 

*서울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구조지질학

응용지질학

터널 설계를 위한 지질 조사 및 3차원 

지질 모델링

배기훈, *윤운상, 

*김정환, 박남서

대덕공영주식회사, 

*서울대학교

구조지질학

응용지질학

수치표고모델을 이용한 선구조 추출

기법의 개발과 활용에 관한 연구

구자혁, 신진수, 

소칠섭, 최선규, 

*지광훈

고려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구조지질학

응용지질학

흙의 압밀변형에 따른 대자율 이방성 

특성 연구

김규상, *이윤수, 

**민경덕

유신코퍼레이션(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세대학교

구조지질학

응용지질학

턴키공사설계시 표준화된 지질도 작성법 

정립을 위한 제언

이성기, 양인재, 

전태훈, 이용호, 

*김명환

㈜삼보기술단, 

*진보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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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지질학

응용지질학

Barton-Bandis Joint Model을 이용한 

보은지역 암반사면 안정성 해석

이지수, 박혁진, 

구호본, 민경덕
연세대학교

구조지질학

응용지질학

Rock Slope Stability Snalyses by 

Using Monte Carlo Simulation and 

Point Estimate Method

Jung Ho Park, 

*Hyuck-Jin 

Park, Kyung 

Duck Min

Yonsei 

University,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암석학
경기북부 운악산일대 쥬라기 화강암류의 

분대 및 지구화학

윤현수, 홍세선, 

이윤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암석학

Optically Stimulated Luminescence 

Dating and Its Protocols Relevant to 

Geological Applications

Jeong-Heon 

Choi, *Duk-

Geun Hong, 

*Jeong-

Hee Han, 

**Chang-Bok 

Im, *Chang-

Sik Cheong, 

*Ho-Wan 

Chang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Basic 

Science Institute,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암석학
경상분지 동남부 제4기단층 비지대의 

지구화학적 연구
손승완, 장태우 경북대학교

암석학

Radiometric Ages and Nd-Sr 

Isotopes of Granitic Rocks in Cheju 

Volcanic Island

Kim Kyu 

Han, *Suzuki 

Kazuhiro, 

**Nagao 

Keisuke, 

*Tanaka 

Tsuyoshi, 

*Yogo S, Park 

Eun Jin

이화여자대학교, 

*일본 나고야대학, 

**일본 도쿄대학

암석학
청송 남동부 구암산 일대의 화산지질과 

칼데라

황상구, 안웅산, 

김상호
안동대학교

암석학
의성분지 보현산 화강암체에 나타나는 

마그마 불균질 혼합의 증거
좌용주, 김건기 경상대학교

광상학
Outline of Metallogenic Features of 

China

Zhai Yusheng, 

Deng Jun, 

Peng Runmin, 

Wang Jianping

China University 

of Geosciences

광상학

Contrast in Fluid Metallogeny 

between Tianmashan and 

Datuanshan Ore Deposit, Tongling, 

Anhui

Yangsong Du, 

Shihong Tian, 

Xuejun Li

China University 

of Geo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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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상학

The Mexican Pb, Zn and Ag 

Massive Sulfide Deposits in Youxi 

County, Central Fujian Province 

and Its Relationship with Paleo-rift 

mineralization Environment

Wu Ganguo, 

Zhang Da, 

Peng Runmin

China University 

of Geosciences

광상학

Mineralogical Characteristics of 

Iron Ores in the Panzhihua Deposit, 

Yunnan Province, China

H. Kaneda, 

T. Shoju, *S. 

Kobayashi, T. 

Okamoto

The University 

of Tokyo, 

*Kurashiki 

University of 

Science and The 

Arts

광상학

Characteristics and Formation 

Process of Tin-Polymetallic 

Mineralization at the Shinano Vein 

of Toyoha Mine, Hokkaido, Japan

Hiroharu 

Matsueda, 

Norio 

Tsushima, 

Eijun Ohta

The Hokkaido 

University

광상학

Mineralogical and Geochemical 

Aspects of the Rainbow 

Hydrothermal Field on Mid-Atlantic 

Ridge at 36° B14'N and 33° 53'W

LEE S.Y., 

Watanabe M

Hiroshima 

University

광상학 수륜광산의 열수변질대 분포특성

송윤섭, 최선규, 

*최상훈, 

**문영환, 

박찬재

고려대학교, 

*충북대학교, 

**대한광업진흥공사

광상학

가사도 화산성 천열수광상의 열수변질대 

특성 : 단파장적외선 기법에 의한 적용 

사례

김창성, 최선규, 

오상철, *이인우

고려대학교, 

*대한광업진흥공사, 

**충북대학교

광상학

Mineralogical and Geochemical 

Studies of Mesothermal Gold 

Mineralization at Seolhwa Mine, 

Korea

Chul-Ho Heo, 

Chil-Sup So, 

Seong-Taek 

Yun, Seon-

Gyu Choi

고려대학교

광상학

Chemical Composition and 

Deposition Conditions of Gold from 

the Seolhwa Mine

허철호, 소칠섭, 

윤성택, 최선규
고려대학교

광상학 중국 동릉 광화대의 철-동-금 광화작용

이현구, 김상중, 

Jingwu Yin, 

이찬희, 

*Yangsong Du, 

**Guanghua Liu

충남대학교, 

*중국 북경지질대학, 

**중국 동릉조산 

금자유한책임공사

광상학
Intrusion-Related Gold Deposits of 

Korea

최선규, 박상준, 

*최상훈, 

**신홍자

고려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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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상학
PIMA를 이용한 무극 광화대의 

열수별질대 연구

박상준, 최선규, 

김창성, 이동은
고려대학교

광상학 광상 탐사와 단파장적외선분광분석법
김창성, 박상준, 

최선규, 송윤섭
고려대학교

지하유체유동

석유공학

Radius to Investigation for 

Permeability Distribution in 

Heterogeneous Reservoirs

류상수 한국석유공사

지하유체유동

석유공학

유정시험 자료에 포함된 경계효과를 

고려하기 위한 경계요소법의 적용

이원석, *성원모, 

허대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양대학교

지하유체유동

석유공학

저류층 특성화를 위한 인공 신경망 해석 

기법의 적용
임종세, *김세준

한국해양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하유체유동

석유공학

브렌치 시스템을 이용한 다중 가스전 

취합 시스템의 죄적화 기법

노정용, 강주명, 

최종근, *류상수, 

**한국해양대학교

서울대학교, 

*석유공사, 

**한국해양대학교

지하유체유동

석유공학

유/가스 저류층 매장량 평가 및 분석 

모듈 개발

장민철, 최종근, 

*김세준

서울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경제 고령토 산업구조 및 활성화를 위한 제언 이경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경제
파키스탄 시니오트 철광 평가 

- 해외자원개발사례연구
김민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경제
국제원유시장 변동요인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
김유정, 허은녕 서울대학교

자원경제 광산자료의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김영인, 고상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처리 및

활용

홍천철광으로부터 모나자이트 회수를 

위한 혼합 선별공정 개발

전호석, 김준수, 

양정일, 박철현, 

문영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처리 및

활용

하동지역 티탄철석의 개발을 위한 선별

기술 개발

전호석, 양정일, 

박철현, 배광현, 

조성백, 김상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처리 및

활용

티타네이트 커플링제로 처리한 

카올리나이트의 IGC에 의한 산-염기 

특성측정

양영철, *정수복, 

*김병규, 

*채영배, 윤평란

전북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처리 및

활용

유기물 흡착에 의한 인상흑연 분체의 

표면특성변환 연구

김병곤, 최상근, 

정헌생, *이재장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강원대학교

자원처리 및

활용

폐망간전지 자원화를 위한 물리적 처리

공정연구

손정수, 안정관, 

박경호, 전호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처리 및

활용

탄산칼슘 현탁액의 분산성에 미치는 

Polyethyleneimine의 영향

이광희, 박재구, 

*안지환

한양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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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춘계

공동학술발표회 

(2001. 4. 27~28)

자원처리 및

활용

폐플라스틱을 기조로 한 고형연료(RDF)

제조 및 특성에 관한 연구
최우진, *정용희

수원대학교, 

*㈜코리아리싸이클

시스템

자원처리 및

활용

2성분계 경회토류 용매추출의 PC-88A 

및 금속농도 변화에 따른 분리계수

송수선, 오종기, 

*김준수

과학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처리 및

활용

Cu(Ⅱ)-NaCI 수용액에 의한 황동광으로

부터 구리의 침출에 관한 연구

신학균, 곽용완, 

이민용, *박재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양대학교

자원처리 및

활용

국내 주요 비금속 광물의 역산법에 의한 

분쇄율 및 분쇄분포 상수 결정

조희찬, 김정윤, 

이   훈
서울대학교

포스터
Petrology of Late Cenozoic Basalts 

in Vietnam

Pham Tich 

Xuan, *Hyun 

Koo Lee

Institute of 

Geological 

Sciences, NCST 

(Vietnam), 

*충남대학교

포스터
국내 일부 기반암의 유해방사성 U, Th, K 

함량 연구
홍영국, 홍세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한반도 중부지역 뢰스-고토양 층서의 

예비연구

염종권, *Toshiro 

Naruse, 신재봉, 

유강민, **Keiji 

Takemura

연세대학교, 

Hyogo University, 

**Kyoto University

포스터
중국 호남성 시죽원다금속광상의 

유체 포유물 연구

윤경무, 이현구, 

김상중
충남대학교

포스터

Application of Laser Ablation ICP-

MS in Trace Element Analysis of 

Fluid Inclusions: Preliminary Study 

using Artificial Fluid Inclusions

Insung Lee, 

Chungwan 

Lim, *Mansik 

Choi, *Chulho 

Yoon

서울대학교, 

*Korea Basic 

Science Institute

포스터 영산강 중류 사행천의 퇴적상 분석

정공수, *양동윤, 

*김주용, 

*이진영

충남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Ray Tracing을 이용한 지진파 특성 분석
전정수, 전명순, 

제일영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인프라사운드를 이용한 한반도

일원에서의 인공발파 식별
전정수, 제일영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Topex/Poseidon에서 관측된 동해 

해수면의 주기특성 연구

이준우, 민경덕, 

황종선, 원중선, 

*김정우

연세대학교, 

*세종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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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춘계

공동학술발표회 

(2001. 4. 27~28)

포스터
확률론에 기초한 암반 균열 모형 구축 

연구

신현준, *이대하, 

민경덕, 우남칠, 

*채병곤, 

*김원영

연세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Floodplain 경계의 사면경사연구-영산강 

하류일대

양동윤, *김종욱, 

*김진관, 김주용, 

남욱현, 이진영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학교

포스터

산불발생지역 침식형태 분류를 위한 

Landsat TM 영상의 활용 -강릉시립묘원 

일대 산불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양동윤, *정공수, 

이진영, 김주용, 

이창범, 김진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충남대학교

포스터

Geochemical and Geomagnetic 

Properties of Drill Core Sediments 

from the Youngjong Island: New 

Evidences of Sea Level Change 

during the Late Pleistocene to 

Holocene

Man-Jae 

Kwon, Seong-

Taek Yun, 

Seong-Jae 

Doh, Joong-

Hyuk Min

고려대학교

포스터

Hydrogeochemical Characteristics of 

Shallow Groundwater in the Western 

Coastal Area, Korea: Application 

of Geostatistical Methods for 

Discrimination of the Area Affected 

by Sea-Water Intrusion

박세창, 윤성택, 

채기탁, *이상규

고려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고온산화환경에서 흑운모의 결정구조 

변화

전철민, *김신애, 

문희수

연세대학교, 

*한국원자력연구원

포스터 하나로 중성자 산란장치와 연구동향

김신애, 성백석, 

이정수, 심철무, 

남기용, 최용남, 

한영수, 이창희

한국원자력연구원

포스터

독일 남부지역 분포한 상부지라기 졸른

호펜 석회암의 퇴적성인에 대한 

광물학적 연구

문지원, *박명호, 

송윤구, 문희수

연세대학교, 

*독일 뷔르쯔부르크

대학

포스터
제주도 토양의 성숙도에 따른 광물

조성의 변화 연구

하대호, 송윤구, 

이규호, 문희수
연세대학교

포스터

Removal of Orthophosphate from 

Aqueous Solution Using Water Plant 

Alum Sludge

김정현, 김재곤, 

문희수, 전철민
연세대학교

포스터
양산단층대의 단층비지 내 점토광물을 

이용한 단층의 활동시기 결정

성기훈, 문희수, 

강일모, 송윤구, 

*조등룡

연세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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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춘계

공동학술발표회 

(2001. 4. 27~28)

포스터

흑색셰일 분포지역 암석-토양-작물 

시스템에서의 Se 및 관련원소들의 

분산과 이동

박민, 전효택 서울대학교

포스터
시추공 지하수의 심도별 지구화학적 

특성

최현수, 고용권, 

배대석, 한경원, 

*윤성택

한국원자력연구원, 

*고려대학교

포스터 부곡지열수의 지화학적 진화과정

고용권, 김성용, 

*김천수, 

*김건용, 최현수

한국과학재단, 

*한국원자력연구원

포스터
절리성 블록 암반의 사면 불안정성 계측

기법 개발

이준용, 박형동, 

*J.Zvelebil, 

*J.Stemberk

서울대학교, 

*Institute of the 

Rock Structure 

and Mechanics

포스터
암석의 컬러 및 텍스쳐 분석을 위한 영상

처리기법 연구
장윤섭, 박형동 서울대학교

포스터
탄성반발 선별기를 이용한 국내 

무연탄의 건식선별 기술 개발

전호석, 박철현, 

양정일, 배광현, 

조성백, 신희영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주파수영역 모델링을 이용한 Least-

Squares Migration

윤광진, 신창수, 

서정희, *양승진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2001년 제77회

추계학술발표회 

(2001. 10. 18~19)

자원처리, 활용
Zig zag 분급기에서 회전속도가 

장석입자의 분급효율에 미치는 영향

신희영, *박제현, 

*박재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양대학교

자원처리, 활용 간섭침강분리기의 무연탄정제특성 연구 김정윤, 조희찬 서울대학교

자원처리, 활용
Clean Coal 생산을 위한 마찰하전형 

정전선별 기술개발

전호석, 신선명, 

박철현, 문영배, 

조성백, *최우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수원대학교

자원처리, 활용
실란 커플링제로 처리한 실리카의 표면

특성

양영철, 오은선, 

*정수복, 

*채영배, 윤평란

전북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처리, 활용 자동차의 수명과 리싸이클링 오재현 연세대학교

자원처리, 활용
황산용액에 의한 폐망간전지 중 Zn 및 

Mn의 선택침출

손현태, 안종관, 

손정수, 박경호, 

박인용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구물리탐사
흉노고분 탐지를 위한 전기비저항탐사 

적용

황학수, 황세호, 

이상규, *윤형원, 

*황보창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국립중앙박물관



388  · · The Korean Society of Mineral and Energy Resources Engineers 50th Anniversary

구분 주제 및 분야 제목 저자 소속

2001년 제77회

추계학술발표회 

(2001. 10. 18~19)

지구물리탐사
일광단층에 대한 전기비저항 및 탄성파

탐사

한수형, 김지수, 

*김학수, 

*최원석, 

*정창호, 

**이진한

충북대학교, 

*지오제니컨설턴트, 

**고려대학교

지구물리탐사
Simulated Annealing을 이용한 중력 

역산

임성근, *박영수, 

*임무택, 

**설순지

전북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구물리탐사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에서의 각 전극

배열에 따른 수평해상도 실험

우현욱, 이광배, 

송영수
전북대학교

지구물리탐사

3차원 음향파동방정식을 이용한 SEG/

EAGE 암염돔모델 자료의 역시간 구조

보정

윤광진, 신창수, 

홍순덕, 양동우, 

고승원, 하태영, 

김원식

서울대학교

지구물리탐사
벡터 네트웍 분석기를 이용한 레이다 

탐사 시스템 구현(Ⅰ)

조성준, 김정호, 

손정술, 이성곤, 

정승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구물리탐사
MPI를 이용한 중력자료의 병렬처리에 

관한 연구

이호영, 권병두, 

*오석훈, 

**이희순, 

임형래

서울대학교, 

*기상연구소, 

**인천교육대학교

지구물리탐사
저수지/방조제 누수탐지에 대한 자연

전위법 적용 및 수치해석

송성호, *권병두, 

*양준모

농업기반공사, 

*서울대학교

응용지질

응용지구화학

Multivariate Analysis of Groundwater 

Contamination for Environmental 

Site Assessment

이진용, 이명채, 

*이강근

㈜지오그린21, 

*서울대학교

응용지질

응용지구화학

Geochemical Variations in Some 

Korean Granites during the Early 

Stages of Weathering

민경원, 임길재, 

진호일
강원대학교

응용지질

응용지구화학

화천지역 고령토의 물리·화학적 및 

열처리 특성
진호일, 민경원 강원대학교

응용지질

응용지구화학

투수성 반응벽체 반응물질로서의 

제철폐기물의 비소제거 특성 평가

안주성, 전철민, 

문희수, *김경웅

연세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응용지질

응용지구화학

광주광역시 도로변 먼지 중의 Cd, Cu, 

Fe, Mn, Pb, Zn 함량분포에 관한 연구

이언호, 이효재, 

윤정한
전남대학교

응용지질

응용지구화학

Seawater Mixing and Anthropogenic 

Pollution of Shallow Groundwaters 

in Western Coastal Area

박세창, 윤성택, 

김동일, *이상규

고려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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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제77회

추계학술발표회 

(2001. 10. 18~19)

응용지질

응용지구화학

Nitrate pollution of Alluvial 

Groundwater in Nakdong River 

Basin, Korea

민중혁, 윤성택, 

채기탁, *김형수

고려대학교, 

*수자원공사

응용지질

응용지구화학

RQD의 3차원 분포 도시화와 변화특성에 

관한 연구 및 현장적용 검토
최시영, 박형동 서울대학교

석유공학

지하유체공학

균열 길이 분포 및 균열 간극의 공간 

분포에 따른 용질 거동에 관한 전산 연구

한충용, 강주명, 

최종근
서울대학교

석유공학

지하유체공학
환경 데이터베이스의 설계 및 구축 이근상, 이병희 경기대학교

석유공학

지하유체공학

투과도 필드 생성을 위한 SSC 방법의 

적용
이원석, 허대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석유공학

지하유체공학

파이프라인에서의 저속 다상 유체 유동 

해석 연구

이희재, *건오광, 

*류상수, 성원모

한양대학교, 

*석유공사

석유공학

지하유체공학

Berea 사암에서 하이드레이트의 형성 및 

해리 실험연구

강현, 이호섭, 

성원모
한양대학교

자원경제
국내 광해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대형, 이경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암반공학

터널공학

The Actural Results of 

Hydrofracturing Stress Measurement 

and Applicability of the Single 

Fracture Probe for Stress 

Measurement

Yoshiaki 

Mizuta

Yamaguchi 

University

2001년 제77회

추계학술발표회 

(2001. 10. 18~19)

암반공학

터널공학

삼차원 불연속 변형 해석을 이용한 블록

거동해석
장현익, 이정인 서울대학교

암반공학

터널공학

삼축 압축하에서 탄성파 속도의 

이방성을 고려한 미소파괴음의 3차원 

음원 추적

조혁기, 이정인 서울대학교

암반공학

터널공학

인접터널간 canopy 설치에 따른 환기

효과 분석연구

서기윤, 김정욱, 

이창우
동아대학교

암반공학

터널공학
영상처리에 의한 절리 궤적 추적

이효석, 김재동, 

김종훈
강원대학교

암반공학

터널공학

터널막장보강 수치해석을 위한 복합체 

역학의 응용
김광진, 문현구 한양대학교

포스터 보정된 역산법에 의한 토모그래피 작성

서백수, 김훈, 

이재영, 손권익, 

*서정희

강원대학교, 

*서울대학교, 

**동서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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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제77회

추계학술발표회 

(2001. 10. 18~19)

포스터
회토류광물 회수율 향상을 위한 선별

공정 개발

전호석, 문영배, 

신선명, 박철현, 

김준수, *이재장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강원대학교

포스터 황산용액에서 LiCoO2의 환원침출 이철경, 김낙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바나듐 함유 폐촉매를 이용한 

폐로바나듐 제조
양동효, 이철경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Hydrogeochemical and Isotopic 

Studies of Tunnel Seepage Water 

in the YangYang Power Plant 

Construction Site, Korea

In-Sik Yoo, 

Seong-Taek 

Yun, *Yong-

Kwon Koh

Korea University,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포스터

Reconsideration of 

Hydrogeochemical Data of 

Geothermal Waters in the 

Magumsan and Bugok area

박성숙, 윤성택, 

소칠섭, 채기탁, 

*고용권

고려대학교, 

*원자력연구소

2001년 제77회

추계학술발표회 

(2001. 10. 18~19)

포스터
안쪽축이 회전하는 환형관내 비뉴튼 

유체의 Vortex 유동연구

김영주, 황영규, 

우남섭, 권혁정
성균관대학교

포스터
유류오염지역 지하수 환경 조사의 

문제점 분석

이진용, 이명재, 

*최예권, 

*이강근

㈜지오그린21, 

*서울대학교

Application of 

Geosystem 

Engineering for 

Optimal Design 

of Underground 

Development 

and 

Environment 

in 21 Century 

(2001.10. 18~19)

Keynote 

Lecture

The Inner Lining System in 

Norwegian Traffic Tunnels

professor 

Einar Broch

Norweg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Keynote 

Lecture

Pollution of Rivers Resulting from 

Historical Mineral Extraction in 

Wales

Dr. Ron Fuge
University of 

Wales

Design 

Methods 

and Field 

Application 

of Unlined 

Tunneling 

and Shield 

Tunneling

Actual Technology and 

Development of Shield TBM 

Tunnelling, and Practical 

Experiences in Berlin, Germany

Hans-Martin 

Braun

Lahmeyer 

International 

GmobH., 

(Germany)

Design 

Methods 

and Field 

Application 

of Unlined 

Tunneling 

and Shield 

Tunneling

Analysis of Open TBM Performance 

in Korea

C.Y. Kim, G.J. 

bae, S.W.Lee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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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Geosystem 

Engineering for 

Optimal Design 

of Underground 

Development 

and 

Environment 

in 21 Century 

(2001.10. 18~19)

Design 

Methods 

and Field 

Application 

of Unlined 

Tunneling 

and Shield 

Tunneling

Design of the Slurry Type Shielded 

TBM to Excavate the Alluvial Strata 

in Downtown Area

W. Jee

Chungsuk 

Engineering Co. 

Ltd

Design 

Methods 

and Field 

Application 

of Unlined 

Tunneling 

and Shield 

Tunneling

The Evaluation of TBM Application 

from Design and Construction 

Cases of Long Tunnels

S.B. Chang

Yooshin 

Engineering Co. 

Ltd

Design 

Methods 

and Field 

Application 

of Unlined 

Tunneling 

and Shield 

Tunneling

The Infulence of Rock Joint 

Surface Roughness on Rock 

Joint Shear Strengh

S.W. Lee, 

*I.M. Lee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Korea 

University

Design 

Methods 

and Field 

Application 

of Unlined 

Tunneling 

and Shield 

Tunneling

NATM Tunnel Design without RMRM 

& Q-system in Taiwan High Speed 

Rail Project

D. Kim

Hyundai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Design 

Methods 

and Field 

Application 

of Unlined 

Tunneling 

and Shield 

Tunneling

Consideration of Rock Mass 

Anisotropy in Tunnel Design and 

Excavation

S. Jeon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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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Geosystem 

Engineering for 

Optimal Design 

of Underground 

Development 

and 

Environment 

in 21 Century 

(2001.10. 18~19)

Design 

Methods 

and Field 

Application 

of Unlined 

Tunneling 

and Shield 

Tunneling

A Study on the Assessment System 

of TBM Tunneling Procedure
H.K. Moon

Hanyang 

University

Applications of 

Geophysical 

Techniques to 

Environmental 

Problems

High-Resolution Geophysical 

Methods for Engineering and 

Environmental Applications

Hideki Saito
OYO Corporation 

Japan

Applications of 

Geophysical 

Techniques to 

Environmental 

Problems

Case Histories of Shallow 

Seismic Reflection Methods in the 

Environmental Problems in the 

Engineering Works

J.Y. Kim KIGAM

Applications of 

Geophysical 

Techniques to 

Environmental 

Problems

Geophysical Mapping of Soil 

Contamination by Waste Disposal
H.S. Chang

Three TECH 

Engineering

Applications of 

Geophysical 

Techniques to 

Environmental 

Problems

Assessment of Seawater Intrusion 

from Geophysical Data in the 

Western Coastal Area of Korea

S.K. Lee, I.H. 

Park, *S.T. 

Yun, H.S. 

Hwang, S. H. 

Hwang, J.H. 

Shin

KIGAM, *Korea 

University

Applications of 

Geophysical 

Techniques to 

Environmental 

Problems

Application of Geophysical 

Prospecting Methods to Investigation 

of Contaminated Soil with Petroleum 

Products

S.G. Park, 

*Y.H. Song, 

S.H. Song, 

Y.W. Kim

KARICO, *KIGAM

Applications of 

Geophysical 

Techniques to 

Environmental 

Problems

Application of Geophysical Methods 

for Understanding the Change of 

Geological Environments Due to 

Underground Structures

H.S. Hwang, 

T.S. Lee, W.K. 

Song, *J.H. 

Choi, **C.K. 

Moon

KIGAM, *Korea 

Train Expres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Applications of 

Geophysical 

Techniques to 

Environmental 

Problems

Application of Geophysical 

Exploration Technology in Solid 

Waste Landfill

S.Y. Jeong

Subsurface 

Information 

Technologie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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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Geosystem 

Engineering for 

Optimal Design 

of Underground 

Development 

and 

Environment 

in 21 Century 

(2001.10. 18~19)

Geochemical 

Techniques 

Applied 

to Geo-

environmental 

Problems

Assessment of Environmental 

Mobility by Selective Dissolution 

Methods and Column Studies

M. Sager

Institute of 

Agricultural 

Ecology (Austria)

Geochemical 

Techniques 

Applied 

to Geo-

environmental 

Problems

Environmental Problems in 

Abandoned Coal Mines in Korea
Y.W. Cheong KIGAM

Geochemical 

Techniques 

Applied 

to Geo-

environmental 

Problems

Environmental Problems of 

Metalliferous Mines in Korea
M.C. Jung

Semyung 

University

Geochemical 

Techniques 

Applied 

to Geo-

environmental 

Problems

Radon Geochemistry in Geological 

and Indoor Environments
H.T. Chon

Seoul National 

University

Geochemical 

Techniques 

Applied 

to Geo-

environmental 

Problems

Environmental Problems in Landfill 

Sites

Dr. Scoot 

Chong

OCS 

Engineering-

Gage Babcock 

International Co. 

(USA)

Geochemical 

Techniques 

Applied 

to Geo-

environmental 

Problems

Risk Assessment and Bioavailability 

of Toxic Heavy Metals Using the 

SBET

J.S.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Geochemical 

Techniques 

Applied 

to Geo-

environmental 

Problems

Bacterial Effects on Geochemical 

Behavior of Elements and Their 

Applicability to Environmental 

Remediation

J.U. Lee K-J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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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Geosystem 

Engineering for 

Optimal Design 

of Underground 

Development 

and 

Environment 

in 21 Century 

(2001.10. 18~19)

Environmentally 

Friendly 

Reutilization of 

Construction 

Waste 

Materials

The State of Recycling and 

Processing Technology of 

Construction Wastes in Japan

Inokuma Akira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Japan)

Environmentally 

Friendly 

Reutilization of 

Construction 

Waste 

Materials

The Policy of the Domestic 

Construction Environment and the 

Plans for the Site Management

B.O. Kang, 

*J.W. Ahn

Ministry of 

Construction & 

Transporation, 

*KIGAM

Environmentally 

Friendly 

Reutilization of 

Construction 

Waste 

Materials

Reclamation Technology of 

Recyclable Aggregates by the 

Heating and Grinding Method

J.W. Ahn, H.S. 

Kim
KIGAM

Environmentally 

Friendly 

Reutilization of 

Construction 

Waste 

Materials

Utilization of Recycled Aggregate as 

Aggregate for Concrete
S.H. Lee KICT

Environmentally 

Friendly 

Reutilization of 

Construction 

Waste 

Materials

Recycling Technology of 

Construction Waste Aggregate by 

Using Ambient Temperature Curing 

Inorganic Binder

S.H. Lee, *S.H. 

Lee, **H.S. 

Lim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of 

KORES, *KICT, 

**Sukgyung A·T 

Co., Ltd.

Environmentally 

Friendly 

Reutilization of 

Construction 

Waste 

Materials

The Use of Recycled Materials in 

Highway Construction
S.H. Lee

Hyundai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Environmentally 

Friendly 

Reutilization of 

Construction 

Waste 

Materials

Recycling and Re-vitalization 

Methods of Construction Waste 

Meterials

J.T. Oh
Insun Enterprise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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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Geosystem 

Engineering for 

Optimal Design 

of Underground 

Development 

and 

Environment 

in 21 Century 

(2001.10. 18~19)

Environmentally 

Friendly 

Reutilization of 

Construction 

Waste 

Materials

Optimum Control and Treatment 

Methods of Construction Waste
C.G. Phae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Technology

Environmentally 

Friendly 

Reutilization of 

Construction 

Waste 

Materials

Application of Life-cycle 

Assessment (LCA) Techniques to 

Recycling of Building Materials

W.Z. Choi, C.K. 

Cung, H.J. 

Koo

The University of 

Suwon

Fluid Flow 

through 

Fracture 

System

Integrated Fractured Reservoir 

Modeling Using Both Descrete and 

Continuum Approaches

Ahmed 

Ouenes, 

Veritas, *Lee 

J. Hartley

(RC)2 

Technologies, 

*AEA 

Technology

Fluid Flow 

through 

Fracture 

System

Trace Transport in Artificially 

Fractured Samples Using Streamline 

Simulation

J. Choe, M. 

Jang

Seoul National 

University

Fluid Flow 

through 

Fracture 

System

Relations between Characteristics of 

Solute Transport with Geostatistical 

Parameters of Aperture Distribution 

in a Fracture

J.H.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Fluid Flow 

through 

Fracture 

System

Natural Gas from Naturally Fractured 

Coal Seam Reservoirs
W. Sung

Hanyang 

University

Fluid Flow 

through 

Fracture 

System

A Development of Fractal 

Groundwater Flow Model
B.H. Chon Inha University

Fluid Flow 

through 

Fracture 

System

Analysis of Well Testing Data 

Using Boundary Element Method in 

Naturally Fractured Reservoirs

W.S. Lee KIGAM

Fluid Flow 

through 

Fracture 

System

Fractional Calculus and Its 

Application to the Analysis of the 

Flow through Fractally Fractured 

Reservoirs

H.W. Park KIGAM



396  · · The Korean Society of Mineral and Energy Resources Engineers 50th Anniversary

구분 주제 및 분야 제목 저자 소속

Application of 

Geosystem 

Engineering for 

Optimal Design 

of Underground 

Development 

and 

Environment 

in 21 Century 

(2001.10. 18~19)

Fluid Flow 

through 

Fracture 

System

Analysis of Groundwater Flow in the 

Vicinity of Tunnel Drilling Site
S.J. Kim KIGAM

비철금속자원 

활용 및 

리싸이클링 

Workshop 

(2002. 3. 15)

백금족 금속 제련 및 재활용 기술 현황 이재천 KIGAM

LG-Nikko 동제련 공정 안승천 LG-Nikko R&D

Silver Recovery from Zinc Leach 

Residues: Floatabilites and 

Recovery of Silver Minerals from the 

Zinc Leach Residues

Joo Young 

Kim

Mineral 

Processing 

(Canada)

Top Submerged Lance(TSL) 

Technology에 의한 산업폐기물의 

자원화

장지원 고려아연㈜

Processing of Slags, Cottrell Dust 

and Anode Slimes from the Copper 

Smelter for Recovery of Copper and 

Valuable Metals 

Joo Young 

Kim

Mineral 

Processing 

(Canada)

2002년 춘계

공동학술발표회 

(2002. 4. 26~27)

초청강연
Soil Mineralogy: Recent Discoveries 

and Their Implications
Joe B. Dixon

Texas A&M 

university

김옥준상 

특별강연

서해안 연안퇴적물과 육상암석 성분과의 

관계
지정만 인하대학교

초청강연

Environmental Geochemistry of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in the 

Pearl River Delta

Pingan Peng

Guanzhou 

Institute of 

Geochemistry

초청강연
Aqueous Processing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Fiona M. Doyle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초청강연

Pararsenolamrite, a New Polymorph 

of Native As, from Au-Ag-Sb-As 

Epithermal Vein-Type Deposits of 

the Mukuno Mine, Kyushu, Japan

Shimizu M
Toyama 

University

지구환경

응용지구화학

생물학적 침출법을 이용한 우라늄 오염

토양정화: 함우라늄 흑색세일을 

대상으로 한 실험실적 연구

이종운, 김성민, 

김인수, 김경웅
광주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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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춘계

공동학술발표회 

(2002. 4. 26~27)

지구환경

응용지구화학

금은광산 일대의 비소 및 중금속 유출의 

저감을 위한 콜로이드 반응 벽체 적용 

가능성

고일원, 김주용, 

이상우, 김경웅
광주과학기술원

지구환경

응용지구화학

토양세척기법에 의한 광미내 비소처리 

및 처리공정 모니터링

이상우, 고일원, 

이종운, 김경웅
광주과학기술원

지구환경

응용지구화학

시계열분석에 의한 토양가스 라돈농도의 

변화특성 고찰
제현국, 전효택 서울대학교

지구환경

응용지구화학

동일과 옥동광산 주변지역의 비소 및 중

금속원소들의 환경 오염 특성

이지민, 전효택, 

이진수
서울대학교

지구환경

응용지구화학

폐금속광산 광미와 토양내 카드뮴의 

생물흡착처리의 적용 가능성

박진희, 이진수, 

전효택
서울대학교

지구환경

응용지구화학

Environmental Geochemistry of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in the 

Pearl River Delta

Pingan Peng, 

Jiamo Fu, 

Guoying 

Sheng, 

Xianming Xiao, 

Ganzhang, 

Xinming Wang, 

Bixian Mai, 

Rong Ran, 

Fanzhong 

Cheng

Guangzhou 

Institute of 

Geochemistry

지구환경

응용지구화학

전과정평가와 simulated annealing을 

통한 폐수처리 공정의 환경적 최적화

전해표, 전효택, 

김영석, 조희찬
서울대학교

지구환경

응용지구화학

토양가스 라돈분포를 결정하는 

토양물성들의 효과
강치구, 전효택 서울대학교

지구환경

응용지구화학

The Effects of Chelating Agents and 

Metal Speciation in Phytoremediation
이소영, 전효택 서울대학교

지구환경

응용지구화학

폐금속광산 지역에서 As, Cd 및 Zn의 

노출경로에 따른 인체위해도 평가
이진수, 전효택 서울대학교

지구환경

응용지구화학

Stabilization of Available Arsenic in 

Highly Contaminated Mine Tailings 

using Iron

Ju-Yong Kim, 

*Allen P. Davis

광주과학기술원, 

*Maryland 

University

지구환경

응용지구화학

갑정탄광 자연정화처리 시설내 

광산배수의 지화학적 특성변화

임길재, 정영욱, 

강상수, 조영도, 

민정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구환경

응용지구화학

국내 광산배수 자연정화처리시설의 정화

성능 평가

정영욱, 임길재, 

민정식, 조영도, 

강상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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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환경

응용지구화학

장흥지역 하상퇴적물에 대한 원소의 

분산 특성

박영석, *한민수, 

**신성천, 

김종균, 장우석

조선대학교,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구환경

응용지구화학

Study on the Origin and Migration 

of the Pollutants in Precipitation and 

Surface Water in Seoul, Korea

Chungwan 

Lim, Insung 

Lee

서울대학교

지구환경

응용지구화학

황철석 한약재의 수치후 광물학적 특성

변화
황정, *허순도 대전대학교

지구환경

응용지구화학

광미야적장 주변 논토양 공극수의 지구

화학적 특성
정주연, 이상훈 가톨릭대학교

지구환경

응용지구화학

섬진강 중류 (곡성-순창) 구간의 

하상특성 연구

남욱현, 양동윤, 

김주용, 김진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구환경

응용지구화학

광산폐기물 오염 논토양내 중금속의 

지구화학적 거동

김정현, 안주성, 

*김재곤, 문희수

연세대학교, 

*농업기반공사

지구환경

응용지구화학

Geochemistry of Volcanic 

Rocks from Guryong Peninsula, 

Southeastern Part of Korea

Suckhwan 

Song, 

*Hyunkoo Lee, 

*Pham Tich 

Xuan

중부대학교, 

*충남대학교

지구환경

응용지구화학

Bimodal, Hydrogeochemical and 

Isotopic Evolution of Bedrock 

Groundwaters in Relation to 

Underground Tunneling

In-Sik Yoo, 

Seong-Taek 

Yun

고려대학교

지구환경

응용지구화학

Equilibrium Sorption of Heavy 

Metals (Pb, Zn, Cd, Cu) onto Scoria: 

Comparison of Hematite and PAC

Jang-Soon 

Kwon, Seong-

Taek Yun

고려대학교

지구환경

응용지구화학

Characterization of Groundwater 

Chemistry Using 3H/3He Age- 

dating

Jeonghoon 

Lee, Byeongju 

Jung, Jun-Mo 

Kim, Ho-Wan 

Chang

서울대학교

지구환경

응용지구화학

토양세척 장치에 의한 유류 오염 부지 

토양 정화

이달희, *나인욱, 

*황경엽
연세대학교, *KIST

지구환경

응용지구화학

영광 백수지역의 해수영향에 의한 수리

지구화학적 특성

김통권, *이현구, 

김용욱, 신현모, 

*조춘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충남대학교

지구환경

응용지구화학

Carbon and Water Cycles in the 

Mississippi River Basin : Implications 

for the Northern Hemisphere 

Residual Terrestrial Sink

Dongho Lee, 

*Jan Veizer

연세대학교, 

*University of 

Otta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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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환경

응용지구화학

영월·정선·평창지역 폐 석탄광 

산성광산배수의 환경오염 평가
정명채 세명대학교

지구환경

응용지구화학

우리 나라 백미에 함유된 중금속의 자연

함유량 조사
정명채, *윤성택

세명대학교, 

*고려대학교

지구물리

물리탐사

Geomagnetic Depth Sounding Study 

in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Seok-Hoon 

Oh, Jun-Mo 

Yang, Duk-

Kee Lee, Jae-

Cheol Nam

Meteorological 

Research 

Institute

지구물리

물리탐사

정방형 전극배열에 의한 3차원 

전기비저항 탐사 연구
서명성, 조동행 인하대학교

지구물리

물리탐사

관상 이상대 탐지를 위한 정방형 

전기비저항 탐사 원위치 모델 연구
정진경, 조동행 인하대학교

지구물리

물리탐사

시추공간 전기비저항 탐사에서 겉보기 

비저항의 거동 특성

조인기, 김기주, 

김하림, 김건수, 

한성훈, 임진택, 

이원경

강원대학교

지구물리

물리탐사

혼합배열을 사용하는 시추공간 

전기비저항 탐사

조인기, 한성훈, 

김기주
강원대학교

지구물리

물리탐사

전극배열에 따른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 

영상 비교
조인기, 한성훈 강원대학교

지구물리

물리탐사

해저 은닉 전도체 탐지를 위한 시추공전

자탐사와 시추공3성 분자력탐사

정현기, *조철현, 

*최재화, 

*차영호, 

**설순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하정보기술, 

**부경대학교

지구물리

물리탐사

쉴드 TBM 터널 상부배면 

전기비저항탐사 사례

정현기, *이종석, 

**안희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성원건설, 

**㈜희송

지구물리

물리탐사

육상 3차원 탄성파 자료의 surface-

consistent 정보정 적용 사례

신동훈, 박재우, 

지준, 이두성
한성대학교

지구물리

물리탐사
물리탐사를 이용한 지하 매설물 탐지

황학수, 이태섭, 

*문창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충남대학교

지구물리

물리탐사

지형을 포함한 MT자료의 2차원 

모델링과 역산

이성곤, 송윤호, 

김정호, 정승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구물리

물리탐사

밀도 분포가 불균질한 산악지형에서의 

3D 중력 역산

박계순, 권병두, 

*이희순, 

**정승환

서울대학교, 

*인천교육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구물리

물리탐사

Practical Parallel Processing of 

Geophysical Data

이호용, 권병두, 

임형래, *오석훈

서울대학교, 

*기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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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물리

물리탐사

지표레이다 탐사자료의 유한차분 

구조보정

이명종, 김정호, 

정승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구물리

물리탐사

GIS를 이용한 지하정보 관리 시스템 

개발과 웹서비스
윤왕중, 김지영 전남대학교

지구물리

물리탐사

3D Reverse-time Migration Using 

Acoustic Wave Equation: An 

Experience of SEG/EAGE Salt Data 

Set

Kwangjin 

Yoon, 

Changsoo 

Shin, Soonduk 

Hong, 

*Seungjin 

Yang, 

**Sangyong 

Suh

Seoul University, 

*Hanyang 

University, 

**KIGAM

지구물리

물리탐사

Pseudo-multiscale Waveform 

Inversion for Velocity Modeling

Dongwoo 

Yang, 

Changsoo 

Shin, Kwangjin 

Yoon, 

*Seungjin 

Yang, 

*Junghee Suh, 

Soonduk Hong

Seoul University, 

*Hanyang 

University

지구물리

물리탐사

블록매개변수화를 이용한 반사 주시 

토모그래피

김원식, 홍순덕, 

신창수, *양승진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지구물리

물리탐사

A Fast Scheme for Inverting Single-

Hole Electromagnetic Data

Hee Joon Kim, 

*Jung-Mo 

Lee, **Ki Ha 

Lee

Pukyong 

University, 

*Kyungpook 

University, 

**Lawrence 

Berkeley Nat'l 

Lab

지구물리

물리탐사

한반도 남동부 근해 제4기 단층의 

분포와 특성

김한준, 주형태, 

홍종국, 박건태, 

남상헌

한국해양연구원

지구물리

물리탐사

다중 주파수 이동 송수신 전자탐사 

자료의 해석

손정술, 설순지, 

조성준, 송윤호, 

정승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구물리

물리탐사

팔공산 화강암과 인근지역의 중력탐사 

연구

황종선, 최철, 민

경덕
연세대학교

지구물리

물리탐사

전기비저항과 시간영역전자 

수직탐사자료의 복합역산에 의한 

영광지역 해수침투대 해석

길준호, *신제현, 

**박인화, 

**이상규, 

송무영

충남대학교, 

*한양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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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물리

물리탐사

지표/시추공 물리탐사를 이용한 

연안지역 해수침투대의 평가

황세호, *신제현, 

박인화, 이상규, 

*양승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양대학교

지구물리

물리탐사
탄성파 속도를 이용한 암반평가

황세호, 이태섭, 

*양승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양대학교

지구물리

물리탐사

중력자료를 이용한 한반도 중부 대륙- 

해양지역의 지각구조 연구
유상훈, 민경덕 연세대학교

지구물리

물리탐사

진폭 스펙트럼비를 이용한 인공지진 

식별

박윤경, 전정수, 

전명순, 제일영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구물리

물리탐사

국소 비선형 근사를 이용한 전자탐사 

3차원 모델링 및 역산

조성준, 송윤호, 

*서정희, 정승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학교

자원처리 및 

활용

스피넬 형 망간산화물 흡착제의 합성과 

해수중에서의 리튬이온 흡착능

정강섭, 이재천, 

정진기, 김은진, 

*김양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성균관대학교

자원처리 및 

활용
내화첨가제로서의 질석의 효과 강진구, 강헌찬 동아대학교

자원처리 및 

활용
석탄회를 이용한 폐수 내 중금속 제거

오달영, 조희찬, 

전효택
서울대학교

자원처리 및 

활용
간섭침강분리의 모델링 김정윤, 조희찬 서울대학교

자원처리 및 

활용

모나자이트 회수율 향상을 위한 

부유선별 기술개발

전호석, 신선명, 

임길재, 문영배, 

김준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처리 및 

활용

석회석 소성 Pattern이 생석회 품질 및 

분화에 미치는 영향
서인국, 이덕원 Posco기술연구소

자원처리 및 

활용

Aqueous Processing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Fiona M. Doyle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자원처리 및

 활용

다공성 세라믹 펠렛의 제조 및 

촉매담체로의 응용
이정식, 박재구 한양대학교

자원처리 및 

활용

기체투과법을 이용한 다공성 세라믹 

지지체의 기공크기 평가
김현중, 박재구 한양대학교

자원처리 및 

활용

특수 고화제를 이용한 유해폐기물의 

고형화에 관한 연구
최우진, *권남선

수원대학교, 

*㈜켐엔텍

자원처리 및 

활용

실관지지액막(HFSLM)에 의한 Co-Ni 

혼합용액으로부터 Co의 분리

이재천, 정진기, 

남철우, 정강섭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개발·암반공학
확률적 방법을 이용한 지하구조물 

안정성 해석
나상민, 문현구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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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암반공학 폐광(화전지역)지역 지반보강 설계사례 방기문, 전효택 서울대학교

개발·암반공학
지하공간 시공중 덕트를 포함한 

환기망 모델링 및 적용
이원준, 김진 인하대학교

개발·암반공학
선혼합형 연마제 워터젯을 이용한 

암석 천공에 관한 연구

서호영, 한송수, 

김영조, 이정인
서울대학교

개발·암반공학

Mohr-Coulomb 및 Hoek-Brown 

파괴기준을 적용한 원형공동의 소성거동 

분석

이용섭, 문현구 한양대학교

개발·암반공학
암반의 3차원 불연속면 연결망 내에서의 

지하수 유동해석
방상혁, 전석원 서울대학교

개발·암반공학 숏크리트 보강섬유의 분산 특성 연구 하태욱, 양형식 전남대학교

개발·암반공학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산정길이가 RQD에 

미치는 영향 연구
최시영, 박형동 서울대학교

구조지질학

응용지질학

감포-기장간 해안단구 변위율 및 신기지

구조운동

최성자, *D. 

Merritts, **Y.

Ota, 최위찬, 

류충렬, 

***임창복, 

****정창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Frankline & 

Marshall College, 

**Yokohama 

University, 

***원자력안전기술원, 

****기초과학지원연구소

구조지질학

응용지질학
양산 물금-유계리간 양산단층 분절

최성자, *박준범, 

최위찬, 류충렬, 

최범영, 

**임창복, 

***정창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미극동공병단, 

**원자력안전기술원, 

***기초과학지원연구소

구조지질학

응용지질학
울산단층 인접 동쪽의 단층 분절

최성자, 최위찬, 

류충렬, 최범영, 

*임창복, 

**정창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자력안전기술원, 

**기초과학지원연구소

구조지질학

응용지질학
울진지역의 하부고생대 층서

손길상, 이기무, 

정두진

광진공,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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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지질학

응용지질학

영남육괴 지리산 지역에 분포하는 변성

퇴적암과 우백대의 SHRIMP U-Pb 저콘 

연대측정: 원생대 전기(2,002 Ma-1,864 

Ma)의 퇴적과 광역변성 작용

조등룡, 

*김용준, 

**Richard 

Armstrong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전남대학교, 

**Australian Nat'l 

University

구조지질학

응용지질학

인공위성 레이더를 이용한 지반침하 

관측

김상완, 이창욱, 

홍상훈, 원중선
연세대학교

구조지질학

응용지질학
수치 지질주제도 데이터 모델 분석

이기원, *박노욱, 

*지광훈

한성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구조지질학

응용지질학

양산단층대 남부 상천리 일대의 신기단

층운동에 대한 트렌치 조사
경재복 한국교원대학교

구조지질학

응용지질학

Stochastic Fracture Characterization 

for a Tunnel Site in Southern 

California

Jeong-Gi 

Um, *P.H.S.W. 

Kulatilake

부경대학교, 

*University of 

Arizona

Geotourism
석조문화재 풍화의 정량적 평가기법 

기초연구

이상균, 신기혜, 

박형동
서울대학교

Geotourism
석조물 표면의 흑화현상에서 나타나는 

염과 그 영향

도진영, *J. 

Riederer

서울대학교, 

*Rathgen 

Forschungslabor 

(Germany)

Geotourism 불국사 다보탑과 석가탑의 지반 특성 서만철, *최희수
공주대학교, 

*(주)고려구조ENG

Geotourism
공주 능치지역 천부지하구조에 대한 

지구물리학적 연구
김기현, 서만철 공주대학교

Geotourism
회암사지 선각왕사비의 암석학적 특성과 

훼손 및 복원

이찬희, *최석원, 

*남광우, 

**김사덕, 

*서만철

충남대학교, 

*공주대학교, 

**국립문화재연구소

Geotourism 군위 삼존석굴의 지질환경과 보존대책
황상구, 김수정, 

이현우
안동대학교

광상학·암석학

Pararsenolamrite, a New Polymorph 

of Native As, from Au-Ag-Sb-As 

Epithermal Vein-type Deposits of 

the Mukuno Mine, Kyushu, Japan

Shimizu, M., 

*Matsubara, 

S., *Miyawaki, 

R., 

**Yamanaka, 

T.

Toyama 

University, 

*National 

Science Museum



404  · · The Korean Society of Mineral and Energy Resources Engineers 50th Anniversary

구분 주제 및 분야 제목 저자 소속

2002년 춘계

공동학술발표회 

(2002. 4. 26~27)

광상학·암석학
정선군 신동-남면 일대의 

고품위석회석의 분포특성

서경환, 장병두, 

손길상, 박찬근
대한광업진흥공사

광상학·암석학
국내 천열수 금광 탐사사례 -전남 해남 

지구

이인우, 이희숙, 

*김완중

광진공, 

*코리아익스플로레이션

광상학·암석학

광물성 한약재로 이용되는 철산화 및 

수산화 광물의 분광학적 특성과 

자기감응력

김선옥, 박맹언, 

*정율필

부경대학교, 

*대한광업진흥공사

광상학·암석학
고대토기의 산지 및 소성온도에 관한 

광물학적 연구

장성윤, 이수정, 

문희수, *이기길

연세대학교, 

*조선대학교

광상학·암석학

Characterizing the Hydrothermal 

Alteration Zone of the Mugeug 

Area, Using Short-wave Infrared 

Spectroscopy

Park Sang 

Joon, Choi 

Seon Gyu, Lee 

Dong Eun

고려대학교

광상학·암석학
단파장적외선 분광분석법에 의한 열수

변질대의 탐사 연구

김창성, 박상준, 

최선규
고려대학교

광상학·암석학

A Petrochemical Study of Granite 

and Fe-W Mineralization in the 

Ulsan Skarn Deposit

Lee Jung 

Gwan, Choi 

Seon-Gyu

고려대학교

자원경제 국내 희유금속 기술개발 현황 이경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경제
국내 제조업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설비

투자 결정요인 분석
안은영, 허은녕 서울대학교

자원경제
환경규제와 경제성장간의 인과관계분석

-미국과 한국의 비교
김유정, 허은녕 서울대학교

자원경제 국내 석유제품가격의 구조변화 분석 오선아, 허은녕 서울대학교

자원경제
인과관계검정을 통한 국제유가 변동요인 

분석
허은녕, 김유정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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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유체유동

석유공학

비균일 공간분포 자료를 이용한 프랙탈 

조건부 시뮬레이션
기세일, 최종근 서울대학교

지하유체유동

석유공학

취수장 건립시 차단벽 경계 설정을 

이용한 지하수 유동에 관한 연구
김진환, 전보현 인하대학교

지하유체유동

석유공학

Simulated annealing을 이용한 정적 및 

동적자료에 대한 균열 역산모델

장일식, 강주명, 

최종근
서울대학교

지하유체유동

석유공학

안쪽축이 회전하는 환형관내 유동의 

수치해석적 연구

김영주, 우남섭, 

황영규
성균관대학교

지하유체유동

석유공학
영광지역의 해수침투 시뮬레이션 연구

허대기, 김인기, 

박희원, 이원석, 

이상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하유체유동

석유공학
비재래형 저류층 투과도 측정 실험

김현태, 김세준, 

김인기, 허대기, 

이원석, 박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하유체유동

석유공학

프랙탈지구통계학을 이용한 유가시계열

자료 분석

박희원, 허대기, 

이원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덕음 및 양곡광산 광미의 입도별 중금속 

분포 특성

정영욱, 전호석, 

임길재, 조영도, 

홍성규, 문영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황화광물 산화에 의한 도로절개지 

주변 적화 현상과 영향

정영욱, 임길재, 

홍성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난분해성 금속광물의 미생물 침출에 

관한 연구

김동진, *조경숙, 

박경호, 손정수, 

정헌생, 우상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포스터
국내산 저품위 벤토나이트의 정제기술 

개발

신선명, 전호석, 

임길재, *박제현, 

조성백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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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안쪽축이 회전하는 경사진 환형관내 

비뉴튼 유체의 헬리컬 유동 연구

김영주, 우남섭, 

황영규
성균관대학교

포스터 섬진강 범람원 퇴적층의 홍수 주기

정공수, *양동윤, 

*김주용, 

*이진영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Quantitative Assessment of 

Temporal/Spatial Relevance in 

Landslide Prediction Models

No-Wook Park, 

Kwang-Hoon 

Chi, *Byung-

Doo Kwon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학교

포스터
자력탐사를 이용한 매장 문화재의 발굴 

가능성 연구: 충남 보령과 논산지역의 예

김승섭, *도성재, 

*박용희, 이상묵, 

*이홍종

한국해양연구원, 

*고려대학교

포스터
낙동강 사질 대수층내 Cd 흡착 및 이동 

특성
이상훈, 정현석 가톨릭대학교

포스터 섬진강중류 유역 산사면 침식율 산정

곽재호, *양동윤, 

*이진영, 

*김주용, 이현구

충남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희토류원소를 이용한 하상퇴적물의 

기원 규명

곽재호, *이현구, 

이승구, 양동윤, 

홍세선, 김주용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충남대학교

포스터 금산 인삼 토양별 무기성분 연구 송석환, 민일식 중부대학교

포스터 금산 밭토양 별 식물체내 무기성분 연구
송석환, 김일출, 

강영립
중부대학교

포스터

옥천대에 분포하는 변성퇴적암류에 대한 

대자율 이방성 연구: 논산-고산 지역을 

중심으로

김원년, 도성재, 

박용희, *석동우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

포스터

옥천대에 분포하는 변성퇴점암유에 대한 

자성광물 연구: 논산-고산 지역을 

중심으로

박용희, 도성재, 

김원년, *석동우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

포스터
구례지역 하상퇴적물의 환경유해원소 

분산에 관한 연구

박영석, 장우석, 

*신성천, 김종균, 

**한민수

조선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국립문화재연구소

포스터
무안읍 일원 지반 침하지역의 GPR 및 

시추 탐사

고진석, 박영석, 

장우석, 박삼영
조선대학교

포스터
함철광물을 이용한 6가 크롬의 제거와 

환원 반응과정

전철민, *김재곤, 

문희수

연세대학교, *농업

기반공사

포스터
지하수 기초조사를 위한 경북 영천지역 

지하수의 환경동위원소 특성 연구

김건영, 고용권, 

배대석, *원종호, 

**임만빈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수자원공사, 

**현대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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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춘계

공동학술발표회 

(2002. 4. 26~27)

포스터

Multi-packer system을 이용한 대전 

북부 화강암지역내 시추공지하수의 

동위원소 특성 연구

최현수, 고용권, 

배대석, 김천수, 

조성일

한국원자력연구소

포스터
표준화 기법을 이용한 금정산-백양산 

일대 용천수 성분의 공간적 분포 양상

함세영, *이병대, 

정재열, 류상민

부산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Estimation of Reservoir Temperature 

of Geothermal Water in the Busan 

Area: Application of Mineral 

Equilibrium Temperature

Kyu-Youl Sung, 

*Maeng-Eon 

Park, **Yong-

Kwon Koh, 

**Chun-Soo 

Kim

Korean Maritime 

University, 

*Pukong National 

University,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포스터 전북 무주읍 일대의 지하수 수질 특성

한원식, 김연태, 

이병선, *이기철, 

우남칠, 

**이광식

연세대학교, 

*농업기반공사, 

**한국기초과학지

원연구원

포스터
벤토나이트의 중금속 흡착에 대한 수리화

학적 영향: 열역학적 및 통계학적 해석
정찬호, *김수진

대전대학교, 

*서울대학교

포스터
김천 화강암류 주변부와 내측부의 암석 

및 광물화학

윤현수, 홍세선, 

유장한, 양동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덕음광산 광미의 공극수 화학조성: 

산화·환원 조건 변화에 따른 전이원소의 

이동성

문용희, 송윤구, 

*박영석, 문희수, 

*김종균, 문지원

연세대학교, 

*조선대학교

포스터
금속광산 광미의 용해도 특성에 따른 

중금속 원소의 이동성 연구

강진규, 송윤구, 

김신열, 이철규, 

이규호

연세대학교

2002년 제79회 

추계학술발표회 

(2002.10.16)

응용지질

응용지구화학

폐금광산주변 수계내의 비소의 거동 특성

과 환경오염

이지민, 전효택, 

이진수
서울대학교

응용지질

응용지구화학

카드뮴 및 다른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양에서 중금속의 식물 이동에 미생물이 

미치는 영향

박진희, 전효택, 

*Manfred 

Sager, 이진수

서울대학교, 

*오스트리아농업태

생연구소

응용지질

응용지구화학

탄천 하천수의 수리지구화학적 특성 및 

하상퇴적물의 중금속 오염

이성은, *김규한, 

이진수, 전효택

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응용지질

응용지구화학

유기화합물로 오염된 토양/지하수의

In-situ 정화기술
이종열 아름다운환경건설

응용지질

응용지구화학

중부 내륙지역 폐 석탄광 산성광산배수의 

환경오염 평가와 관리
정명채, 강만희 세명대학교

응용지질

응용지구화학
SAPS를 활용한 AMD의 정화 정명채, 강만희 세명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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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제79회 

추계학술발표회 

(2002.10.16)

응용지질

응용지구화학

스핑크스와 피라미드 구성암석의 물성 

변화 추정기법
신기혜, 박형동 서울대학교

응용지질

응용지구화학

레이저 클리닝을 이용한 석조문화재 

화강암 시료의 표면상태 변화

이상균, 박형동, 

*김사덕

서울대학교, 

*국립문화재연구소

응용지질

응용지구화학

박테리아에 의한 Co(Ⅱ), Ni(Ⅱ), Cr(Ⅲ)의 

생체흡착 특성

강소영, 이종운, 

김경웅
광주과학기술원

응용지질

응용지구화학

토착미생물에 의한 오염퇴적물내의 

비소거동 특성

이상우, 이종운, 

*이혜경, 김경웅

광주과학기술원, 

*㈜IUP환경

응용지질

응용지구화학

Interaction and Transformation of 

Arsenic and Natural Organic Matter 

at the Hematite - WaterInterface : 

As Speciation and Sorption

Il-won Ko, Ju-

Yong Kim, Ji-

Hoon Lee, 

Kyoung-

Woong Kim

KJIST

응용지질

응용지구화학
토양-대수층내 중금속의 자연저감

이소영, 이종운, 

김인수, 김경웅
광주과학기술원

응용지질

응용지구화학

금정광산 광미 유출이 주변 수계에 

미치는 영향

김주용, 고일원, 

김경웅, *정명채, 

**이진수, 

**전효택

광주과학기술원, 

*세명대학교, 

**서울대학교

응용지질

응용지구화학

페금은광산 광미내 비소의 

광물학적·화학적 형태 및 용출특성

안주성, *김주용, 

전철민, 문희수, 

*고일원, 

*김경웅

연세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응용지질

응용지구화학

지반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 3차원 가시화 

및 공간분석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장은주, 박형동, 

전효택
서울대학교

응용지질

응용지구화학

완도 노화도 광산 변질대에서의 금함량과 

암석지구화학

윤정한, 최필호, 

정형수, 김석우, 

이한별, 심봉섭

전남대학교

응용지질

응용지구화학

Anemoarenyte System : A New 

Polluted Water Treatment System 

Based on Geochemical Engineering

Chen Ming, 

Liu Xiaoduan, 

**Chen 

Honghan, 

**Zhong 

Zuoshen, 

**Xie 

Wenming

National 

Research Center 

of Geoanalysis 

(China)

응용지질

응용지구화학

Determination and Stability of 

Chromium VI in Fertilizers Sediments 

and Soils

Manfred Sager

Institute of 

Agricultural 

Ecology (Aust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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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제79회 

추계학술발표회 

(2002.10.16)

지구물리탐사
천부 TEM SOUNDING 정밀도 향상을 

위한 TX DELAY 실험

길준호, *김정일, 

**이상규, 

송무영

충남대학교, 

*전북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구물리탐사
소구경 시추공에서 물리검층을 이용한 

공극 측정

신제현, *황세호, 

*김현태, 

*이상규, 양승진

한양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구물리탐사
연안지역 시추공/지표 물리탐사자료 

해석을 위한 등가염분농도 환산식 제안

황세호, *신제현, 

이상규, *양승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양대학교

지구물리탐사
OpenGL을 이용한 3차원 탄성파 

자료 시각화 연구
김현규, 이두성 한성대학교

지구물리탐사
수리지질 특성 규명을 위한 물리탐사 

적용 사례

송성호, 용환호, 

배광옥, *이강근, 

정현재

농업기반공사, 

*서울대학교

지구물리탐사
벡터 네트웍 분석기를 이용한 

레이다 탐사 시스템(Ⅱ)

조성준, 김정호, 

이성곤, 손정술, 

정지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구물리탐사
지반침하영역 분리를 위한 반사법 

탄성파 탐사
고광범, 이두성 한성대학교

지구물리탐사
리눅스기반 GUI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시추공간/IVSP 토모그래피
고광범, 이두성 한성대학교

지구물리탐사
동해 가스 하이드레이트 탐사를 위한 

탄성파 자료 전산처리

정부흥, 서충현, 

서상용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구물리탐사
송수신 안테나를 고려한 3차원 GPR 

수치모델링에서의 안테나 배열 효과
최윤경, 서정희 서울대학교

지구물리탐사
산성 광산 폐수의 분포 및 거동 파악을 

위한 전기비저항 및 전자 탐사 적용

김대화, 윤왕중, 

안조범, 정래철
전남대학교

지구물리탐사
시추자료를 이용한 지반침하지역 

3차원 가시화

안조범, 윤왕중, 

*김진희, 김태현, 

임태근, 김대화, 

최선영

전남대학교, 

*농업기반공사

지구물리탐사 탄성파 해석자료의 Depth Conversion 장혁준, 김건득 한국석유공사

석유공학
인공신경망 기법을 이용한 저류층 유체투

과율 결정
임종세, *김정환

한국해양대학교, 

*글로벌에너지자원㈜

석유공학
다공질 매질에서 이산화탄소 하이드레이

트 형성조건에 관한 실험적 연구

이재형, 안태웅, 

강주명
서울대학교



410  · · The Korean Society of Mineral and Energy Resources Engineers 50th Anniversary

구분 주제 및 분야 제목 저자 소속

2002년 제79회 

추계학술발표회 

(2002.10.16)

자원처리활용
국내 해사의 중광물 분포특성 및 

회수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전호석, *박제현, 

이재천, 신희영, 

신선명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양대학교

자원처리활용 진동밀에 의한 방해석 분쇄특성 연구

김상배, 조성백, 

조건준, *김윤종, 

*김택남, *임굉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배재대학교

자원처리활용
Stirred Ball Mill의 분쇄특성 및 에너지 

효율 분석

이훈, 조희찬, 

김정윤
서울대학교

자원처리활용
폐망간전지로부터 과산화수소를 환원제

로 이용한 망간 및 아연의 황산침출

손현태, *안종관, 

*손정수, 

*박경호, 박인용

한밭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처리활용
팽창질석과 시멘트 혼합에서 

계면활성제의 역할
강진구, 강헌찬 동아대학교

자원경제
광업의 지속가능한 개발 정책과 국내 

적용 가능성
김대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경제 소득변화에 따른 시멘트 생산 전망 이경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경제

지속가능한 자원관리를 위한 자원이용지

수(MIPS)의 사용 -EU의 재활용규제정책

과 환경금융의 예-

김인숙, 김유정, 

허은녕
서울대학교

자원경제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산출 -에너지절약기술개발사업의 간접 

효과 분석 사례 -환경금융의 예-

안은영, 정미애, 

오선아, 허은녕
서울대학교

자원경제
에너지절약기술개발사업의 

에너지절약효과 산정연구

정미애, 오선아, 

안은영, 허은녕
서울대학교

자원경제 국내 석유제품가격의 비대칭 분석 오선아, 허은녕 서울대학교

자원경제

AHP 기법을 이용한 Value Engineering 

의사결정기법 연구 

-도심지역 지하철건설공법 사례-

유창석, *김영근, 

허은녕

서울대학교, 

*삼보기술단

자원경제
지하철공사기법 선정에 있어서의 사회적 

비용 산정

정연재, 주혜민, 

허은녕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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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제79회 

추계학술발표회 

(2002.10.16)

암석역학
암반분류법을 고려한 수리전도도 변화 

해석
윤용균, 김장순 세명대학교

암석역학 터널특성이 화재 확산에 미치는 영향분석
김정욱, 김영섭, 

이창우
동아대학교

포스터
폐 PCB와 자동차 폐촉매의 아크로 

용융처리에 의한 유가성분 추출

김영임, 김동수, 

*김창민, 

*반봉찬

이화여자대학교, 

*순천대학교

포스터
폐기된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위한 성분별 

분리에의 부유선별법 적용
김지혜, 김동수 이화여자대학교

포스터

Monitoring of PAH-Contaminated 

Soils Using Laser-Induced 

Fluorescence (LIF)

Eun-Joung 

Ko, Kyoung-

Woong Kim

KJIST

포스터
저품위 벤토나이트의 고순도화 기술개발 

연구

신선명, 전호석, 

박철현, *박제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양대학교

2002 

International 

Symposium: 

Petroleum 

Development 

and Production 

Technology 

(2002.10.16)

Production Optimization-Reservoir 

Based Solutions to Improve Field 

Performance

Jeff 

Meisenhelder

Schlumberger 

(USA)

Horizontal Logging Technology & 

Well Placement

Fraser Mckay, 

Matthew 

Spotkaeff

Schlumberger 

(USA)

Well Testing Analysis of Fractured 

Reservoir
Won Mo Sung

Hanyang 

University

Practical Aspects of Prestack 

Kirchhoff and Full Wave Equation 

Migration

J. Bee Bednar
Advanced Data 

Solution (USA)

Health, Safety Environment 

Protection Management System
Bum Suck Poo

Korea National 

Oil Corporation

Seismic History Matching and the 

Influence of Seismic Reprocessing 

on Reservior Performance Prediction

Martin Bayly, 

Xuri Huang, 

Geoff King

Schlumberger, 

WesternGeco. 

(USA)

Optimization Modeling using 

Streamline Simulation and 

Geostatistical Estimation

Jong Gun Choi
Seoul National 

University

Information Management- Value 

Creation in Digital Age
Geping Wang

Schlumberger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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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 환경재해 및 

복원기술 심포지

엄 (2002.11.29)

폐탄광 복원에 대한 조사, 평가 및 

복구 설계
최정찬 부경대학교

광산배수 자연정화 처리기술 현황 정영욱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미국의 시행착오에서 배우는 폐광 

환경복원 최적화 기법
황대규, *이진용

㈜삼윤이엔씨, 

*지오그린21

Biogenic Apatite Mineral 반응벽체를 

이용한 폐광 지하수내의 중금속 안정화 

사례 및 제안

이종규, *이지훈
㈜바투환경기술, 

*광주과학기술원

토양계에서 중금속의 이동과 확산 정명채 세명대학교

폐금속광산 토양오염 조사 사례 신종기 대한광업진흥공사

중금속 오염토양의 정화 및 복원 김명진 KIST

『토양환경보전』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책 박응렬 환경부

지반침하의 조사 및 평가 윤지선, 박종만 인하대학교

석탄 채굴적에 의한 지반침하와 대책 박남서 ㈜대덕공영

국내 가행광산 채굴적 활용 방안 윤철현 대한광업진흥공사

2003년 제80회 

춘계학술발표회 

(2003.4.22-23)

응용지구화학
국토 동반부 지구화학 지도 및 

자연배경치
염승준, 신성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응용지구화학
강릉시 사천면 일대 산불 발생지역의 사

면침식·퇴적기작의 관측

이진영, 양동윤, 

임현수, *정공수, 

김주용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충남대학교

응용지구화학
동해탄광 자연정화처리시설의 광산배수 

성능평가

임길재, 정영욱, 

조영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응용지구화학 갈철광의 동화와 동화율에 관한 연구 고주인, 김선준 한양대학교

응용지구화학
환경변화에 따른 SAPS내 SRB의 활동성 

연구

이상훈, 지상우, 

*전용원, 

*김재욱, 김선준

한양대학교, 

*자원산업연구원

응용지구화학
송천 Au-Ag-Mo 광산 주변지역의 비소 

및 중금속 원소들의 환경오염 특성

임혜숙, 전효택, 

이진수
서울대학교

응용지구화학
동정 Au-Ag-Mo 광산 주변지역 중금속 

원소들의 환경오염과 지구화학적 거동

정은혜, 전효택, 

이진수
서울대학교

응용지구화학
폐금속광산 지역에서 독성중금속들의 

인체위해도 평가

이진수, 전효택, 

*김경웅, 

*김주용, 

*이상우, 

**정명채 

서울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세명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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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제80회 

춘계학술발표회 

(2003.4.22-23)

응용지구화학

Experiments in Economically 

Based Sulphidic Goldmine Tailings 

Rehabilitation, Stawell, Victoria, 

Australia

Ron Watkins

Curtin University 

of Technology 

(Western 

Australia)

응용지구화학
중금속 SAT(Soil Aquifer Treatment)의 

토양모니터링을 위한 흡착요인평가

이소영, *이종운, 

안주성, 김경웅

광주과학기술원, 

*전남대학교

응용지구화학
명봉광산 퇴적물에서의 비소거동에 

미치는 호기성 박테리아의 영향 연구

이상우, *이종운, 

안주성, 김경웅

광주과학기술원, 

*전남대학교

응용지구화학
시멘트로 고화시킨 상동중석광산 

광미의 용출특성 평가 기초 연구

정명채, 정문영, 

최연왕, 구기정, 

강만희

세명대학교

응용지구화학

도시 하수슬러지를 발열제로 이용한 

초경량발포체 제조를 위한 적정조건에 

대한 연구

김옥배, 이재복, 

*위영미

전북대학교, 

*㈜네오이엔비

응용지구화학
이집트 석조문화재 대상 경화수지처리 

전후의 석회암 물성변화

신기혜, 박형동, 

*M.Aboushook

서울대학교, 

*Al-Azhar 

University (Egypt)

응용지구화학
석조문화재·암반 불연속면 추출을 위한 

3D 레이져 스캐닝

정창엽, 박형동, 

*박동주

서울대학교, 

*㈜동아특수건설

응용지구화학
경주지역 석조문화재 대상 화강암의 

내구성 변화

이상균, 김근미, 

박형동
서울대학교

응용지구화학
근접사진측량을 이용한 감은사지 석탑의 

표면 이미지 추출
이효성, 박형동 서울대학교

물리탐사
도심지 전자기적 잡음 측정을 위한 

시스템 구축

조성준, *정지민, 

김정호, *송영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전북대학교

물리탐사 TDR을 이용한 유전율 측정 시스템(Ⅰ)
조성준, *정지민, 

김정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전북대학교

물리탐사
Euler Deconvolution에서 윈도우 크기 

결정 문제

임형래, 박영수, 

임무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포텐셜 자료의 수직 분리
박영수, 임형래, 

임무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속도 모델에 따른 탄성파 깊이 영역 

구조 보정

김병엽, 장성형, 

서상용, 이호영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초음파 주사 검층 방법을 이용한 

암석강도 평가에 관한 연구

이광배, *송승엽, 

**허   승, 

**김학수, 

*송영수

지하정보기술, 

*전북대학교, 

**지오제니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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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제80회 

춘계학술발표회 

(2003.4.22-23)

물리탐사
고해상도 위성영상과 LiDAR 자료를 

이용한 지형 분석

우현욱, 

*류성곤, 

*송영수, 

**채효석

인터시스, 

*전북대학교, 

**수자원연구소

물리탐사 발파진동의 응답스펙트럼 특성분석
김준경, 배효준, 

정제원
세명대학교

물리탐사
수평다층구조에 대한 노말 전기비저항 

검층자료의 자동역산

김정호, 이명종, 

황세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정밀 전기비저항 지반조사를 위한 3차원 

탐사의 일부 적용성 모델링 연구

정현기, *이호용, 

*권병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학교

물리탐사
전기탐사에서 음의 겉보기 비저항을 

고려한 3차원 역산
정현기, *정호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희송지오텍

물리탐사

전기용량결합 전극을 이용한 PVC 

케이싱공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 모형실

험 연구

윤진성, *조동행
㈜희송지오텍, 

*인하대학교

물리탐사
지반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인터넷 

GIS 구축방안 연구
장윤섭, 박형동 서울대학교

물리탐사
Hyperspectral 위성영상을 이용한 

지표지질 특성 연구

최은영, 윤왕중, 

*김태현, 강문경, 

임태근

전남대학교, 

*인터시스

물리탐사
이방성매질 탄성파 깊이영역 선 중합구조

보정
장성형, 서상용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공극검층으로 측정한 원위치 공극의 

특성 고찰

신제현, 황세호, 

이상규, *양승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양대학교

물리탐사
원위치 물성과 지반정수과의 관계 고찰: 

연약지반 적용사례

황세호, *김기석, 

**조성민, 

***양승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희송지오텍, 

**한국도로공사, 

***한양대학교

물리탐사
다분야 자료통합분석에 의한 영광지역 

해수침투 사례연구

황세호, 지세정, 

이원석, 김통권, 

황학수, 신제현, 

박인화, 허대기, 

이상규

한국지질자원연구

원

물리탐사
국내 연안지역 지하수의 전기비저항과 등

가염분농도와의 관계 고찰

황세호, *윤성택, 

신제현, 이상규, 

**양승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

물리탐사
경상북도 포항시 북부에서의 심부 

전자탐사 사례

송윤호, 이성곤, 

손정술, 조성준, 

황세호, 박인화, 

임성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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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4.22-23)

물리탐사
경북 포항시 북부 MT 탐사 자료에 대한 

2차원 역산 적용

이성곤, 송윤호, 

조성준, 박인화, 

손정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포항북부 지역에서의 CSAMT 

탐사자료의 해석

손정술, 송윤호, 

김정호, 이성곤, 

임성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심도별 지하수분포 직접탐지 PRM법 

적용성
정현기

한국지질자원연구

원

물리탐사
저류층 특성화를 위한 지하 정보 

3차원 시각화 시스템
김현규, 이두성 한성대학교

물리탐사
터널탐지를 위한 3차원 시추공간 

토모그래피 및 구조보정 사례
고광범, 이두성 한성대학교

물리탐사
EZTOMO: 공대공 토모그래피 소프트웨

어 시스템
이두성 한성대학교

물리탐사
소형루프 전자탐사를 이용한 심도별 

토양특성 분석

용환호, 송성호, 

김진호
농어촌연구원

물리탐사 전기전도도 변동에 의한 전자기장 교란

이춘기, *이희순, 

권병두, 

**오석훈

서울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기상연구소

물리탐사 중력탐사 자료처리의 고찰

박계순, *이희순, 

권병두, 

**양준모

서울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기상연구소

물리탐사
사력댐의 침하원인 규명을 위한 탄성파 

토모그래피의 현장 응용성 연구
김중열, 김유성 ㈜소암컨설턴트

물리탐사
하저면 탄성파 반사법 탐사를 위한 

발생원 “하방”개발 및 그의 효율성 연구
김중열, 김유성 ㈜소암컨설턴트

물리탐사 울릉분지의 가스 하이드레이트 탐사
박근필, 류병재, 

이호영, 구남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암반공학
개별요소법을 이용한 5층 지상구조물의 

발파해체 거동모사
정원준, *전석원

㈜유신코퍼레이션, 

*서울대학교

암반공학
암반 내에 위치하는 LNG 저장소의 

안정성 해석 연구

김민규, 신중호, 

박철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암반공학
터널 화재시 화재발생지점 부근에서의 

화재연 거동 분석

김영섭, *백동호, 

*박도현, 이창우

동아대학교, 

*삼보기술단

암반공학
저온가스 저장공동 주변암반의 온도분포 

예측에 관한 연구
이양, 문현구 한양대학교

암반공학
일축 압축 상태에서 크랙을 포함하고 

있는 암석의 이방성 강도에 관한 연구
옥진욱, 문현구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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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반공학
선혼합형 연마재 워터젯을 이용한 화강암

과 콘크리트의 회전절삭에 관한 연구
곽철홍, *이정인, 

**한송수

삼보기술단, 

*서울대학교, 

**삼성건설

자원처리 및 활용
PdO 슬라임 침출액으로부터 팔라듐의 

전해채취
김민석, 이재천, 

김원백, 정진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처리 및 활용
실관지지액막에서 LIX84와 PC88A를 

사용한 Zn과 Cu의 동시, 선택적 분리
정진기, 이재천, 

박진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처리 및 활용 전기로 분진의 휘발거동
김병수, 이재천, 

정진기, *유재민, 

*서승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전북대학교

자원처리 및 활용
탄산가스화합법에 의한 판상형 염기성 

탄산칼슘 합성에 미치는 제인자의 영향

주성민, 박삼식, 

김형석, 김종표, 

안지환, *김  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학교

자원처리 및 활용
실란 커플링제로 처리한 실리카의 IGC에 

의한 산-염기 특성 측정
양영철, *양시영, 

**윤평란

전북대학교, 

*㈜한국반도체, 

**전남대학교

자원처리 및 활용
DEM을 이용한 볼 밀내에서의 분쇄매체 

거동
정   석, 조희찬, 

이재령, 김정윤
서울대학교

자원처리 및 활용
Centrifugal Mill의 회전 반경 변화와 분

산제 투입에 따른 석회석의 초미분쇄 특성
이영우, 조희찬, 

김정윤
서울대학교

자원처리 및 활용
폐PCBs로부터 용융환원에 의한 

유가금속의 회수
김병수, 이재천, 

정진기, *서승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전북대학교

자원처리 및 활용
Desulfovibrio desulfuricans에 의한 

중성 pH영역에서의 Mn이온제거

유경근, *Keiko 

Sadaki, Masami 

Tsunekawa, **

박재구

일본 북해도대학, 

*일본 오타루상과 

대학, **한양대학교

자원처리 및 활용
알루미늄드로스 침출잔사슬러리의 

분산 특성
박제현, 김기석, 

*박형규, 박재구

한양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처리 및 활용
졸-겔법을 이용한 다공성 세라믹 

펠렛의 이산화티탄코팅
한요섭, *김현중, 

박재구

한양대학교, 

*㈜마이크로포어

자원처리 및 활용 방해석 미립화에 미치는 분쇄조제의 영향

김윤종, *조성백, 

*김상배, 

*조건준, 김일용, 

김택남

배재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처리 및 활용
폐플라스틱의 재활용을 위한 PVC의 

반응거동
신선명, 전호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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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처리 및 활용
적니중의 염소화합물 감소화 선광 

처리 기술

신희영, 

*현종영, 

백승우, 

*Shigehashi 

Endoh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일본산업기술연구소

자원처리 및 활용 졸겔법에 의한 BT 산업용 충전재의 개발

조성백, 김상배, 

조건준, *김일용, 

*김윤종, 

*김택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배재대학교

자원처리 및 활용
망간단괴로부터 합금상 제조를 위한 

건조 및 환원배소에 관한 연구

남철우, 김병수, 

박경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처리 및 활용
홍천철광으로부터 모나자이트 회수를 위

한 종합선별공정 개발

전호석, 김준수, 

이진영, 신선명, 

신희영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처리 및 활용

폐니Bs 양극스크랩으로부터 전극활물질

(LiCoO2)회수를 위한 수열-용해-공침반

응 연계형 단일공정의 실험적 연구

양동효, *김도수,

**금오공과대학교, 

***한규승, 

손정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트라이포드, 

**금오공과대학교, 

***충남대학교

자원경제
바다골재 개발·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대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경제
천열수 금-은광상의 지질 특성과 

은산 광상 탐사 실례
김상엽 ㈜순신금광

자원경제 국내 광업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정책방향 이경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경제

상용화를 고려한 기술개발의 경제적 가치

평가 기법 제안 -기술-제품-산업 연관도 

분석-

허은녕 서울대학교

자원경제
석유화학산업 반응분리동시공정분야의 

공정효율화

김태은, 주혜민, 

허은녕
서울대학교

자원경제

CDRS(이산화탄소 저감 및 처리 기술개발 

사업) 기술가치평가에 있어서 학제간 

통합연구의 유용성

최미희, 안은영, 

허은녕
서울대학교

자원경제
패널분석을 통한 에너지절약정책의 

효과 분석
안은영, 허은녕 서울대학교

석유공학 비포화 영역 내 침투 현상의 이력 모델링 이근상 경기대학교

석유공학
유선기반보정법을 이용한 효율적인 

대수층 특성화
장민철, 최종근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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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학
지하수면 위의 LNAPL 이동을 고려한 

용질이동에 대한 분석

김지훈, 최종근, 

정대인, 정성목
서울대학교

석유공학
하드웨어 장치가 결합된 교육용 유정제어 

시뮬레이션 시스템
정승필, 최종근 서울대학교

석유공학
탄성파 특성자료를 결합한 저류층 특성화 

연구

김지영, 임종세, 

신성렬
한국해양대학교

석유공학
Reservoir Simulation Challenges and 

Tools for the 21st Century

Rosalind 

Archer

University of 

Auckland (New 

Zealand)

석유공학
병렬 처리 역산 기법을 적용한 저류층 

특성 규명 연구

권순일, *김현태, 

*허대기, 

*김세준, 

*이원석, 성원모

한양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석유공학
삼축셀을 이용한 포화 충적층 

수리특성파악실험

김현태, 허대기, 

김세준, 이원석, 

김용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석유공학
해수침투 확산예측을 위한 현장 적용 

시뮬레이션

허대기, 이원석, 

김인기, 김현태, 

김세준, 황세호, 

이상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석유공학
Perturbation 방법을 이용한 불균질 

저류층 시뮬레이터 개발

이원석, 김현태, 

김세준, 허대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석유공학
석유 및 천연가스전의 평가 분석 모듈 

개발

김세준, 이원석, 

김현태, 허대기, 

*최종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학교

포스터
대유 페그마타이트광상에서 산출되는 

전기석의 지구화학적 연구

최필호, 이종운, 

윤정한
전남대학교

포스터
제련활동에 의한 토양 및 하천수의 

환경오염

정명채, *전효택, 

*이진수, 

**김경웅, 

**김주용, 

**안주성

세명대학교, 

*서울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포스터
Exiguobacterium sp.에 의한 중금속의 

식물흡수 저해 (Suppression)

박진희, 전효택, 

*Manfred Sager

서울대학교, 

*Austrian Agency 

for Health and 

Food Safety and 

Federal Office for 

Foo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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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Enhancement of Phytoextraction of 

Uranium From Uranium-spiked Soils 

Using Citric Acid

Pei-Chun 

Chang, 

*Satoshi 

Yoshida,  

Kyoung-

Woong Kim, 

**Soo-Young 

Kim

광주과학기술원, 

*National Institute 

of Radiologial 

Sciences (Japan) 

**Kumho Life & 

Environmental 

Science 

Laboratory

포스터 폐석회의 활용을 위한 열처리 연구 진호일, *민경원
강원발전연구원, 

*강원대학교

포스터
석산 및 석가공업체에서 발생하는 분진의 

특성 및 저감방안

민경원, *진호일, 

김재동, 

**신홍준

강원대학교, 

*강원발전연구원, 

**대한광업진흥공사

포스터 감은사지 석탑의 구조적 안정성 평가
박형동, 

*G.Croci

서울대학교, 

*University of 

Rome

포스터

GIS와 Weights of Evidence 모델을 이용

한 지질자료 통합분석 : 광물자원 부존가

능 지역 예측 사례 연구

이홍진, 지광훈, 

*박맹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부경대학교

포스터
영동퇴적분지 해석을 위한 지구물리자료

의 지리정보시스템 설계

황재홍, *한수형, 

*김지수, 지광훈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충북대학교

포스터 서-남해 연안지역의 광역 해수침투 특성

황세호, *윤성택, 

박인화, 신제현, 

*신광섭, 이상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고려대학교

포스터
여수근해에서의 고해상 다중채널 해저 

탄성파탐사

이호영, 구남형, 

박근필, 유동근, 

강동효, 김영건, 

서갑석, 황규덕, 

*김종천

한국지질자원연구

원, *충북대학교

포스터
충격반향기법을 이용한 구조물 

안전진단의 주파수영역 해석연구

안제훈, *김형준, 

*김용인, 

*김   훈, 

*서백수

㈜코리아에스이, 

*강원대학교

포스터 발파진동의 Attenuation 특성 분석
배효준, 정제원, 

김준경
세명대학교

포스터
시험발파에 의한 연약암반 평가에 대한 

연구

선우춘, 전양수, 

천대성, 한공창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접합조건에 따른 콘크리트 접합부의 

물리·역학적 특성 연구
김재동, *정요훈

강원대학교, 

*㈜지오텍컨설턴트

포스터
상이한 지반조건에 따른 umbrella pipe

의 거동에 관한 수치해석적 연구
차민웅, 문현구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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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제80회 

춘계학술발표회 

(2003.4.22-23)

포스터
AHP를 이용한 철도터널환기시스템의 

의사결정모형 연구

유창석, 주혜민, 

*김호영, 

*오인석,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스코컨설턴트

포스터
Mechanosyntheses of Mn-ferrite 

and Zn-ferrite

Sueng-Woo 

Baik, Hee-

Young Shin, 

*Jin-Ho Kim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경북대학교

포스터
황동광 정광 및 합성 Cus로부터 구리의 

미생물침출
안종관, 김동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Pitzer식을 이용한 아연배소광 황산침출

액의 이온평형 해석

이경주, *안종관, 

이만승

목포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Zn 환원법에 의한 중 희토류 용액중 

Eu의 분리

이진영, 김성돈, 

윤호성, 김철주, 

전호석, 김준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폐리튬이온전지로부터 유가금속 

추출시 열처리영향 비교

김낙형, *강은희, 

*양동효, 

*신선명, 

*손정수, 

**이철경

한밭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금오공과대학교

포스터

Recovery of Lithium from Seawater 

Using Ion-Sieve Type Nano 

Li1.33Mn1.67O4 Adsorbents

정강섭, 이재천, 

김은진, *김양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과기원

포스터 판상광물을 이용한 친환경소재화 기술
김병곤, 최상근, 

박종력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국내 부품·소재 

산업의 파급효과 분석
오선아, 허은녕 서울대학교

The 7th 

Pacific Ri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ater Jetting 

Technology 

(2003.10.27-

29)

Keynote 

Papers

Waterjet Technology Use and 

Development in the Automotive 

Industry

Mohamed 

Hashish

Keynote 

Papers

Development of Erosion Models for 

Abrasive Waterjet Machining

Thomas J. 

Kim, Jiyue 

Teng, David G. 

Taggart

Keynote 

Papers

High Velocity Water Jets in Air and 

Submerged Environments
Seiji Shimizu

Keynote 

Papers

Current States and Future Prospect 

of the Water Jet Technology in the 

Construction Industries

Teruo Yahi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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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7th 

Pacific Ri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ater Jetting 

Technology 

(2003.10.27-

29)

Keynote 

Papers

Application of Water Jet Technology 

to Industry in Korea - Current 

Situation and Perspective

Chung-In Lee

Fundamental
Velocity Measurement of Abrasive 

Water Injection Jet by PIV

Seiji Shimizu, 

Shinjin 

Kumagai

Fundamental
Numerical Analysis of Ice Particle 

Formation for Cleaning and Cutting

Dinesh Kumar 

Shanmugam, 

Yos Morsi, 

Frank Lin 

Chen

Fundamental

The Experimental Study on the 

Effective Injection Anlge of the Water 

Jet Cutting

Hong Jun 

Wu, Satosi 

Manabe, 

Yoshiharu 

Kiritani, Keniti 

Nakaguro

Fundamental

Study on Control of Abrasive Flow 

Rate in Abrasive Water Suspension 

Jet

Chunwen 

Guo, Xiong 

Duan, Hiroshi 

Katakura, 

Ryuichiro 

Yamane

Fundamental

Abrasive Waterjet Machining: A 

cost Effective Process for Polymer 

Composites

Y.W. Seo, M. 

Ramulu, P. 

Posinasetti, M. 

Hashish

Fundamental

The Natural Frequency 

Characteristics of the Self-excited 

Oscillating Pulsed Waterjet Nozzle

Yang Lin, 

Tang Chuanlin, 

Zhang 

Fenghua

Fundamental

Changing Jet Structure to Increase 

Vacuum Pressure of Jetting Vacuum 

Pump

Chuan-lin 

Tang, Xiao-qi 

Zhang, Feng-

hua Zhang, Lin 

Yang, Zhen-

fang Liao

Fundamental

Measurement of Dynamic Pressure 

and Force Effects of Modulated 

Water Jet

Josef Foldyna, 

Libor Sitek, 

Pavel Jekl, 

Branislav 

Šveh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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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7th 

Pacific Ri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ater Jetting 

Technology 

(2003.10.27-

29)

Fundamental

The Experiment Equipment Design 

and Study on Submerged Abrasive 

Waterjet

Yuan-Lin 

Ning, Shou-

Gen Hu, Ji-Fei 

Gao, Xu-Ping 

Jiang

Fundamental

Numerical Simulation of Multi-Stream 

Jetting from a Rotating Drill Bit and 

Bits Damage Research 

Cuili Xie, 

Ailing Yang, 

Kangmin Chen

Fundamental

Technique and Technological 

Capabilities of Water-jet Cutting 

Equipment Available at RFNC-VNITF

Evgeny T. 

Antoshin

Fundamental

Roughness Measurement of Disc 

Kerf Walls Created by Abrasive 

Water Jet in Rock and Concrete 

Blocks

J. Song, J. 

Kim, K. Bae, C. 

Kwak

Civil & Mining

A Waterjets System Utilizing Cutting 

as Abrasives for Cutting Hard Rocks 

with Moderate Pressure

Koji Matsuki, 

Akihisa 

Kizaki, Ryuta 

Togasawa

Civil & Mining

Bond Characteristics of Interfaces 

between Construction Materials and 

Concrete Surface Treated by Water 

Jet Method

Shigemi 

Sakoda, 

Hidetaka 

Suzuki, Ichiro 

Adachi, 

Hideyuki 

Utsumi, Li Ying

Civil & Mining

Behavior of High-Speed Pulsed 

Water Jet in the Air and Its Drilling 

Effect on Metal

Katsuhiro 

Yamamoto, 

Norihisa 

Handa, 

Kazuyoshi 

Harada, 

Makoto Iwase

Civil & Mining

Influence of the Mix Proportion of the 

Aggregate for Concrete by Water 

Jet Technology in Surface Treatment

Masafumi 

Akiyama, Li 

Ying, Tomoki 

Sakurai, 

Sigemi 

Sakoda, Ichiro 

Adachi

Civil & Mining
Efficiency of Concrete Removing 

with Water Jet Technology
Masao Min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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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7th 

Pacific Ri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ater Jetting 

Technology 

(2003.10.27-

29)

Civil & Mining

High-quality Aggregate 

Reproduction Method Using Water 

Jet

Takahisa 

Isobe

Civil & Mining

Bifurcation of Steady-state 

Solution of Cavitating Flow through 

Converging-diverging Nozzle

Feng-hua 

Zhang, Xiao-

qu Zhang, 

Chuan-lin 

Tang, Lin 

Yang, Zhen-

fang Liao

Civil & Mining
Study on Rock Breaking Mechanism 

During Swirling Water Jet Drilling

Ruihe Wang, 

Hongjian Ni, 

Weidong Zhou

Civil & Mining
Concrete and Rock Cutting Using 

Modulated Waterjets

Libor Sitek, 

Josef Foldyna, 

Jiři Ščučka, 

Branislav 

Švehla, Lenka 

Bodnarova, 

Rudolf Hela

Civil & Mining

Concrete Substrate Preparation 

with Waterjets for Repair and 

Strengthening of Concrete

G. Galecki, 

N. Maerz, 

A. Nanni, J. 

Myers

Civil & Mining

Abrasive Water Jet Perforation - an 

Alternative Approach to Enhance Oil 

Production

Gensheng 

Li, Jilel Niu, 

Jian Song, 

Zhongwei 

Huang, 

Licheng Ma, 

Ruzhong 

Tang, Yong 

Yu

Civil & Mining

The Experimental Study on Oil 

& Gas Well Casing Cutting with 

Abrasive Waterjet

Wdidong 

Zhou, Ruihe 

Wang, Yongyin 

Yang, Yuhuan 

Bu

Civil & Mining

Numerical Simulation of the Flowing 

Field of the High Pressure Jet 

Impinging the Bottom-Hole

Gensheng Li, 

Zhiming Wu, 

Yongtang Hu

Civil & Mining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an Abrasive Suspension Water Jet 

Applied to a Microtunneling Machine

Jung-Guen 

Kim, Tae-

Dong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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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7th 

Pacific Ri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ater Jetting 

Technology 

(2003.10.27-

29)

Civil & Mining
Drilling of Rocks Using an Abrasive 

Suspension Water Jet

Ho Young 

Seo, Song S. 

Han, Chung-

In Lee

Civil & Mining
Disc Cutting in Granite and Concrete 

with Abrasive Suspension Jet

Song S. Han, 

Chul Hong 

Kwak, Chung-

In Lee

Surface 

Treatment

Novel Technology of Water Pipeline 

Cleaning Using High Pressure Water 

Jet

Przemyslaw 

Borkowski

Surface 

Treatment

Fundamentals of Surface Treatment 

with High-Pressure Abrasive-Water 

Jet

Przemyslaw 

Borkowski

Surface 

Treatment

Abrasive Waterjet Machined Surface 

Characteristics of Titanium Alloy 

(Ti6A14V)

Y. W. Seo, D. 

W. Kim, M. 

Ramulu

Surface 

Treatment

Pipe Polymer Removing by Using 

and Ultra High-Pressure Water Jet

Makoto 

Kuroda, 

Wonho Kang

Production

Some Aspects of Hydroabrasive 

Suspensive Jet Cutting of Aluminium 

Alloy

Andrzej Perec

Production

Improvement in Performance of 

Gear form Grinding with Jet Flow 

Technology

Satoru Ezoe, 

Koso Nagao

Production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Fluid Jets Accompanied by Thermal 

Phenomena (A Review)

Hiroshi 

Kiyohashi, 

Kiyohiko 

Okumura, 

Mamoru Abe

Production

Quantitative and Comparative Study 

of Abrasive Contamination in Ductile 

and Brittle Material for Abrasive 

Aqua Jet Machining (AAJM)

K. Pa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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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7th 

Pacific Ri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ater Jetting 

Technology 

(2003.10.27-

29)

Cavitation Jet

Application of Extreme Value 

Statistical Analysis to Marks of Water 

Jet Peening and Presumption of 

Cavitations Collapse Pressure

Toshihiko 

Yoshimura, 

Kazunori 

Inami, Hideaki 

Fukunaga, 

Ren Morinaka, 

Kunio 

Enomoto, 

Noboru Saitou

Cavitation Jet

Cavitation Jet

Removal of Plasma Sprayed 

Ceramic Coatings by Plain Water 

Jets

Liang Ding, 

Seiji Shimizu, 

Mitsuo Kido

Cavitation Jet
Waterjet In-process Dressing (2nd 

Report)

Hironori 

Katayama, 

Masaki Izawa, 

Nobuaki 

Iguchi, Naoki 

Asakawa, 

Masatoshi 

Hirao

Cavitation Jet
Peen Forming by Using a Cavitating 

Jet in Air

Hitoshi 

Soyama, 

Kenichi Saito

Special 

Application

Study on Drying Sludges by Thermal 

Jet Dryer

Naohito 

Hayashi, Sohei 

Shimada, 

Hideyuki 

Umehara

Special 

Application

Usefullness of Water Jets for 

Laparoscopic Colectomy

Yukihito 

Kokuba, 

Yoshimasa 

Otani, Muneki 

Yosida, Akira 

Kakita

Special 

Application

Waterjet Cutting - an Advanced 

Method to Cut Sandwiches
Franz. H. Tri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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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7th 

Pacific Ri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ater Jetting 

Technology 

(2003.10.27-

29)

Special 

Application

The Use of Simplified Tools for 

Helping Deal with the Presence of 

Landmines

David A. 

Summers, 

Grzegorz. 

Galecki, 

Robert 

Fossey, R. Joe 

Stanley, Samir 

Dorle, Sanjeev 

Agarwal, 

Robert 

Mitchell, Daryl 

Beetner

Special 

Application

The Ability of Abrasive Waterjets 

to Penetrate through Building 

Rubble for Firefighting and Survivor 

Detection

Samir Dorle, 

David A. 

Summers, 

Anuj Gupta, 

Grzegorz 

Galecki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Fusion 

Technology 

of Geosystem 

Engineering, 

Rock 

Engineering 

and 

Geophysical 

Exploration 

(2003.11.18-19)

Keynote 

Lectures

Engineering Geoscience in Korea - 

From Mining to Fusion Technology

Byung Koo 

Hyun

Seoul National 

University

Keynote 

Lectures

Hard Rock and Soft Ground Tunnel 

Boring Technology

Levent 

Ozdemir

Colorado School 

of Mines (USA)

Keynote 

Lectures

Fusion Technology in Applied 

Geophysics

Toshifumi 

Matsuoka 

Kyoto University 

(Japan)

Keynote 

Lectures

Fire Hazards in Tunnels and 

Underground Installation
Kristen Opstad Sintef (Norway)

Geophysical 

Exploration

Invited Lecture : Borehole Radar for 

Environment Study
Motoyuki Sato

Tohoku 

University 

(Japan)

Geophysical 

Exploration

Analysis of the Acoustic Wavefields 

Excited by the Logging-While-

Drilling (LWD) Tool

Joongmoo 

Byun, M. Nafi 

Toksöz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USA)

Geophysical 

Exploration

Efficient Crosswell EM Tomography 

for Monitoring Geological 

Sequestration of CO2

Ki Ha Lee, 

*Hee Joon 

Kim, **Yoonho 

Song

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oratory 

(USA), *Pukyong 

National 

University, 

**KI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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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Fusion 

Technology 

of Geosystem 

Engineering, 

Rock 

Engineering 

and 

Geophysical 

Exploration 

(2003.11.18-19)

Geophysical 

Exploration

Evaluating Stability of Dam 

Foundations by Borehole and 

Surface Survey Using Step 

Frequency Radar

Prakash C. 

Jha, V. R. 

Balasubramaniam, 

Sandeep Nelliat, Y. 

V. Sivaram, R. N. 

Gupta

National 

Institute of Rock 

Mechanics 

(India)

Geophysical 

Exploration

Application of Electromagnetic 

Methods to the Investigation of 

Seawater Intrusion into Coastal 

Aquifer - A Case Study in the 

Hasunuma Area, Chiba Prefecture, 

Japan

Yuji Mitsuhata, 

Toshihiro 

Uchida

Institute for Geo-

Resources and 

Environment, 

AIST (Japan)

Geophysical 

Exploration

Geostatistics for Bayesian 

Interpretation of Geophysical Data

Seokhoon 

Oh, Duk Kee 

Lee, Junmo 

Yang,Yong-

Hoon Youn

Meteorological 

Research 

Institute

Geophysical 

Exploration

Recharge Mechanism Using 

Electromagnetic Ground Conductivity 

Survey and Tritium Concentration 

Analyses of Groundwater in Salt 

Affected Area, Northeast Thailand

Masayuki 

Imaizumi, 

*Somsaku 

Sukchan, 

Satoshi 

Ishida, Takeo 

Tsuchihara, 

Ryouichi 

Ohonishi

National Institute 

for Rural 

Engineering 

(Japan), *Land 

Development 

Department, 

Khon Kean 

Thailand

Geophysical 

Exploration

IRF-k Kriging of Electrical Resistivity 

Data for Estimating the Extent of 

Saltwater Intrusion in a Coastal 

Aquifer System

B. O. Shim, 

*S. Y. Chung, 

*H. J. Kim, I. H. 

Sung

KIGAM, 

*Pukyong 

National 

University

Geophysical 

Exploration

Monitoring of Artificial Infiltration 

Using Electrical Resistivity Method

Hiroomi 

Nakazato, 

Seiichiro 

Kuroda, 

Takehiko 

Okuyama, 

Mutsuo 

Takeuchi, 

*Mikyung 

Park, *Hee 

Joon Kim

National Institute 

for Rural 

Engineering 

(Japa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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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Fusion 

Technology 

of Geosystem 

Engineering, 

Rock 

Engineering 

and 

Geophysical 

Exploration 

(2003.11.18-19)

Geophysical 

Exploration

Geophysical Investigations for 

Deciding Alignment of Head Race 

Tunnel and Location of Lake 

Tapping at Koyna Hydroelectric 

Project, Maharashtra, India

R. S. Wadhwa, M. 

S. Chaudhari, V. 

Chandrasekhar, 

A. Saha, R. 

Mukhopadhyay

Central Water 

and Power 

Research Station 

(India)

Geophysical 

Exploration

3-D Gravity Terrain Inversion 

for High Resolution Gravity Data 

Analysis

Heuisoon Lee, 

*Gye-Soon 

Park, *Byung-

Doo Kwon, 

**Seok Hoon 

Oh, **Junmo 

Yang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Meteorological 

Research 

Institute

Geophysical 

Exploration

Evaluation of Three-dimensional 

Cole-cole Parameters from Spectral 

IP Data

Jeong-Seok 

Yang, *Hee 

Joon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Pukyong 

National 

University

Geophysical 

Exploration

Application of 3D Magnetotelluric 

Investigation for Geothermal 

Exploration - Examples in Japan 

and Korea

Toshihiro 

Uchida, 

*Yoonho Song, 

Yuji Mitsuhata, 

*Seong Kon 

Lee

Geological 

Survey of Japan, 

AIST, *KIGAM

Geophysical 

Exploration

Effect of New Audio Magnetolluric 

Equipment for Groundwater 

Investigation in Water Barren Area

Yang Lunkai, 

Liu Hong, *He 

Zhanxiang

BGP, 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 

*Chengdu 

University of 

Technology

Geophysical 

Exploration

Efficient Calculation Method of 

Derivative of Traveltime Using 

SWEET Algorithm for Refraction 

Tomography

Yunseok Choi, 

Changsoo 

Shin

Seoul National 

University

Geophysical 

Exploration

Application of Integrated 

Geophysical Methods to Investigate 

the Cause of Ground Subsidence of 

the Highly Civilized Area

Jung-Ho Kim, 

Myeong-

Jong Yi, Se-

Ho Hwang, 

Yoonho Song, 

Seong-Jun 

Cho, Seong-

Kon Lee

KI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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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Fusion 

Technology 

of Geosystem 

Engineering, 

Rock 

Engineering 

and 

Geophysical 

Exploration 

(2003.11.18-19)

Geophysical 

Exploration

Invited Lecture : The High Accurate 

Monitoring Technique of Land 

Deformation by Using Satellite Image 

- PSInSAR -

Toshimi 

Mizuno, 

*Shigeki 

Kuzuoka

OYO Corporation 

Technical Center 

Geotechnical 

Engineering 

Center, 

*ImageONE 

Co.,Ltd.

Geophysical 

Exploration

Development of Radioactive 

Prospecting as Tool for Evaluating 

Degree of Granitic Rocks Weathering

Satoshi 

Ishida, Takeo 

Tsuchihara, 

Masayuki 

Imaizumi, 

Ryouichi 

Ohnishi

National Institute 

for Rural 

Engineering 

(Japan)

Geophysical 

Exploration

Helicopter-borne Electromagnetic 

Surveys for Civil Engineering in 

Japan

Naotoshi 

Konishi, 

*Yuzuru 

Ashida

Nippon 

Engineering 

Consultants Co., 

Ltd (Japan), 

*Kyoto University 

(Japan)

Geophysical 

Exploration

Application of a Geophysical Well 

Log Technique for Determining 

Permeability in Borehole

Y. Kim, J. Park

Kangwon 

National 

University

Geophysical 

Exploration

Wavelet Identification for the 

Abnormal Seismic Wave Component 

of Rock Burst

Tan Yunliang, 

Yan Wei, Zhao 

Tongbin

Engineering 

Mechanics 

Department 

of Shand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China)

Geophysical 

Exploration

Refraction Traveltime Tomography 

Using Damped Monochromatic 

Wavefield

Sukjoon Pyun, 

Changsoo 

Shin

Seoul National 

University

Geophysical 

Exploration

Water Bottom Seismic Refraction 

Survey for Engineering Applications

Young Ho 

Cha, Churl-

Hyun Jo

Subsurface 

Information 

Technologie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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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Fusion 

Technology 

of Geosystem 

Engineering, 

Rock 

Engineering 

and 

Geophysical 

Exploration 

(2003.11.18-19)

Geophysical 

Exploration

An Integrated Studies for Salt-Water 

Intrusion in Yeonggwang-gun, 

Korea

Seho Hwang, 

Sejung Chi, 

Won-suk Lee, 

Jehyun Shin, 

Inhwa Park, 

Dae-Gee Huh, 

Sang-kyu Lee

KIGAM

Rock 

Engineering

Invited Lecture : The Use of Digital 

Imaging and Laser Scanning 

Technologies in Rock Engineering

John Kemeny, 

Jamie Monte, 

*Jeff Handy, 

Samba Thiam

University 

of Arizona 

(USA), *Split 

Engineering 

(USA)

Rock 

Engineering

On the Underground Imaging Using 

Borehole Camera

Yun-Young 

Jeong, 

*Hideaki 

Nakagawa, 

Hideki 

Shimada, 

Kikuo Matsui, 

**JaeDong 

Kim

Kyushu 

University 

(Japan), *Kyushu 

Electric Power 

Co. Inc. (Japa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Rock 

Engineering

Development of a New Digital 

Photogrammetric Technique for 

Characterization of Rock Joint 

Orientation

Jaedong Kim, 

*Jong-Hoon 

Kim

Kangwon 

National 

University, 

*Heesong 

Geotek Co., Ltd.

Rock 

Engineering

An Investigation into the Application 

of Fractals for Rock Roughness 

Estimation

S. K. Pal, D. 

Chakravarty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Rock 

Engineering

Slope Stability Study of an Open Pit 

Gold Mine Project in Interior Alaska
Scott L. Huang

University of 

Alaska Fairbanks 

(USA)

Rock 

Engineering

Optimal Estimation of Rock Joint 

Characteristics Using Simulated 

Annealing Technique - A Case 

Study

Changwoo 

Hong, 

Seokwon Jeon

Seoul National 

University

Rock 

Engineering

Effects and Control of Blast 

Vibrations in the Vicinity of the 

Limestone Quarry

L. Ajay Kumar
Anna University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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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 

Engineering

A Study for Design Method 

Minimizing Wetland's Influence by 

Tunnel Excavation

Seokyean 

Choo, 

Sungyil Koh, 

Jongho Lee, 

*Kyungho 

Park, 

*Youngho 

Suh, 

*Kwangsue 

Jue, Duhwa 

Lee

Sambo 

Engineering Co., 

Ltd, *Hyundai 

E&C Co., Ltd

Rock 

Engineering

Boulder Detection Technologies 

and Its Treatments in Soft Ground 

Tunneling

Wang Ruel 

Jee

Colorado School 

of Mines (USA)

Rock 

Engineering

The Supporting Effect of Pipe Wing 

Rib Designed to Achieve Early 

Contact between Ground and Steel 

Arch Tunnel Support

Yasunori 

Kinoshita, 

Masato 

Shinji, Koji 

Nakagawa, 

*Minoru 

Yamamoto

Yamaguchi 

University 

(Japan), *Tokyo 

Metropolitan 

University 

(Japan)

Rock 

Engineering

Design of the Secondary Tunnel 

Lining Using a Ground-primary 

Support-Secondary Lining 

Interaction Model

Seokbue 

Chang, 

Seongho Seo, 

*Sangduk Lee

Yooshin 

Engineering 

Company, *Ajou 

University

Rock 

Engineering

Intelligent Management System for 

Tunnel Under Construction Using 

ITIS (Intelligent Tunnelling Information 

System)

Changyong 

Kim, Sungwan 

Hong, 

Gyujin Bae, 

Kwangyeom 

Kim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Rock 

Engineering

Stress Distribution in a Passive Fully 

Grouted Rock Bolts

U. M. Rao 

Karanam, *S. 

K. Dasyapu

KIGAM,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Rock 

Engineering

A Study on the Prediction of Tunnel 

Crown and Surface Settlement 

in Tunneling as a Function 

of Deformation Modulus and 

Overburden

Seon-Hong 

Kim, *Hyun-

Koo Moon

Yoonshin 

Engineering 

Corporation, 

*Hanyang 

University

Rock 

Engineering

Experimental Studies on Stabilization 

Techniques for Ground over 

Abandoned Subsurface Excavations

Samir K. Pal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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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 

Engineering

A Numerical Study on Anisotropic 

Strength of a Rock Containing 

Fractures under Uniaxial 

Compression Condition

Jin-Wook 

Ohk, Hyun-

Koo Moon

Hanyang 

University

Rock 

Engineering

Invited Lecture : TBM Considerations 

for Soft-ground Tunnels

T. G. 

Rozgonyi, D. 

S. Kieffer, *U. 

Maidl, **Cemal 

Balci

Colorado School 

of Mines (USA), 

*Maidl + Maidl 

Consulting 

Engineers 

(Germany), 

**Visiting Scholar 

from Istanbul 

Technical 

University (USA)

Rock 

Engineering

An Experimental Study of Scale 

Effect on the Shear Behavior of 

Rock Joints

Tae-Jin Lee, 

Sang-Geun 

Lee, Chung-In 

Lee, *Dae-Jin 

Hwa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amsung 

Engineering & 

Construction

Rock 

Engineering

A Study on the Rock Fracture 

Mechanism of Cutter Penetration 

and the Assessment System of TBM 

Tunnelling Procedure

Seung Han 

Baek, Hyun 

Koo Moon

Hanyang 

University

Rock 

Engineering

A Study on the Hydro-mechanical 

Behavior of Jointed Rock Masses 

around Underground Excavation 

by Using a Discrete Joint Network 

Modeling

Young-Sook 

Lee, Seung-

Do Lee, 

*Kwang-Sue 

Jue, Hyun-

Koo Moon

Hanyang 

University, 

*Hyundai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Rock 

Engineering

Neural Network Based Approach for 

Dissemination of Field Measurement 

Information

Hyu-Soung 

Shin, *Gyan 

N. Pande, 

Chang-Yong 

Kim, Gyu-Jin 

Bae, Sung-

Wan Hong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University of 

Wales Swansea 

(UK)

Rock 

Engineering

3-D Elastoplastic Finite Element 

Analysis of Umbrella Arch 

Reinforcement System for Tunnelling

Hyu-Soung 

Shin, *Carlos 

Sicilia, Gyu-

Jin Bae, 

Chang-Yong 

Kim, Sung-

Wan Hong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Mott MacDonald 

Ltd.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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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 

Engineering

Probabilistic Stability Analysis 

of Underground Structure Using 

Stochastic Finite Element Method

Sangmin Na, 

Hyunkoo 

Moon

Hanyang 

University

Rock 

Engineering

3D AE Source Location Considering 

the Anisotropy of Elastic Wave 

Velocity Under Triaxial Compression

Hyuk-Ki Cho, 

Jae-Joon 

Song, Chung-

In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Rock 

Engineering

Physical, Mechanical and Hydraulic 

Properties of Inada Granite and 

Shirahama Sandstone in Japan

Ming Zhang, 

Mikio Takeda

Research 

Centre for Deep 

Geological 

Environments, 

AIST (Japan)

Rock 

Engineering

Laboratory Considerations about 

Frictional Force on Pipe Surface 

When Slurry Machine is Used

Saeid Khazaei, 

Hideki 

Shimada, 

*Takashi 

Kawai, 

*Jyunichi 

Yotsumoto, 

**Iwao Sato, 

Kikuo Matsui

Kyushu 

University 

(Japan), *Kyowa 

Exeo Co., Ltd. 

(Japan), **Telnite 

Co.,Ltd. (Japan)

Rock 

Engineering

Stress Corrosion Index of Kumamoto 

Andesite Estimated from Two Types 

of Testing Method

Hae-

Sik Jeong, 

*Yoshitaka 

Nara, **Yuzo 

Obara, 

*Katsuhiko 

Kaneko

Seoul National 

University, 

*Hokkaido 

University 

(Japan), 

**Kumamoto 

University 

(Japan)

Rock 

Engineering

A Study on the Quantification 

Analysis of Stereographic Projection

Seong-Sik 

Lim, Hyung-

Sik Ya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Rock 

Engineering

Numerical Study on the Estimation 

of the Temperature Profile and 

Thermomechanical Behaviour in 

Rock around the Taejon LNG Pilot 

Cavern

Dae-Hyuck 

Lee, Ho-

Yeong Kim, 

*Nicolas 

Gatelier, *Eric 

Amantini

SK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Geostock 

(France)

Rock 

Engineering

A Study on the Estimation of 

Temperature Distribution around Gas 

Storage Cavern

Yang Lee, 

Hyun-Koo 

Moon

Hany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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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 

Engineering

Thermo-mechanical Simulations of 

Pillar Spalling for In-situ Heater Test 

by FRACOD

Hee-Suk Lee, 

*Baotang 

Shen, **Rinne 

Mikael

SK Engineering 

& Construction, 

*CSIRO 

Exploration 

and Mining 

(Australia), 

**FRACOM Ltd 

(Finland)

Material 

Processing 

and Recycling 

Engineering

Fusion Technology of Artifacts 

Considering Environmental Recycling 

for Sustainability

Toyohisa Fujita
The University of 

Tokyo (Japan)

Material 

Processing 

and Recycling 

Engineering

Synthesis of Titania Nanopowder 

and Its Photocatalytic Properties

Hee Dong 

Jang, Jae 

Chun Lee, 

Dae Sup Kil

KIGAM

Material 

Processing 

and Recycling 

Engineering

The Pilot Study on Reclamation 

of Incineration Ashes of Municipal 

Waste in the Demonstrative Factory

Hui-Lan 

Chang, Chin-

Tson Liaw, 

Ching-Huoh 

Leu

Industrial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Taiwan)

Material 

Processing 

and Recycling 

Engineering

Diagnostic Metallurgy of Porphyry 

Copper - Gold Deposits in the Pan-

Pacific

Joe Y. Kim, 

*Sun S. Kim, 

*Hyung J. 

Shin, **Bong 

S. Kong, 

***Keon K. 

Lee

Consulting 

Metallurgist 

(Canada), 

*Principal 

Researcher, 

**Div. Director, 

***Director 

General,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Korea 

Resources Corp.

Material 

Processing 

and Recycling 

Engineering

Total Value Recovery in the Copper 

Smelting and Refining Operations

Joe. Y. Kim, 

*Bong S. Kong

Consulting 

Metallurgist, 

COREM 

(Canada), 

*Mineral 

Processing 

and Material 

Development Div. 

Korea Resources 

Co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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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Processing 

and Recycling 

Engineering

The Waste Reduction Technology 

of Chloride Contaminated Red-Mud 

from By-product of Bayer Process

Heeyoung 

Shin, 

Jongyeong 

Hyun, *Kaoru 

Masuda, 

Hitoshi Ohya, 

Shigehisa 

Endoh

KIGAM, *KOREA 

Institute for Green 

Technology

Material 

Processing 

and Recycling 

Engineering

On the Tensile Strength of Brittle 

Materials with a Consideration of 

Poisson's Ratios

Guoming Hu, 

Heechan Cho, 

*Hui Wan, 

*Hideyuki 

Ohtaki

Seoul National 

University, 

*Saitama 

University 

(Japan)

Material 

Processing 

and Recycling 

Engineering

Evaluation and Modelling of the 

Separation of Anthracite in the 

Hindered-Settling Column

Jeongyun Kim, 

Heechan Cho

Seoul National 

University

Material 

Processing 

and Recycling 

Engineering

Solvent Extraction Separation of Co, 

Mn and Zn from Leaching Solution 

from Ni-Cd Battery by Na-PC88A

Jong-Gwan 

Ahn, Kyoung-

Ho Park, 

Jeong-Soo 

Sohn, Dong-

Jin Kim, 

Jaereyeong 

Lee, 

HunSaeong 

Jeong

KIGAM

Material 

Processing 

and Recycling 

Engineering

Synthesis of Lanthanum Oxyfluoride 

by Grinding Lanthanum Oxide with 

Poly (Tetrafluoroethylene)

Jaeryeong 

Lee, 

Jonggwan 

Ahn, 

Dongjin Kim, 

Heeyoung 

Shin, 

Hunsaeng 

Chung, *Fumio 

Saito

KIGAM, *Tohoku 

University 

(Japan)

Material 

Processing 

and Recycling 

Engineering

A Study on Heavy Metal Migration in 

Fly Ash/Bentonite Using a Reactive 

Transport Model

Yoojin Jung, 

Heechan Cho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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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Processing 

and Recycling 

Engineering

Recovery of Abrasives from 

Electrical Industry Sludge

Sung-Baek 

Cho, Sang-

Bae Kim, 

Keon-Joon 

Cho

KIGAM

Material 

Processing 

and Recycling 

Engineering

Effects of Process Variables on 

Morphology of Palladium Metal 

Deposit in Hydrochloric Acid Medium

Min-Seuk kim, 

Jae-Chun 

Lee, Won-

Back Kim, 

Jin-Ki Jeong, 

Chul-Woo 

Nam

KIGAM

Petroleum and 

Groundwater 

Engineering

Computational Rock Physics: 

Lattice- Boltzmann Fluid Flow 

Simulation in Porous Media and Its 

Applications

Youngseuk 

Keehm, Tapan 

Mukerji, Amos 

Nur

Stanford 

University (USA)

Petroleum and 

Groundwater 

Engineering

Structural Change and Asymmetry 

Analysis of Petroleum Product Prices 

in Korea

Sunah Oh, 

Eunnyeong 

Heo

Seoul National 

University

Petroleum and 

Groundwater 

Engineering

Experimental Studies on Mass 

Transport in Groundwater through 

Fracture Network Using Artificial 

Fracture Model

Takeo 

Tsuchihara, 

*Masahito 

Yoshimura, 

Satoshi Ishida, 

Masayuki 

Imaizumi, 

Ryouichi 

Ohonishi

National Institute 

for Rural 

Engineering 

(Japan), *DOWA 

Mining CO., Ltd. 

(Japan)

Petroleum and 

Groundwater 

Engineering

Optimal Field Synthesis for 

Enhancing the Modeling Capabilities 

of Reservoir/Aquifer Fields

Minchul Jang, 

Jonggeun 

Choe

Seoul National 

University

Petroleum and 

Groundwater 

Engineering

Underground Temperature 

Survey for the Study of Shallow 

Groundwater Flow System

Takehiko 

Okuyama, 

Seiichiro 

Kuroda, 

Hiroomi 

Nakazato, 

Isamu Natsuka

National Institute 

for Rural 

Engineering 

(Japan)

Petroleum and 

Groundwater 

Engineering

Experimental Study for Natural Gas 

Production from Hydrate Reservoir 

by Electric Heating Method

Hoseob Lee, 

*Hojoon Yang, 

**Jeonghwan 

Lee, Wonmo 

Sung

Hanyang 

University, 

*Korea National 

Oil Corporation, 

**Korea Gas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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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roleum and 

Groundwater 

Engineering

An Experimental Approach for 

Estimating the Porosity and Effective 

Porosity of Porous Media by 

Permittivity Methods

M. Nishigaki, 

M. Komatsu, 

M.-I. Kim

Okayama 

University 

(Japan)

Petroleum and 

Groundwater 

Engineering

A Case Study on the Efficiency Test 

of Groundwater Drainage System for 

Taejon LNG Pilot Cavern

Dae-Hyuck 

Lee, Chul-

Wook Lee, 

Hyo-Lim Do, 

Ho-Yeong 

Kim, *Jean-

Luc Bodin, 

*Eric Amantini

SK Engineering 

& Constructuion 

Co.,Ltd, 

*Geostock 

(France)

Geochemistry 

and Geological 

Engineering

Invited Lecture : Trace Element 

Levels and Selenium Uptake in 

Cereals Grown in Lower Austria

M. Sager, J. 

Hoesch

Austrian Agency 

for Health and 

Food Safety 

Agricultural 

Researches 

Vienna

Geochemistry 

and Geological 

Engineering

Degradation of Energetic 

Compounds Using an Integrated 

Zero-Valent Iron- Fenton Process

Seok-Young 

Oh, *Byung 

J. Kim, Pei C. 

Chiu, Daniel K. 

Cha

University of 

Delaware (USA), 

*U.S.Army 

Engineering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USA)

Geochemistry 

and Geological 

Engineering

Assessment of Radon Potential in 

the Areas Covered with Granite and 

Gneiss in Korea

Hyun-Kuk 

Je, Hyo-Taek 

Chon

Seoul National 

University

Geochemistry 

and Geological 

Engineering

Problems and Improvement Methods 

of Passive Treatment Systems for 

Acid Mine Drainage in Korea

Sang Woo Ji, 

Ju In Ko, Sun 

Joon Kim

Hanyang 

University

Geochemistry 

and Geological 

Engineering

DEM Generation of Rock Slope 

Using Laser Scanning and Digital 

Stereo Photogrammetry

Changyub 

Jeong, 

Hyong-Dong 

Park

Seoul National 

University

Geochemistry 

and Geological 

Engineering

Exposure and Human Risk 

Assessment of Toxic Heavy Metals 

on Abandoned Metal Mine Areas

Jin-Soo Lee, 

Hyo-Taek 

Chon

Seoul National 

University

Geochemistry 

and Geological 

Engineering

Optimization of Wastewater 

Electrolysis Using Life Cycle 

Assessment and Simulated 

Annealing

Hae Pyo 

Chun, Hyo-

Taek Chon, 

*Young Seok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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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chemistry 

and Geological 

Engineering

Arsenic Environmental 

Contamination, Chemical Speciation 

and Its Behaviour in the Water 

System from Some Abandoned Au-

Ag Mines, Korea

Ji-Min Yi, 

Hyo-Taek 

Chon, Jin-Soo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Geochemistry 

and Geological 

Engineering

Vertical Variations of Heavy Metals 

in Tailings Site of the Sangdong W 

Mine, Korea

Myungchae 

Jung, 

Moonyoung 

Jung, 

Yunwang 

Choi, Manhee 

Kang

Semyung 

University

Geochemistry 

and Geological 

Engineering

Distribution of Heavy Metal 

Contamination in Soils and Sedi-

ments in the Vicinity of the 

Hwacheon Au-Ag-Pb-Zn Mine

Sung-Eun 

Lee, Jin-Soo 

Lee, Hyo-

Taek Chon

Seoul National 

University

Geochemistry 

and Geological 

Engineering

The Effects of Organic Materials on 

Microbial Mediation of Arsenic in 

Contaminated Sediment

Jong-Un 

Lee, *Sang-

Woo Lee, 

*Kyoung-

Woong Kim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Geochemistry 

and Geological 

Engineering

Arsenic and Heavy Metal 

Contamination in the Vicinity of the 

Abandoned Dongjung Au-Ag-Cu 

Mine, Korea

EunHye 

Chung, Jin-

Soo Lee, Hyo-

Taek Chon, 

*Manfred 

Sager

Seoul National 

University, 

*Austrian Agency 

for Health and 

Food Safety and 

Federal Office for 

Food Safety

Geochemistry 

and Geological 

Engineering

Application of Chemical Consolidants 

into the Conservation of Limestone 

Monuments

Gi Hye Shin, 

Hyeong Dong 

Park

Seoul National 

University

Geochemistry 

and Geological 

Engineering

Environmental Contamination and 

Geochemical Behaviour of Heavy 

Metals around the Abandoned 

Songcheon Au- Ag Mine, Korea

Hye-sook 

Lim, Jin-Soo 

Lee, Hyo-

Teak Chon, 

*Manfred 

Sager

Seoul National 

University, 

*Austrian Agency 

for Health and 

Food Safety and 

Federal Office for 

Food Safety

Geochemistry 

and Geological 

Engineering

Rockfall Analysis Using Simulation 

Techniques - A Practical Application 

to the Mt. Namsan Gyoungju in 

Korea

Jong Yoon 

Lee, Hyeong 

Dong Park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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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R 

PRESENTATION: 

Rock Engineering

The Application of Neural Network 

System to the Prediction of Pollutant 

Concentration in the Road Tunnel

DuckJune Lee, 

YongHo Yoo, 

Jin Kim

Inha University

POSTER 

PRESENTATION: 

Rock Engineering

Smart Monitoring Analysis System 

for Tunnels in Heterogeneous Rock 

Mass

Changyong 

Kim, Sungwan 

Hong, 

Gyujin Bae, 

Kwangyeom 

Kim, *Wulf 

Schubert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TU-Graz 

(Austria)

POSTER 

PRESENTATION: 

Rock Engineering

Application of the Auxiliary Tunnel 

Reinforcement Design Using the 

Decision Making Tools Based on 

Expert System Integrated Fuzzy 

Inference Rule

Changyong 

Kim, Sungwan 

Hong, 

Gyujin Bae, 

Kwangyeom 

Kim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

POSTER 

PRESENTATION: 

Rock Engineering

New Techniques for Estimating the 

Shutin Pressure in Hydro- fracturing 

Pressure-time Curves

Sung O. Choi KIGAM

POSTER 

PRESENTATION: 

Rock Engineering

Ground Stability Analysis on the 

Limestone Region

Sung O. Choi, 

*Ki-Seog Kim

KIGAM, 

*Heesong 

Geotek & 

Engineering Co., 

Ltd.

POSTER 

PRESENTATION: 

Rock Engineering

Evaluation of the Rock Property 

around TBM Tunnels Using Seismic 

Reflective Survey Data and TBM 

Driving Data

Kenji Aoki, 

Yoshitada 

Mito, *Takuji 

Yamamoto, 

*Suguru 

Shirasagi

Kyoto University 

(Japan), *Kajima 

Corporation 

(Japan)

POSTER 

PRESENTATION: 

Geophysical 

Exploration

Phase Inversion of Seismic Data

Wonsik Kim, 

*Changsoo 

Shin, Kunpil 

Park

KIGAM, *Seoul 

National 

University

POSTER 

PRESENTATION: 

Geophysical 

Exploration

Time Domain and Frequency 

Domain Interpretation of Safety 

Diagnosis for Concrete Structure

Baeksoo Suh, 

*Jehun An, 

Hyoungjun 

Kim, Yongin 

Kim

Kangwon 

National 

University, *First 

Geophysics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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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R 

PRESENTATION: 

Geophysical 

Exploration

Low-enthalpy Geothermal 

Exploration in Pohang Area, Korea

Yoonho Song, 

Seong Kon 

Lee, Hyoung 

Chan Kim, 

Weon-Seo 

Kee, Yeong-

Sue Park, 

Mu-Taek Lim, 

Jeong-Sul 

Son, Seong-

Jun Cho, 

Seong-Keun 

Lim, *Toshihiro 

Uchida, *Yuji 

Mitsuhata, 

Tae Jong Lee, 

**Heuisoon 

Lee, Hyoung-

Rae Rim, Seho 

Hwang, In-

Hwa Park

KIGAM, *Institute 

for Geo-

resources and 

Environment, 

Geological 

Survey of Japan, 

AIST,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POSTER 

PRESENTATION: 

Geochemistry 

and Geological 

Engineering

Integration of the Internet GIS 

Components for Geological Analyses

Yoon-Seop 

Chang, 

Hyeong-Dong 

Park

Seoul National 

University

POSTER 

PRESENTATION: 

Geochemistry 

and Geological 

Engineering

The Change of Rock Properties by 

Artificial Weathering Tests and Its 

Implications for Durability of Building 

Stones

Kyoung-Won 

Min, Jin-Dong 

Park

Kangwon 

National 

University

POSTER 

PRESENTATION: 

Material Processing 

and Recycling 

Engineering

The Optimized Recover Process of 

Heavy Minerals from Korean Beach-

sand

Heeyoung 

Shin, Hosoek 

Jeon, 

Seungwoo 

Baik, Wantae 

Kim, Jaechun 

Lee

KI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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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Fusion 

Technology 

of Geosystem 

Engineering, 

Rock 

Engineering 

and 

Geophysical 

Exploration 

(2003.11.18-19)

POSTER 

PRESENTATION: 

Material Processing 

and Recycling 

Engineering

Synthesis of Amorphous Calcium 

Carbonate by Gas-liquid Reaction 

and Its Crystallization

Ji-Whan Ahn, 

Hyung-Seok 

Kim, Jin-Koo 

Park, *Ka-

Yeon Kim, 

*Going Yim, 

**Sung-Min 

Joo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 Mineral 

Resources, 

*Paichai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of 

Limestone and 

Advanced 

Materials

POSTER 

PRESENTATION: 

Petroleum and 

Groundwater 

Engineering

Integrated Reservoir Characterization 

for Fractured Reservoir Using Static 

and Dynamic Data

Jae-Hyun 

Park, Ho-

Seop Lee, 

*Sang-Ho 

Nam, Won-Mo 

Sung

Hanyang 

University, 

*Korean National 

Oil Corporation

POSTER 

PRESENTATION: 

Petroleum and 

Groundwater 

Engineering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Inverse Model for Reservoir 

Heterogeneity Characterization Using 

Parallel Genetic Algorithm

Sun-Il Kwon, 

*Dae-Gee 

Huh, *Won-

Suk Lee, 

*Hyun-Tae 

Kim, *Se-Joon 

Kim, Won-Mo 

Sung

Hanynag 

University, 

*KIGAM

POSTER 

PRESENTATION: 

Petroleum and 

Groundwater 

Engineering

Integrated Approach Using Well Data 

and Seismic Attributes for Reservoir 

Characterization

Ji-Yeong Kim, 

Jong-Se Lim, 

Sung-Ryul 

Shin

Korea Maritime 

University

2004년 제82회 

춘계학술발표회 

(2004. 4.16)

지구화학·응용

지질/자원환경

국내 일부 폐광지역 광산폐기물에 의한 

잠재적 비소 및 중금속 오염 가능성 

김경웅, 김주용, 

안주성, 윤인호, 

*권재섭

광주과학기술원, 

*한국환경기술진흥원

지구화학·응용

지질/자원환경

황동위원소를 이용한 폐탄광 주변 

지하수의 오염원 추적에 관한 연구

김효범, 지상우, 

고주인, *강희태, 

*김재욱, 김선준

한양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구화학·응용

지질/자원환경

컴포넌트 통합을 이용한 인터넷 기반 

지반정보시스템의 구현
장윤섭, 박형동 서울대학교

지구화학·응용

지질/자원환경
비소 흡착에 미치는 박테리아의 영향 박현성, 이종운 전남대학교

지구화학·응용

지질/자원환경

석재자원분포 디지털정보화를 위한 

칼라 코어스캐너의 응용
현혜자, 이병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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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화학·응용

지질/자원환경

토착미생물에 의한 폐광산 지역 광미 

중 비소의 거동성 조사

이상우, *이종운, 

김경웅

광주과학기술원, 

*전남대학교

지구화학·응용

지질/자원환경

GIS 데이터를 이용한 공간변수 생성과 

외부자료의 GIS 결합

최요순, 기세일, 

정승필, 박광원, 

박형동, 최종근

서울대학교

지구화학·응용

지질/자원환경

동정 Au-Ag-Cu 광산 주변지역 중금속 

오염과 인체위해성 평가

정은혜, 이진수, 

전효택
서울대학교

지구화학·응용

지질/자원환경

동일광산의 자연수 및 하상퇴적물내 

비소의 화학종에 따른 거동 특성

이지민, 이진수, 

전효택
서울대학교

지구화학·응용

지질/자원환경

동원탄좌 사북광업소 갱내수의 수질특성 

연구

임길재, 강상수, 

정영욱, 홍성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구화학·응용

지질/자원환경

페광지역 지질환경내 비소의 광물상 및 

지구화학적 거동

안주성, 김주용, 

김경웅, *김종균, 

*박영석

광주과학기술원, 

*조선대학교

지구화학·응용

지질/자원환경

지질조사자료 정량화를 위한 계층분석법 

적용연구

황학수, 문상호, 

*안동광, 

*송무영, 기원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충남대학교

지구화학·응용

지질/자원환경
전국규모의 지구화학 지도와 그 응용 신성천, 염승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구화학·응용

지질/자원환경

벤토나이트의 양이온 교환 및 

투수계수 특성 
조호영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구화학·응용

지질/자원환경
AMS의 지구환경변화연구 응용

홍   완, 우형주, 

김기동, 최한우, 

김준곤, 음철헌, 

신성천, 이상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구화학·응용

지질/자원환경

상동중석광산 광미의 지구화학적 

특성 평가

강만희, 정명채, 

정문영, 최연왕
세명대학교

물리탐사

지구물리

탄성파 중합 전 심도구조보정 

구간속도분석을 위한 토모그래피 역산

정부흥, 박근필, 

*김건득, 김원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석유공사

물리탐사

지구물리
물리 탐사 자료 3차원 시각화 소프트웨어 김현규, 이두성 한성대학교

물리탐사

지구물리

전기비저항 탐사에서 지하매설물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모형 연구

강준구, *오세영, 

**이명종, 

김정호, *송영수

㈜휴먼앤어스, 

*전북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지구물리

전파형 음파 검층시 다극자 송신원의 

진폭 불균형으로 인한 영향
변중무, 서백수 강원대학교

물리탐사

지구물리

FDM을 이용한 MT 탐사의 3차원 모형 

반응 연구

한누리, *이성곤, 

*송윤호, 서정희

서울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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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탐사

지구물리

산사태 지질조사를 위한 전기비저항탐사

의 응용

박삼규, 김정호, 

조성준, 이명종, 

손정술, 정지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지구물리

현장탐사에 사용하는 전선이 전기비저항 

탐사 자료에 미치는 영향

정지민, 조성준, 

김정호, *송영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전북대학교

물리탐사

지구물리

폐광지역 고층 아파트 지반 안정성 

분석을 위한 이방성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의 적용

김정호, 이명종, 

조성준, 손정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지구물리

3차원 이방성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의 

응용사례

이명종, 김정호, 

손정술, 정지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지구물리

지하시설물 영상화를 위한 3차원 

GPR탐사

손정술, 김정호, 

이명종, 박삼규, 

정지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지구물리

해수침투 평가를 위한 전기비저항탐사 및 

탄성파 굴절법탐사의 적용: 

전남 영광지역

박권규, 조창수, 

박인화, *한수형, 

**박윤성, 

신제현, 황세호, 

이상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충북대학교, 

**충남대학교

물리탐사

지구물리

중성자검층을 이용한 소구경 시추공에서

의 공극율 측정: 전남 영광지역

길준호, *황세호, 

*신제현, 박윤성, 

*이상규, 송무영

충남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지구물리

물리검층을 이용한 균열암반의 지하수 

유동특성 해석

황세호, 김용제, 

염병우, *고진석, 

이상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조선대학교

물리탐사

지구물리

광역 전기비저항 탐사 자료를 이용한 

영광 연안지역 해수침투 평가

김정일, *황세호, 

송영수, *박인화, 

*신제현, 

*이상규

전북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지구물리

한강 하저 고출력 고밀도 3차원 

전기비저항탐사

정현기, *박영수, 

*임무택, 

*임형래, 

*이호용, 

**최원석, 

**김학수, 

송원경, 

***김용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오텍컨설턴트, 

**㈜지오제니,

 ***㈜대우건설

물리탐사

지구물리

지하 LNG 저장소 물/얼음 상변화 모니터

링용 무전극 전자방식 센서의 실내 시험

정현기, *김호영, 

한공창, 정소걸, 

신중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SK건설

물리탐사

지구물리

심부 지전기구조 탐사용 GDS 동시 

다채널 디지털 자료획득시스템 기초개발
정현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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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탐사

지구물리
측정점의 지형을 고려한 중력역산

임형래, 박영수, 

임무택, 구성본, 

*권병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학교

물리탐사

지구물리

쓰레기 매립지의 오염 영역 파악을 위한 

물리탐사 기법의 적용

박남윤, 문윤섭, 

김건수, 정상원, 

고광범, *윤준기, 

**이두성

㈜지오맥스, 

*삼성건설, 

**한성대학교

암반

지하공간공학

지하저장 압축공기를 이용한 

전력생산시스템

신희순, 신중호, 

최성웅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암반

지하공간공학
발파원 모델링을 위한 수치해석 및 실험

백승규, *김재동, 

류창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강원대학교

암반

지하공간공학

Design of 'Roller Compacted 

Concrete' Dam Foundation on the 

Ancient Alluvium Layers

Dal Sun Kim, 

Hee-Chul Lee 

Hyundai Eng 

&Construc 

Co.,Ltd

암반

지하공간공학

RCC Culvert 공법의 쌍안경 터널 

적용에 관한 수치해석적 연구
이화영, 윤지선 인하대학교

암반

지하공간공학

단축압축하중을 받는 국내화강암의 

크립 변형 거동 특성에 관한 연구
홍지수, *전석원

SK건설, 

*서울대학교

암반

지하공간공학

지하천부에서의 터널굴착 발파진동이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평가 연구
최병희, 류창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암반

지하공간공학

한반도 남동부 지진의 지각매질 특성 및 

지진원 특성 변수 연구

김준경, 정제원, 

오태석
세명대학교

석유공학
잔류 NAPL에서 비롯된 기체상 VOC 

오염운의 이동
이근상 경기대학교

석유공학
지하수 통합관리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

정진하, 박형동, 

최종근
서울대학교

석유공학
통계기법 및 프랙탈 기법을 이용한 균열

저류층의 특성화 연구

박재현, 이호섭, 

성원모, *남상호

한양대학교, 

*한국석유공사

석유공학
길이 의존 분산지수를 가지는 균열 

매질 내 불완전 혼합의 영향분석

정유현, *한충용, 

강주명

서울대학교, 

*Texas University

석유공학

Experimental and Analytical Studies 

of Sequestration of Supercritical 

Carbon Dioxide in Depleted Gas 

Reservoirs

Jeonggyu 

Seo, Daulat 

D. Mamora, 

*Wonmo Sung

Texas A&M 

University, 

*Hanyang 

University

석유공학
GIS 자료 기반의 3차원 대수층 특성화 및 

유동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정승필, 최종근, 

장민철, 기세일, 

정대인, 박광원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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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학
대수층 특성화를 위한 관측정 분포 

최적화 연구
박광원, 최종근 서울대학교

석유공학

다공질 매질에서 이산화탄소 유동이 

하이드레이트 형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험적 분석

이재형, 이원석, 

김세준, 김현태, 

허대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석유공학
해외석유가스전 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찰

김현태, 허대기, 

이재형, 김세준, 

이원석, *이철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대한석유협회

석유공학 환형관내 회전유동에 관한 연구
김영주, 우남섭, 

배경수, 황영규
성균관대학교

석유공학
기존 댐의 터널식 여수로 설치에 따른 

주변 지하수 영향평가

임종세, *최용근, 

**김태혁

한국해양대학교, 

*지오제니컨설턴트, 

**삼성건설

자원소재·활용
DEM을 이용한 Centrifugal Mill의 

특성연구

정석, 조희찬, 

이재령, 김정윤
서울대학교

자원소재·활용
천연광물을 이용한 무독성 방오페인트용 

충전제 제조에 관한 연구

전호석, 김완태, 

김병곤, 김준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소재·활용 폐금속광산 광미의 분쇄 슬러리 특성연구
박현혜, 정문영, 

정명채, 최연왕
세명대학교

자원소재·활용
폐리튬이온전지 재활용을 위한 안전성 

검토 및 물리적 처리

손정수, 양동효, 

신선명, 김수경, 

손현태, 김낙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소재·활용

철강부산물인 압연 슬러지를 활용한 칼슘

설포알루미네이트계 클링커 제조 및 

중금속 안정화 기술

유광석, 안지환, 

천성민, 한기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소재·활용
비정질 탄산칼슘의 표면개질을 통한 

안정화 특성

박진구, 박윤석, 

*서강석, *한 춘, 

안지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운대학교

자원소재·활용
효과적인 초미분체 생산을 위한 

나노밀링 연구

이영우, 조희찬, 

이   훈
서울대학교

자원소재·활용
폐망간전지의 재활용 상용화를 위한 

물리적 처리 방안

강진구, 김문호, 

신선명, 손정수, 

양동효, 김수경, 

김태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소재·활용
Pre-Foaming 법에 의한 경량기포콘크리

트의 제조시 기포수의 영향

안성열, 공경록, 

강헌찬
동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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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소재·활용
전기로 분진중 Pb, Cl, Zn의 휘발거동 

특성

유재민, *김병수, 

*이재천, 

*김민석, 

*남철우, 

*박진태

전북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소재·활용
(Cu-Ni-Co-Fe)계 매트의 고온고압 

황산침출연구

남철우*, 박경호, 

김홍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소재·활용

Synthesis and Characterization 

of Composite (TiO2-SiO2) 

Nanoparticles for Photocatalyst

Hee-Dong 

Jang, Chun-

Mo Seong, 

Dae-Sup Kil, 

Won-Baek 

Kim, Jae-

Chun Lee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소재·활용
볼 밀에 의한 일라이트의 미립화 특성 

연구

김상배, 조성백, 

조건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소재·활용 부유선별에 의한 레피돌라이트 회수 연구
조성백, 김상배, 

조건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소재·활용
분쇄분급에 의한 영동지역 일라이트 

정제에 관한 연구

조성백, 김상배, 

조건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소재·활용
비중선별에 의한 혼합폐플라스틱의 

재질별 분리기술 개발

최우진, 유재명, 

이호익
수원대학교

자원경제·정책
<학술토론회 개최> 토론주제:

『원자재 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원경제·정책
미래 연료자원으로서 헬륨-3의 탐사·개

발 및 활용기술 전망

김성용, 이재욱, 

안은영, 한만갑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경제·정책
국내 중소기업의 ISO 14001 도입과 

관련된 동기, 애로점 및 효과 분석
이근상, 정혜철 경기대학교

자원경제·정책

지질자원 정보의 파급효과 발생 시차 및 

지속기간에 관한 연구 - 지질도 인용 및 

기술이전을 대상으로 -

안은영, 김성용, 

이재욱, 한만갑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경제·정책
국제 자원시황 변화 요인 분석과 향후 

전망
이경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경제·정책

AHP 적용시 그룹 의사결정 연구 - 쌍대

비교 단계에서의 기하평균과, 개인의사의 

산술평균 비교

정연재, 허은녕 서울대학교

자원경제·정책

AHP를 이용한 기술가치평가 모형의 

구축 - 이산화탄소 저감 및 처리 기술을 

중심으로

오선아, 김현경, 

정연재, 허은녕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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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경제·정책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기술의 파급효과 

분석 - CDRS사업 관련산업을 중심으로
김진수, 허은녕 서울대학교

자원경제·정책

OPEC의 석유감산 충격으로 인한 주요 

원유가 변동요인 연구 - 인과관계분석을 

중심으로 -

김유정, 허은녕 서울대학교

자원경제·정책
국제광물시장가격 시계열의 장기적 

특성 분석 - 구리 연, 아연의 경우
허은녕, 신창수 서울대학교

자원경제·정책
부가가치성장에 따른 광물자원의 수요 

특성 분석

최용균, *안은영, 

*이경한

인하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경제·정책

지구관측그룹(GEO)의 『전지구적 지구관

측시스템들의 시스템(GEOSS)』 10개년 

이행계획 대비전략제안

김성용, 이경한, 

신성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베트남산 제조타임의 품위향상에 관한 

연구

전호석, *백상호, 

이진영, 이영효, 

김준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조선대학교

포스터
국내산 저품위 벤토나이트 광물의 

정제기술 개발

전호석, 신선명, 

*백상호, 

**박철현, 

***이재장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조선대학교, 

**한양대학교, 

***강원대학교

포스터
플라즈마 시스템으로 제조된 용융슬래그

를 이용한 Na-A형 제올라이트 합성연구

배인국, 채수천, 

장영남, *윤도우, 

*조성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배재대학교

포스터 활석을 이용한 Mg-사포나이트 합성연구

배인국, 채수천, 

장영남, *류경원, 

*최상훈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충북대학교

포스터
분급한 천연제올라이트의 상전이 

특성 연구

김윤종, 

*조성백, 

김택남, 김종옥, 

김일용, 이승우, 

*김상배, 

*조건준, 

**Hirohisa 

Yamada

배재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NIMS

포스터
갱내황산염환원시설에 의한 산성광산배

수 처리 모형실험 연구

지상우, 이상훈, 

이현석, 이지은, 

*유상희, *전용

원, 김선준

한양대학교, 

*(재) 자원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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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Experimental Hydraulic Lifting 

System For Deep-Sea Manganese 

Nodules

Chi-Ho Yoon, 

Yong-Chan 

Park, Dong-

Kil Lee, Seok-

Ki Kwon

KIGAM

포스터

A preliminary Study on the 

Electrokinetic Soil Processing for the 

Removal of As

Won-Seok 

Kim, Sang-

Woo Lee, 

Kyoung 

-Woong Kim

KJIST

포스터

Toxic and Precious Element 

Concentrations in Vegetation on the 

Tailing Site of the Myoungbong Mine 

Area

Pei-Chun 

Chang, 

Kyoung-

Woong Kim

KJIST

포스터
자연수계 존재 유기물인 Humic Acid의 

산화반응 특성에 관한 연구

박아영, *조성훈, 

*정광덕, 김동수

이화여자대학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포스터

Synthetic Festures of Near-

monodispersed Yttuim Oxide 

Precipitates in Urea Aqueous 

Solution

신명숙, *권영식, 

김동수

이화여자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포스터
유기질 토양 오염물질의 제거를 위한 

마이크웨이브 열처리 특성

신명숙, 김동수, 

이진숙
이화여자대학교

포스터
일반폐기물 소각처리 Life Cycle 

Assessment

정우정, 이선화, 

김동수, *권영식

이화여자대학교, 

*수원과학대학

포스터
칼라 코어스캐너에 의한 석유자원 

부존 조사 시추코어의 분석기술 향상
현혜자, 손진담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개별요소법을 이용한 절리암반의 

역학적 거동에 관한 연구
박의섭, 류창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Gd-Ti-O 및 Gd-Zr-O계에서의 

파이로클로어 합성연구

채수천, 배인국, 

장영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딕카이트를 이용한 바이델라이트의 

수열합성연구

류경원, 장영남,

배인국*, 채수천, 

*최상훈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충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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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지하공간을 이용한 장기축열시스템이용

기술
신희순, 최성웅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솔-젤 공정에 의한 이트륨계 적색 

형광체 제조

윤호성, 김철주, 

김병규, 김준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포항지역 심부 지열시추공에 대한 

물리검층

황세호, 박인화, 

송윤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국내 일부 폐광지역에서의 비소위해성 및 

독성평가

이상우*, 김주용, 

*이진수, 

**이평구, 

구만복, 김경웅

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음용지하수에 형성된 Mn Scale의 

지구화학

김성구, 임성수, 

박천영
조선대학교

포스터

Spectral Structures from Laser-

Induced Fluorescence for the 

Monitoring of PAH-Contaminated 

Soils

Eun Joung Ko, 

Eun Young 

Choe,Kyoung-

Woong Kim, *Uwe 

Wachsmuth

KJIST, 

*LaserLaboratorium 

Göttingen

포스터

Predicting the Flood-prone Regions 

on the Middle Reaches of Namhan 

River, Korea

Kim Jin-

Kwan*, Yang 

Dong-Yoon, 

Kim Ju-Yong, 

Hong Sei-Sun, 

Nahm Wook-

Hyun, Lee 

Jin-Young, 

Kim Min-

Seok, *Jung 

Kwan-Sue

KIGAM, *Chung-

nam National 

University

포스터

침식·퇴적으로 인한 재해 발생과 이의 

저감대책의 제안 - 충남 금산군 추풍천에

서 발생한 토사류 범람 재해를 예로

양동윤, 김진관, 

김주용, 이진영, 

홍세선, 남욱현, 

김정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투수계수에 따른 인공소택지의 수리학적 

특성 변화

장한기, *최성범, 

*백환조

희송지오텍, 

*강원대학교

포스터
시험편 형상에 따른 암석의 파괴인성 

측정치 변화

박홍묵*, 최성범, 

백환조

석탑엔지니어링, 

*강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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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SIR-C 영상을 이용한 토지 피복 상태에 

따른 편광 반응 특성 분석

강문경*, 윤왕중, 

*김광은, 

**송영수

전남대학교, 

*㈜픽소니어, 

**전북대학교

포스터
실내유해가스 제거를 위한 환경기능성 

비금속재료

김병곤, 박종력, 

전호석, *이재장, 

**장동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강원대학교, 

**㈜환경신소재

포스터
고온자전연소법 (SHS)에 의한 질화알루

미늄 합성과 희석제 입도 영향

이재령, 이익규, 

안종관, 김동진, 

정헌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04년 제83회 

추계학술발표회 

(2004.10.19)

응용지구화학

응용지질

중부 옥천대에서의 지질방사능 위해지역 

선정을 위한 광역적 라돈농도 조사

제현국,정성필,

이진수, *전효택
서울대학교

응용지구화학

응용지질

수중 라돈 보정계수 결정과 제거방법

제안

정성필,제현국,

전효택
서울대학교

응용지구화학

응용지질

공장 폐수로 오염된 퇴적물내 Cr(VI)

거동에 관한 지구미생물학적 연구

이성은, 이진수, 

전효택 *이종운

서울대학교, 

*전남대학교

응용지구화학

응용지질

파쇄철과 전기집진기 분진을 이용한

지하수내의 중금속 및 인산염의 제거에 

관한 연구

최용석, 전효택, 

이진수
서울대학교

응용지구화학

응용지질
Selenium in Food and Agriculture M. Sager*

Austrian Agency 

for Health and 

Food Safety 

Competence 

Centre for 

Elements

응용지구화학

응용지질

보은 내북지역 지하수의 

수리지구화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박호림, *김명균

농업기반공사, 

*청주대학교

응용지구화학

응용지질

새만금 유입하천 퇴적물 및 하천수에서

의 중금속 원소 분포특성
방동훈, 김옥배 전북대학교

응용지구화학

응용지질

입도분석 및 납 동위원소 연구를 통한

주암댐 호수저 퇴적물 내 오염물질 기원 

규명

염승준, 이평구, 

연규훈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응용지구화학

응용지질

87Sr/86Sr을 이용한 폐광이후 갱내수 

수질예측

정영욱, 강상수, 

임길재, 지상우, 

김용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응용지구화학

응용지질

폐금속 광산지역 퇴적물 내에서의 비소 

거동에 미치는 토착미생물의 영향

박지민, 이진수, 

전효택, *이종운, 

**정명채

서울대학교, 

*전남대학교, 

**세명대학교

응용지구화학

응용지질

철산화 박테리아를 이용한 오염토양으로

부터의 방사성원소 용출 연구

박현성, *하원경, 

**안재우, 

*** 손정수,     

이종운

전남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대진대학교,

*** 한국지질자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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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지구화학

응용지질

Comparison of In-vitro Digestion 

Model with Chemical Extraction 

Methods for the Estimation of 

Bioaccessible As in Soils

이병태, 이상우, 

김경웅, *이진수

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

응용지구화학

응용지질

X-Ray CT를 이용한 손상된 암석시료

분석

현창욱, 박형동, 

*Yanjun Shang

서울대학교, 

* Institute of 

Geology & 

Geophysics, 

China

응용지구화학

응용지질

유전알고리즘과 수치사진측량을 이용한 

암반 사면의 DEM 추출기법연구
정창엽, 박형동 서울대학교

응용지구화학

응용지질

포화대 지하수 모델링을 위한 

GIS 자료의 개념 모델링(Conceptual 

Model Approach) 및 변환기법 연구

최요순, 박형동, 

최종근
서울대학교

응용지구화학

응용지질

시추공 자료를 이용한 지하구조 특성화 

인터페이스 개발

정진하, 박형동, 

최종근
서울대학교

응용지구화학

응용지질
국내 지하공간 개발현황 및 전망 신희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응용지구화학

응용지질

절리암반의 거동 조건에 따른 연속체

모델 해석결과 비교

노승환, *이정인, 

**이연규

LG건설,

*서울대학교,

**군산대학교

암반공학
RMR과 RQD를 고려한 응력 의존성

수리전도도 해석
윤용균 세명대학교

암반공학
절리망 해석을 이용한 지반주입의

차수효과 분석
김도영, 문현구 한양대학교

암반공학
전기비저항탐사에 의한 산사태지의

지하수 조사

박삼규, 김정호, 

김창렬, 이명종, 

손정술, 정지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암반공학
극저온 환경에 의한 지반상태 변화의

3차원 영상화

이명종, 김정호, 

박삼규, 손정술, 

정지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시추공 레이다 탐사를 이용한 암반

결빙대 형성 탐지

김정호, 박삼규, 

이명종, 손정술, 

조성준, 김창렬, 

정지민, 

Adekunle 

Abraham 

Adepelumi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염/담수 영역 특성화를 위한

연안대수층의 지구물리학적 3차원

영상화

박권규, 황세호, 

박인화, *박윤성, 

신제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충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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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탐사
해수침투의 통합적 분석을 위한

DB 구축과 가시화 시스템 개발

최선영, 박권규, 

황세호, 신제현, 

*윤왕중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전남대학교

물리탐사

해수침투대의 정량적 특성 평가를 위한 

Hydrophysical logging system의

설계

박윤성, *황세호, 

*박권규,

*신제현,

*이상규, 송무영

충남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시추공내 다채널 전기전도도 측정

시스템 개발

황세호, 신제현, 

박권규, *박윤성, 

성낙훈, 이상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충남대학교

물리탐사
PSPW (Phase Shift Plus 

Wavenumber Filtering) Migration  
서상용,  장성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일방향 및 양방향 파동방정식

선중합구조보정 비교

김병엽, 장성형, 

윤광진, 서상용, 

이호영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가스하이드레이트 탐사자료의 선 중합 

역시간 심도 구조보정

윤광진, 장성형, 

서상용, 정부흥, 

류병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3차원 중합전 역시간 구조보정 

신창수, *고승원, 

양동우, 

**서상용, 

***J.B. Bednar

서울대학교, 

*석유공사, 

** 한국지질자원   

연구원, 

***3dbee

물리탐사
컨벌루션 방식에 의한 송신파형에

독립적인 파형역산 

정순홍, 신창수, 

편석준, 양동우
서울대학교

물리탐사
송신파형에 독립적인 로그변환 파동장을 

이용한 파형역산

서태공, 신창수, 

*서상용, 

**민동주, 양동우

서울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석유공학
유선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다수 연속

오염원의 용질 거동 모델링
정승필, 최종근 서울대학교

석유공학
유선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한

비평형 용질거동 모델링
정성목, 최종근 서울대학교

석유공학
양수정의 적정설계를 통한 해수침투

방지 축소모형실험 연구

이영수, 박재현, 

성원모, *황세호, 

*이원석, 

*신제현

한양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석유공학
다공질 매질 내 하이드레이트 형성에 

의한 유동 변화

안태웅, 강주명, 

박희준
서울대학교

석유공학
메탄 하이드레이트지층의 미고결 난투층 

시료에 대한 투수계수측정

배위섭, *김현태, 

*허대기,

**임종세

광주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해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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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학

Mature Field를 포함한 천연가스 광역개

발프로젝트의  생산성 분석 및 생산계획 

수립

김세준, 김현태, 

이원석, 이재형, 

허대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석회석 탄산칼슘 복합체의 합성 및 응용기술 이상훈 대한광업진흥공사

석회석 고순도 석회 제조 및 특성에 관한 연구

최범진, 황은석, 

채승진, 박신서, 

*송백준,

*차진선, *신민철

㈜센불,

*산업기술시험원

석회석
침강성 탄산칼슘 응용을 위한 국내·외 

석회석 원석의 특성 연구 및 그 적용

유광석, 김정아, 

안지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석회석 제지용 무기안료 - 침강성 탄산칼슘 박진구, 안지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석회석
배기가스내 황산화물 제거를 위한

다공성 석회 필터의 제조 및 응용

박재구, 한요섭, 

서영실, *백동열, 

**채수택

한양대학교,

*㈜마이크로포어, 

**㈜KB&Tech.

석회석
Ethanol계에서의 침강성 탄산칼슘 생성 

특성

서강석, 박윤석, 

위정호, 한   춘,

*박진구, *안지환

광운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석회석
석회석 산업소재의 기초물성 탐사방법에 

관한 연구
김준경 세명대학교

자원경제

수온차 이용 에너지저감기술의 직간접 

에너지저감효과 산정 연구-CDRS 사업 

개발과제를 중심으로 -

조상민, 김진수, 

정태웅, 허은녕
서울대학교

자원경제

순산소 연소 기술의 직간접 에너지 저감

효과 산정 연구-CDRS 사업 개발과제를 

중심으로 -

정태웅, 조상민, 

김진수, 허은녕
서울대학교

자원경제

AHP를 이용한 에너지저감 기술간 평가

기준 비교: 고온 순산소 연소기술과

미활용 에너지 이용기술

장재우, 김현경, 

오선아, 허은녕
서울대학교

자원경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preview
임소영, 허은녕 서울대학교

자원경제
국제원유시장의 지역화(regionalization) 

분석
허은녕 서울대학교

자원경제 중국 서부 자원개발 투자환경 김영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경제
해외자원개발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기대 효과 분석
김대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경제 중국 서부 자원개발 투자환경 김영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경제
해외자원개발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기대 효과 분석
김대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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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경제 선진국의 광해방지제도 비교 연구
김대형, 김지환, 

이현복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경제
생활폐기물 소각재 용융슬래그 활용 

기술의  경제성 분석

최용균, 박찬훈, 

*김대형

인하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경제 BRICs 의 비철금속 소비추이와 전망
이현복, 이경한, 

*최용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인하대학교

자원경제
주요금속광물의 수요변화요인에 관한 

고찰
김지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경제 국내 폐 금속광산에 의한 수질오염 현황

고주인, 이상훈, 

이현석, 김선준, 

*김재욱, 

*강희태

한양대학교, 

*자원산업연구원

자원경제
나주지역 하상퇴적물내에 존재하는 

환경유해원소의 특성

박영석, *정용화, 

김종균

조선대학교, 

*국립해양유물전시관

포스터

자원정보자료 GIS 구축을 위한 광산 

주제도 도식표준과 공간데이터 모델 

설계

유상희,김재욱, 

강희태, *고주인, 

**한종규, 

**연영광, 

**지광훈

자원산업연구원,

 *한양대학교, 

** 한국지질자원   

연구원

포스터
중금속 오염 지하수 정화를 위한

반응벽체 매질 선정 실험

지상우, 정영욱, 

임길재, 민정식, 

최용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Identification of Arsenic Resistance 

Bacteria Based on 16S rDNA Gene 

from the Abandoned Au Mine Areas

Jin-Soo 

Chang, 

In-Ho Yoon 

and Kyoung-

Woong Kim

GIST

포스터

Bacterial Effect on the Immobilization 

and Oxidation of As in Mine Drainage 

at the Nackdong Mine Area

윤인호, 장진수, 

김경웅
광주과학기술원

포스터 산농도에 따른 비소의 용출능 평가

황범순, 정명채, 

*이진수, 

**이종운, 

**여인욱

세명대학교, 

*서울대학교, 

**전남대학교

포스터
생물계면활성제의 용해능에 대한 

pH 변화와 토양입자의 영향

신경희, 김경웅, 

*안주성

광주과학기술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pH 변화에 따른 오염된 논토양의 중금속 

용출특성 변화

신영식, 이평구, 

* 최상훈, 염승준, 

연규훈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충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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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물리탐사/수리지화학 자료를 이용한

해수침투관리구역 설정 사례: 전남 영광

지역

황세호, 박권규, 

신제현, *박윤성, 

염병우, 이상규

한국지질자원연구

원, *충남대학교

포스터
진폭정보를 이용한 송신파형에 독립적인 

파형역산 

최윤석, 신창수, 

*민동주

서울대학교,

*한국해양연구원

포스터
디컨볼루션 방식에 의한 송신파형에 

독립적인 파형역산 

편석준, 양동우, 

신창수
서울대학교

포스터
고속 중성자 빔을 이용한 지질 모델 

물질의 공극율 측정

김기동, 우형주, 

음철헌, 홍완, 

황세호, *양태건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자력의학원

포스터
암석시료 내부의 방사선이미지 스캔시스

템 개발

홍완, 김기동, 

음철헌, 우형주, 

황세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터널설계에 있어서 연속체 및 불연속체 

해석
박의섭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백두대간내 개발광산 현황 분석
조영도, 강중석, 

최용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3차원 경계요소법을 이용한 석회석 광산 

갱도 안정성 해석
정용복, 선우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심해저 망간단괴 개발을 위한 버퍼시스

템 개념설계(Conceptual Design of a 

Buffer System for the Development 

of Deep-sea Manganese Nodules)

윤치호, 박용찬, 

이동길, 권석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부산지역 천연가스버스 도입의 타당성 

분석 및 활성화 방안

배강현, 최승룡, 

최윤언, 임종세, 

*김연배

한국해양대학교, 

*서울대학교

포스터
환경성을 고려한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 

평가 -발전부문을 중심으로-

김유정, 김성용, 

안은영, 이옥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미래연료자원으로서의 헬륨-3 

탐사·활용기술의 연구개발 방향 및 전략

이옥선, 안은영, 

김유정, 김성용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투입산출분석을 이용한 간접에너지저감

효과 산정

김진수, 정태웅, 

조상민, 허은녕
서울대학교

포스터

우리나라 지오투어리즘 자산 현황 및 이

의  활성화 방안 -계룡산 및 덕유산 국립

공원 사례를 중심으로 -

허철호, *김성용, 

**김창성, 

**박상준

국립공원연구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고려대학교

포스터

Electroosmotic Dewatering 

Characteristics of Digested Sludge 

and the Effect of the Addition of Fly 

Ash

이정언, *김동수
㈜섬진EST, 

*이화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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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The Advantage of Thermal Filter 

Press Dewatering System over 

Conventional Mechanical Filter 

Press Dewatering

이정언, 김동수
㈜섬진EST, 

*이화여자대학교

포스터

Application of Carbon Nanotubes as 

the Adsorbent for NOM and Their 

Dispersion Behavior

이선화, 김동수, 

*유지범

이화여자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포스터
Adsorption Features of Nickel Ion 

on Waste Coffee Grounds
서명순, 김동수 이화여자대학교

포스터
폐LiCoO2의 황산침출(Sulfuric Acid 

Leaching of waste LiCoO2.)

정진기, 김치권, 

이재천, 김민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Na-CYNEX 272에 의한 코발트의 용

매추출(Solvent Extraction of Cobalt 

using  Na-CYNEX 272)

Basudev 

Swain, 

Jinki Jeong, 

Jae-Chun Lee,  

*Gae-Hoo Lee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포스터
정제 폐석고를 이용한 다공성 석고보드 

제조

이영효, *전호석, 

**백상호, 

*김병곤

서울산업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조선대학교

포스터
정전선별법을 이용한 유연탄의 탈황탈회 

기술개발

전호석, *백상호, 

**이영효, 

*한오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조선대학교, 

**서울산업대학교

포스터
리튬전지 양극물질 침출액으로부터 화염

열분해법에 의한 LiCoO2 나노분말 제조

이종호, 이철경, 

*장희동, *손정수

금오공과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단일금속 촉매전극에서 질산성 질소의 

전기화학적 환원

박정길, 이종호, 

이철경, *전치중, 

**김부한, 

**주효영

금오공과대학교, 

*㈜AMT기술, 

**한국전력기술

포스터
Column test를 통한 정화제별 안정화 

효율 평가

지한구, 정명채, 

정문영, 최연왕
세명대학교

포스터

Kinetics of Nickel Chloride 

Reduction in Preparing Nickel 

Nanoparticles in the Gas Phase

Yong Jae Suh, 

Hee Dong 

Jang, Han 

Kwon Chang, 

Dae Won 

Hwang, *Heon 

Chang Kim

한국지질자원연구원, 

*Hoseo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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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반응시간과 pH변화에 따른 중금속

용출특성
강민주, 이평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혼합폐플라스틱 종말품의 성상분석 및 

재활용 가능성 평가

유재명, 최우진, 

이호익
수원대학교

포스터 캡슐형 복합 입자의 합성 및 광학특성
장한권, 장희동, 

이재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광재를 이용한 비소흡착제 개발연구
박현혜, 정문영, 

정명채, 최연왕
세명대학교

포스터
인산염 폐석고의 온도변화에 따른

결정의 변화

Ganbileg 

Gayabazar, 공

경록, *배광현, 

강헌찬

동아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사이클론 전해조를 이용한 팔라듐과 백

금의 전해채취 거동

김수경, 이재천, 

정진기, *손헌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학교

포스터
옥살산을 이용한 폐리툼이온전지

파쇄산물로부터 코발트의 회수

김낙형, 김수경, 

양동효, 신선명, 

손정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폐망간전지로부터 암모늄카보네이트를 

이용한 유가금속 회수

강진구, 김문호, 

김태현, 김수경, 

양동효, 신선명, 

손정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International 

Symposium 

on Minerals 

and Materials 

Processing 

(2004.10.19)

Ultra-Fine-Grinding in Centrifugal Mill

Hoon Lee, 

Heechan Cho, 

Yeongwoo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Mineral Processing and Extractive 

Metallurgy: Present Trends and 

Future Prospects in India

S. P. Mehrotra

National 

Metallurgical 

Laboratory 

Council of 

Scientific & 

Industrial 

Research (India)

Mechanochemical Grinding of 

Alumina and Zirconia

G. R. 

Karagedov, N. 

Z. Lyakhov, E. 

A. Ryzhikov

Siberian Branch 

of the Russian 

Academy of 

Sciences

Prepar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Organo-modified Montmorillonite 

from Bentonite Ore

Wan-Tae Kim,

Soo-Bok 

Jeong, 

Young-Bae 

Chae, 

*Si-Young 

Yang

KIGAM, 

* Korea 

Semiconductor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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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Symposium 

on Minerals 

and Materials 

Processing 

(2004.10.19)

Recent Developments in the 

Exploitation of Mineral Resources in 

Australia

Michael Nicol

Murdoch 

University 

(Western 

Australia)

Three Studies of Life Cycle Analysis 

for Manufacturing Process Alteration

Myung-Keun 

Han, Kyongjun 

An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Synthesis of Smectite From 

Pyroclastic Flow Deposit

Katsutoshi 

Tomita, 

Motoharu 

Kawno

Kagoshima 

University 

(Japan)

Nanocatalysts Based on 

Nanoporous Materials and Their 

Applications

Young Kyu 

Hwang, Sung 

Hwa Jhung, 

Jin-Soo 

Hwang, Jong-

San Chang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Dewatering System for Sludge 

Reduction
Jung-Eun Lee

Sumjin EST Co., 

Ltd.

2005년 제84회 

춘계학술발표회 

(2005.4.15~16)

응용지구화학

응용지질

그라우팅 시편 용출시험을 통한 그라우팅 

재료 내 중금속의 지반환경영향평가

방기문, *전해표, 

*전효택

대우엔지니어링, 

*서울대학교

응용지구화학

응용지질

마산 진해지역 해수침투현상에 관한 

지구화학적 연구

송영현, *정찬호, 

**전효택, 

**이진수

광업진흥공사, 

*대전대학교, 

**서울대학교

응용지구화학

응용지질

파쇄철과 전기집진기분진을 이용한 

지하수내의 중금속 및 무기이온의 

제거에 관한 연구

최용석, *전효택, 

*이진수

GS건설, 

*서울대학교

응용지구화학

응용지질

수산화철을 이용한 비소처리에서 

음이온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방선백, 김주용, 

김경웅
광주과학기술원

응용지구화학

응용지질

산소 및 온도 단면도 측정을 통한 

광산폐석장 특성화 연구

고주인, 이현석, 

김선준, *유상희

한양대학교, 

*자원산업연구원

응용지구화학

응용지질

자연정화처리시설의 탄소원 공급을 위한 

유기물 연구

이지은, 이상훈, 

김선준, *강희태, 

*김재욱

한양대학교, 

*자원산업연구원

응용지구화학

응용지질

3차원 GIS 자료의 심도별 정보 추출 

인터페이스 개발
정진하, 박형동 서울대학교

응용지구화학

응용지질

다양한 추출법을 적용한 Cd, Cu, Pb 및 

Zn의 용출능 평가

황범순, *정명채, 

**이진수, 

***이종운, 

***여인욱, 이진용

㈜지오그린21, 

*세명대학교, 

**서울대학교, 

***전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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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지구화학

응용지질

도로 절취사면에서의 산성암석배수 발생 

평가

지상우, 정영욱, 

임길재, 민정식, 

최용석, 홍성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응용지구화학

응용지질

비소로 오염된 토양 및 퇴적물에서의 미

생물학적 비소산화 연구

이지민, 하원경, 

이종운, *전효택

전남대학교, 

*서울대학교

응용지구화학

응용지질

응용통계기법을 이용한 자연사면 산사태 

발생확률 및 영향범위 예측

채병곤, 김원영, 

조용찬, 김경수, 

이춘오, 송영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응용지구화학

응용지질

Gold Content and Distribution in 

the Hydrothermal Alteration Zone of 

the Gasado, Southwestern Part of 

Korea

Yoon Chung- 

Ha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응용지구화학

응용지질

전남 육상골재 부존평가를 위한 GIS

전산도면화 기법 연구

김주용, 양동윤, 

이진영, 오근창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응용지구화학

응용지질

보존성 추적자를 이용한 소유역에서의 

유출수문곡선분리와 기저유출량의 산정

조성현, 송무영, 

*문상호, *하규철, 

*조민조

충남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응용지구화학

응용지질

만경강 충적대수층에서의 지하수와

하천의 수위변동 특성 

하규철, 고동찬, 

최범규, 염병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VSP 모델링 및 중합 전 역시간 구조보정 서상용, 장성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VTI 매질에서 P,SV 및 SH 파 반사계수 

거동 
장성형, 서상용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Geobit을 이용한 가스 하이드레이트

자료 복소분석 해석

장성형, 서상용, 

류병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천해저용 음원 및 고분해능

탄성파탐사 시스템 개발과 현장적용

김영준, 여은민, 

김찬수, 신성렬, 

장원일, 임종세

한국해양대학교

물리탐사
속도취합역산을 위한 반복적 최소자승법 

part 1:IRLS method
지   준 한성대학교

물리탐사
속도취합역산을 위한 반복적 최소자승법 

part 2:CGG method
지   준 한성대학교

물리탐사
터널 조사를 위한 탄성파 탐사자료의

해석 및 지오토모그래피의 응용

서백수, 손권익, 

김   훈, *조철현, 

**박영민,

**심원흠

강원대학교,

*지하정보기술,

**국방부

물리탐사

전기적 잡음이 심한 지역에서

지표-시추공 복합배열 탄성파 탐사에

의한 암반등급 산정

조철현, 이효진, 

차영호, 이상균, 

*이   건

지하정보기술,

*㈜이제이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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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탐사 하동 산청 고령토광상 물리탐사 사례 정현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폐광산 지역 산성광산배수 유출탐지를 

위한 지구물리탐사: 부산 임기광산

박권규, 박인화, 

황세호, 신제현, 

박윤성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오염물질 거동 모니터링을 위한 전기비

저항 토모그래피의 적용성

박삼규, 이명종, 

김정호, 손정술, 

김창렬, 조성준, 

정지민, 김재곤, 

이규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통합 수치 모델링 소프트웨어 

"EM2DMODEL" 개발 

손정술, 김정호, 

이명종, 이성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심부 지역시추공에 대한 물리검층 자료

해석:지구물리탐사: 경북 포항지역

황세호, 박인화, 

김형찬, 박덕원, 

송윤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SP 모니터링을 이용한 지열수 저류층

해석

임성근, 송윤호,

이태종, 조병욱, 

*Kasumi 

Yasukawa, 

**송영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일본산업기술총합

연구소,

**전북대학교

물리탐사
가청주파수 대역 MT 탐사자료에서 원거

리 기준점의 효과

송윤호, 이태종, 

* Toshihiro 

Uchida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일본산업기술총합

연구소

물리탐사
Euler deconvolution의 해를 이용한

3차원 중력역산

임형래, 박영수, 

임무택, 구성본, 

*권병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학교

물리탐사 영상자료의 자동 마스킹 처리기법 연구 김광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처리 및

활용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한 비철금속

이물질 제거기술 개발

전호석, 김병곤, 

박운경, *박철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양대학교

자원처리 및

활용

산 처리에 의한 일라이트 정제에 관한

연구

최영준, 조성백, 

김상배, 조건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처리 및

활용

침강성탄산칼슘으로의 활용을 위한

중남미 Belize 석회석의 원석 및 소성

특성 연구

김정아, 박현서, 

김정환, 안지환, 

*박찬훈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인하대학교

자원처리 및

활용

산업폐기물의 시멘트산업에서의

자원화 무해화 처리 연구

유광석, 안지환, 

한기천, 엄남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처리 및

활용

망간전지 분쇄산물로부터 아연의

자원화를 위한 암모니아 침출 및

전해채취

손정수, 신선명, 

양동효,

*K.N. Han

한국지질자원연구원,

*South Dakoto 

School of mines 

and Technology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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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처리 및

활용

폐전지 침출용액으로부터 용매추출법에 

의한 코발트와 리튬의 회수

양동효, 손정수,

이재천, 신선명,

*Y.pranolo, 

C.Y.Cheng

한국지질자원연구원,

*AJ Parker 

CRD for 

Hydrometallurgy 

(WA Australia)

자원처리 및

활용

코발트, 리튬 자원화를 위한 폐리튬이온

전지 침출용액의 분리정제 연구

손정수, 양동효, 

신선명, 황나경, 

김수경, 김낙형, 

손현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처리 및

활용

폐망간전지 분쇄산물로부터 산 및

알칼리 침출 비교 분석

신선명, 강진구, 

손정수, 양동효, 

김태현, 김수경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처리 및

활용

Recovery of Valuable Metals from 

Waste of Cathode Active Materials 

of Lithium Ion Battery Industry

Basudev Swain, 

정진기, 이재천, 

*이계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충남대학교

자원처리 및 활용
정전유도에 의한 미립석탄회의 효과적 

분리를 위한 연구
한오형, *박병욱

조선대학교, 

* 한국FLY-ASH   

시멘트공업

자원처리 및 활용
고순도 일라이트 생산을 위한 정전분리 

특성 연구

김관호, 조희찬, 

*조성백

서울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처리 및 활용
폐콘크리트에서 고품질 재생골재의 선별

방안 연구

공경록, 박경섭, 

강헌찬
동아대학교

자원처리 및 활용 재생골재에 미치는 모르타르의 특성연구
박경섭, 공경록, 

강헌찬
동아대학교

자원처리 및 활용

Ca(OH)2-MgCl2-CO2계에서

아라고나이트 침강성탄산칼슘의

Particle size와 Aspect ratio 변화

고상진, 박현서, 

김정환, 안지환, 

*한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운대학교

자원경제 매장량 통계의 문제점과 대책 이경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경제 국내정유산업의 시장구조 분석 오선아, 허은녕 서울대학교

자원경제
에너지소비 변화요인 분석을 위한 구조

분해분석 방법론 연구
김진수, 허은녕 서울대학교

자원경제
신·재생에너지분야 남북한 협력

기초연구

허은녕, 김현경, 

조상민, 임소영 
서울대학교

자원경제 국내 화학용 석회석 수요 추이와 전망 이현복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경제 국내 동 금속의 수급균형 분석 김지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경제

일본의 GEOSS(전지구 관측시스템)

구축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GEOSS 구축

방안 제안

김성용, 안은영, 

김유정, 이옥선, 

이재욱

한국지질자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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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반공학
전단시험방법에 따른 암석 절리면의

전단거동특성에 관한 비교연구

권종찬, *손봉기, 

*이정인

㈜바우컨설턴트,

*서울대학교

암반공학
연마재 워터젯(AWJ)에 의한 암석의

절삭 모델에 관한 연구
서웅호, *이정인

롯데건설,

*서울대학교

암반공학

절리조건 및 암석의 강도에 따른

불연속 암반의 발파효과 및 파쇄도에

관한 모델 시험

김보성, *최용근, 

**이정인

풍림산업㈜, 

*지오제니컨설턴트, 

**서울대학교

암반공학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의 현황과 미래

윤치호, 박용찬, 

이동길, 권석기, 

**성원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양대학교

암반공학
시추공내 불투수성 결정질 암석의

파쇄 메커니즘
장찬동 충남대학교

암반공학
PFC2D를 이용한 지반침하 메커니즘의 

분석
박의섭, 최성웅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석유공학
수치 모델링을 통한 균열 내 용질이동

인자 분석

이원석, 이재형, 

김세준, 김현태, 

허대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석유공학
현장자료 적용을 위한 저류층

시뮬레이션

이원석, 김세준, 

이재형, 김현태, 

허대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석유공학

물질이동 해석을 통한 3차원 분리균열

저류층 특성화 (Characterization for 

3D Discrete Fractured Reservoir 

through Mass Transport) 

박창협, 강주명 서울대학교

석유공학 PNN을 이용한 다중 가스전 압력해석
박희준, 강주명, 

*임종세

서울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석유공학
GIS와 3차원 유선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한 물질이동모사

기세일, 최종근, 

정대인, 정승필, 

박광원

서울대학교

포스터

Arsenic And Heavy Metals In 

Vegetables, Medicinal Herbs And 

Seafood

Peichun 

CHANG,

Ji-hyun Kwak, 

Ju-Yong Kim, 

Sunbaek 

Bang, 

Kyoung-

Woong Kim

GIST

포스터
Arsenic Contamination in Ha Nam 

Province, Northern Part of Vietnam

V.A. Nguyen, 

S.W Lee, S. 

Bang, K.W.Kim

G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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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암석물성조사를 위한 영상처리기법의

적용

김경만, 이병윤, 

오미나, Elena 

Budanova,

최성범, 백환조

강원대학교

포스터
산-염기 평가법에 의한 광산채굴적 침수

후 갱내수 수질변화 사전예측

임길재, 정영욱, 

강상수, 지상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특수큐브를 이용한 비접촉식 살균/정화 

시스템의 개발

민경원, 한동렬, 

장광희, *한억희

강원대학교,

*㈜아이닉스

포스터
비소의 이동을 제어하는 2차 산화광물에 

대한 정량분석 연구

강민주, 이평구, 

염승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폐광석 내 구리의 자연안정화 규명을

위한 2차 광물의 EPMA 분석 연구

연규훈, 이평구, 

염승준, *최상훈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충북대학교

포스터 대전지역 지하수위 변동 특성 조민조, *이명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Geogreen21

포스터
금산지역 파쇄대 응회암 대수층의 

지하수 유동 특성화 연구

김용제, 김태희, 

황세호, 채병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지하수 함양량 추정 시 Sampling 

간격에 따른 Minimum Entropy 

Deconvolution의 적용성에 관한 검토

김태희, 김용제, 

*이강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학교

포스터
충격파의 주파수 영역해석을 이용한 구

조물의 결함 조사

김형준, 이상철, 

서백수
강원대학교

포스터
석회석 광산 발파 지반진동의 환경영향 

평가를 위한 응답스펙트럼 분석

오태석, 정제원, 

김준경
세명대학교

포스터
경주발생 지진의 지각매질 특성 및 지진

원 특성 변수 연구 
정제원, 김준경 세명대학교

포스터

GPR 탐사방법을 이용한 석회석 기반암

지역과 돌로마이트 폐기물사이트의 특성

비교 분석 

김준경 세명대학교

포스터
네 가지 3차원 MT모델링 기법의 정확도 

및 속도 비교 분석 

한누리, 남명진, 

최지향, 서정희, 

*송윤호, *이태종,

**김희준

서울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부경대학교

포스터 백두대간내 지하자원의 가치평가
조영도, 강중석, 

최용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정량위험도분석기법을 적용한 고심도

시추공의 역학적 안정성 해석

정용복, 선우춘, 

천대성, 박   찬, 

송윤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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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인산부생석고의 물성에 관한 기초연구

박운경, 전호석, 

*송영준, 

**박찬훈,

 ***이영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삼척대학교, 

**인하대학교, 

***서울산업대학교

포스터
방오력 향상을 위한 원료광물의 배합 및 

기계적 합성기술 개발

전호석, 김완태, 

김병곤, *이영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산업대학교

포스터

Formation of Metal Alloy 

Nanoparticles from Micropowder by 

Laser Ablation

Yong Jae Suh, 

Dae Sup Kil, 

Hee Dong 

Jang, Chang 

Yeol Suh and 

Won Baek Kim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3종 혼합플라스틱 재질분리를 위한 마찰

하전형정전선별 기술개발

전호석, 백상호, 

박운경, *박철현, 

**김정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양대학교, 

**수원대학교

포스터
기상수소환원법에 의한 복합금속

나노분말의 제조

장희동, 장한권, 

서용재, 홍승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Mg, Zn 치환형 망간 산화물 흡착제의 제

조 및 리튬이온 흡착특성

김미애, 이재천, 

정강섭, 김민석, 

김은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규질이암을 이용한 Na-A형 제올라이트 

합성연구

윤도우, 조성준, 

*배인국, *채수천, 

*장영남

배재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합성 바이델라이트의 특성평가연구

류경원, 최상훈, 

*장영남, *배인국, 

*채수천

충북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딕카이트로부터 스멕타이트의 수열합성 

및 반응기구에 대한 연구

류경원, 최상훈, 

*장영남, *배인국, 

*채수천

충북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Ca-Ce-Zr-Hf-O계에서의 파이로클로

어 합성 및 상관계 연구

채수천, 배인국, 

장영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석류석/스피넬 조성으로부터 고화체 

(Waste Form) 개발 및 상관계 연구

채수천, 배인국, 

장영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Beneficiation of Heavy Minerals 

From Beach Sand of Jumoon Island

Junghan Rim, 

Wantae Kim, 

Heeyoung 

Shin, Hoseok 

Jeon, Sewon 

Chang, 

Jaechun Lee

KI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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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Recovery of Rare Earth Elements 

from Monazite by Mechanochemical 

Treatment

Wantae Kim, 

Junghan Rim, 

Hoseok Jeon, 

Heeyoung 

Shin, Jaechun 

Lee

KIGAM

포스터
Sonochemical Synthesis of Zeolite 

Na-A from Metakaolinite  

Wantae Kim, 

Junghan Rim, 

Sungbaek Cho, 

Sangbae Kim

KIGAM

포스터

Form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Ultra fine Copper Powders 

From Cu(OH)2 Slurry in Chemical 

Reduction Process

Hoang Tri Hai, 

Jong-Gwan 

Ahn, Dong-Jin 

Kim, Young-

Nam Jang, *Kim 

Chong-Oh

KIGAM,

*Chung-

Nam National 

University

포스터

Bioleaching of Chalcopyrite 

Concentrate Using Acidithiobacillus 

Ferrooxidans

Debaraj 

Mishra, Dong-

Jin Kim, Jong-

Gwan Ahn

KIGAM

포스터
분쇄메체에 따른 규회석의 미립화 특성 

연구

김상배, 최영준, 

조성백, 김완태, 

조건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일라이트 초미립 분체 제조 및 흡착특성

김상배, 최영준, 

조성백, 조건준, 

*윤성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동창일라이트

포스터

내장산 및 오대산 국립공원 지역의

지오투어리즘 자산 현황분석 및

활용극대화 방안

허철호, *박상준, 

**김성용

국립공원연구소,

*고려대학교,

** 한국지질자원   

연구원

포스터
이산화탄소 저감기술의 파급효과 정량화 

사례 연구

조상민, 정태웅, 

장재우, 허은녕
서울대학교

포스터
학제간 연구를 통한 기술가치평가 요소

선정에 대한 연구

정태웅, 김현경, 

장재우, 허은녕
서울대학교

포스터
RPS 제도 도입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국내 수요조사
임소영, 허은녕 서울대학교

포스터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지열자원의 경제성 

평가지표 연구
안은영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자원개발 및 활용분야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및 상용화 방안 연구
안은영, 김성용 한국지질자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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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채굴적 활용을 통한 지질자원 가치 향상 

연구

이옥선, 김성용, 

이재욱, 김유정, 

안은영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녹색성장 패러다임 적응을 위한 자원관

리체계 구축 연구
김유정, 신중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육상골재 물성특성에 관한 연구-섬진강

유역을 중심으로

오근창, 양동윤, 

김주용, 이진영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괴상조직과 공동조직을 이루는

화강암류의 물성변화-포천일대와

문경일대 화강암류를 대상으로

윤현수, 양동윤, 

김주용, 홍세선, 

김정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GIS 기법을 이용한 산림골재

채취가능지역 분석기법연구

홍세선, 김주용, 

이진영, 윤현수, 

양동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05년 제85회 

추계학술발표회 

(2005.10.10)

응용지구화학

응용지질

원거리통신을 이용한 암반사면안정조사 

시스템
정창엽, 박형동 서울대학교

응용지구화학

응용지질

광산배수 자연정화시설의 가동기간에

따른 정화효율

임길재, 정영욱, 

지상우, 강상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응용지구화학

응용지질
전국 폐금속광산 광해현황 조사

정영욱, 임길재, 

지상우, 민정식, 

최용원, *이웅주, 

*최상욱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석탄산업합리화사

업단

응용지구화학

응용지질

Environmental and Mineralogical 

Characterization of Arsenic from Mine 

Tailings of Abandoned Mine Areas

윤인호, 방선백, 

장진수, 이상우, 

최은영, 김경웅, 

*김종균, *박영석

광주과학기술원, 

*조선대학교

응용지구화학

응용지질

함우라늄 흑색셰일에서의 미생물학적 우

라늄 환원

하원경, 이종운, 

*정명채

전남대학교, 

*세명대학교

응용지구화학

응용지질

Cr(VI) Reduction by Indigenous 

Bacteria Under Aerobic Condition

Sung-Eun Lee, 

*Jong-Un Lee, 

Jin-Soo Lee, 

Hyo-Taek ch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Chonnam 

National 

University

응용지구화학

응용지질

시간에 따른 지하수중 라돈 농도의 분산 

패턴 분석

정성필, *제현국, 

전효택

서울대학교, 

*삼두주식회사

응용지구화학

응용지질

서울 도심지역 토양 및 분진 중의 백금

(Pt) 분산과 오염 특성

이혜연, 전효택, 

*M.Sager

서울대학교, 

* Austrain Agency 

for Health and 

Foo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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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지구화학

응용지질

인공풍화시험과 용출양상 결정요소 규명

을 통한 그라우팅 재료의 중금속 용출위

험도 평가

방기문, *전해표, 

**전효택

대우엔지니어링, 

*삼두주식회사, 

**서울대학교

응용지구화학

응용지질

마산진해지역 해수침투현상에 관한

수지구화학적 특성

송영현, 김용국, 

김종남, *정찬호, 

**전효택,

**이진수

광업진흥공사, 

*대전대학교, 

**서울대학교

응용지구화학

응용지질

묵호항·삼척항 내 오염퇴적물 분포

조사 및 준설지수 산정

김석현, 최기영, 

홍기훈, 김영일, 

*전효택, 홍성진

한국해양연구원, 

*서울대학교

자원경제
천연가스 지하공동 저장의 비용과

편익 요소
안은영, 김성용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경제
국부통계에 있어 지하자산부문

간접추계 가능성
김지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경제
국제원유시장 변동에 따른 국제석유제품

시장의 반응 분석
이규현, 허은녕 서울대학교

물리탐사
탄성파 반사법 탐사자료의 시간창을 

이용한 전파형 역산
윤광진 서울대학교

물리탐사
천부 불균질대에 의한 레일리파 전파 및 

분산특성 고찰

이상민, *박권규, 

변중무

한양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불규칙 지표를 고려한 가중평균 FEM 탄

성파 수치모델링

최지향, 신창수, 

서정희
서울대학교

물리탐사

Interpretation of 2D Seismic 

Reflection Data of Line No.28 in the 

MIANWALI Area

Muhammad 

Farooq,

* Anis Bangash, 

** Youngsoo 

Song,   

Jung-Ho Kim

KIGAM,

* Quad-i-Azam 

University, 

** Chonbuk 

National 

University

물리탐사
해수침투지역에서의 소형루프 전자탐사 

사례

송성호, 이규상, 

김진성, 성백욱, 

우명하

농업기반공사

물리탐사
침출수 감시를 위한 전기비저항

모니터링 기법

박삼규, 김정호, 

김창렬, 조성준, 

손정술, 고경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복소 전기비저항을 이용한 IP 탐사

모델링 및 역산

손정술, 김정호, 

이명종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전기비저항 탐사자료의 4차원 역산 김정호, 박삼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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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탐사
시추공 레이다 탐사를 이용한 인공

터널의 탐지

조성준, 김정호, 

김창렬, 성낙훈, 

*정지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오맥스

물리탐사
저류층 특성화를 위한 전자탐사

토모그래피 적용 사례

이태종, 송윤호, 

* Toshihiro 

Uchida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일본AIST

물리탐사
지형을 고려한 3차원 MT탐사 모델링 및 

지형효과 고찰

남명진, *김희준, 

**송윤호, 

**이태종, 

**손정술, 서정희

서울대학교,

*부경대학교,

** 한국지질자원   

연구원

물리탐사 제주도 모형의 3차원 MT 탐사 모델링

한누리, 남명진, *

김희준, **송윤호, 

**이태종, 서정희

서울대학교,

*부경대학교,

** 한국지질자원   

연구원

자원처리 및 활용
소석회의 수화 조건이 침강성탄산칼슘 

다형 생성 특성에 미치는 영향

김정아, 박찬훈, 

*김정환, *안지환

인하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처리 및 활용 시멘트와 고령토 혼합물의 물리적 특성
공경록, *정현석, 

강헌찬

동아대학교, 

*한국팽이파일

자원처리 및 활용
황산염환원균에 의한 준안정 γ형 

황화망간의 합성
유경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암반공학
3차원 입자결합모델을 이용한 암석모사

시료의 역학적 거동에 관한 연구

정용식, *전석원, 

**천대성

삼보기술단, 

*서울대학교, 

** 한국지질자원   

연구원

암반공학
숏크리트 부착강도가 절리암반 

터널지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장석부, 홍의준, 

문상조
유신코퍼레이션

암반공학 지하공간개발과 관련기술 신희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암반공학
국내 도로터널 벽면마찰계수에 관한 

고찰

이창우, 이경복, 

조홍률
동아대학교

암반공학
Microseismic Monitoring of Large 

Rock Cavern Under High Stress

Jee-Soo Hong,

Hee-Suk Lee, 

Dae-Hyuck 

Lee,

Ho-Yeong Kim

SK Engineering 

& Construction 

Co.,Ltd

암반공학
천공파라미터 분석을 통한 터널 전방 

암질 예측

이현구, 이승도, 

김재권, 김도경
삼성건설

암반공학
물리탐사 결과의 정량적 활용을 위한 

윈도우 인공신경망 학습기법 개발

신휴성, 백승한, 

*문현구

건설기술연구원, 

*한양대학교

암반공학
동해시 폐광산 상부도로 안정성 

검토사례

나승훈, 문상호, 

이상필
GS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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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학

지하수

업스케일링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의 

효용성 연구

이원석, 이재형, 

김현태, 허대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석유공학

지하수

시뮬레이션을 통한 가스 저류층에서의 

대수층 영향 연구

이원석, 김세준, 

허대기, *남상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석유공사

석유공학

지하수

미고결지층에서 봉압증가에 따른 투수

계수와 공극율의 변화연구

배위섭, *김현태, 

*허대기, *진재화

세종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석유공학

지하수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의 석유가스 

공급 잠재력

김현태, 김대형, 

손진담, 허대기, 

*강민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모스크바국제관계

대학교

석유공학

지하수

동시베리아 및 극동 지역 에너지자원 

개발사업 진출 가능성

김현태, 심권용, 

김대형, 허대기, 

강민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석유공학

지하수

메모리분산-병렬처리 역산 모델 개발 및 

활용 연구

권순일, 성원모, 

*허대기, *이원석

한양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석유공학

지하수

저류층 시뮬레이션의 포화도 함수 및 

Endpoint Scaling 영향 분석

김세준, 이원석, 

김현태, 이재형, 

허대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석유공학

지하수

축소모형내에서 주입정을 이용한 해수침

투 방지효과 실험 연구

이영수, 배재유, 

성원모, *황세호, 

*신제현

한양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International 

Symposium on 

Gas Hydrate 

Technology 

(2005.11.10~11)

General Issues 

& Activities

[Keynote Lecture] Natural 

Gas Hydrates: Principles and 

Applications

E. Dendy 

Sloan

Colorado School 

of Mines (USA)

General Issues 

& Activities

[Keynote Lecture] Marine Gas 

Hydrate Research at IFM-GEOMAR: 

An Overview on History and Recent 

Developments

Peter Linke, 

*Christoph 

Abegg, Anton 

Eisenhauer, 

**Stephan 

Gubsch, 

**Giselher 

Gust, Jens 

Greinert, Robin 

Keir, Volker 

Liebetrau, 

Roger Luff, Olaf 

Pfannkuche, 

Stefan 

Sommer, 

***Volkart 

Spiess, Klaus 

Wallmann

Leibniz-Institute for 

Marine Sciences at 

the University of Kiel 

(Germany), *L3-

Communications 

ELAC-Nautik 

GmbH (Germany), 

**Technische 

Universität 
Hamburg-Harburg 

(Germany), 

***Fachbereich 

Geowissenschaften, 

Universität Bremen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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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Symposium on 

Gas Hydrate 

Technology 

(2005.11.10~11)

General Issues 

& Activities

Gas Hydrate Exploration Activities in 

Korea

Keun-Pil Park, 

Dae-Gee Huh

GasHydrate R&D 

Organization, 

*KIGAM

Geology & 

Geochemistry

[Keynote Lecture] Geochemisty and 

Geology of Gas Hydrate in the Gulf 

of Mexico: Global Context

Roger Sassen
Texas A&M 

University (USA)

Geology & 

Geochemistry

[Invited Lecture] Geological and 

Geochemical Investigation in 

Gas Hydrate Prospects Offshore 

Southwestern Taiwan

Yunshuen 

Wang, San-

Hsiung Chung, 

*Saulwood Lin, 

*Tsanyao F. 

Yang, *Char-

Shine Liu, 

**Chi-Yue 

Huang, **Wei-

The Jiang

Central Geological 

Survey, MOEA 

(Taiwan), 

* National Taiwan 

University,

** National 

Cheng-Kung 

University 

(Taiwan)

Geology & 

Geochemistry

Fundamental Controls on the 

Thermal Structure of Rifted 

Sedimentary Basin towards 

Understanding the Evolution of the 

Ulleung Basin and Distribution of 

Gas Hydrate

Sang-Mook 

Lee, Young-

Gyun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Geology & 

Geochemistry

Geological and Geochemical 

Indicators for Natural Gas Hydrates 

in Shallow Sediments of the Western 

Ulleung Basin, East Sea

Byong-Jae 

Ryu, Young-

Joo Lee, 

Ji-Hoon Kim, 

*Il-Soo Kim,

* Myong-Ho 

Park

KIGAM, 

* Korea National 

Oil Corporation

Geology & 

Geochemistry

Gas-related Seabed Features in the 

Southwestern Part of the Ulleung 

Basin, Korea

Soo-Chul Park, 

Hyuk-Soo Han, 

Cho-Ki Ju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Geology & 

Geochemistry

The Fate of Gas Migration Paths in 

the Gas Hydrate-Bearing Sediments 

in the Sea of Okhotsk

Y.K. Jin, K.H. 

Chung, Y. Kim, 

*V. Gladysh, 

**A. Obzhirov, 

**A. Salomatin, 

***H. Shoji

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All-Russian 

Research Institute 

for Geology and 

Mineral Resources 

of the Ocean, 

**Pacific 

Oceanological 

Institute FEB 

(Russia), 

***New Energy 

Resources 

Research Center, 

Kitami Institute 

of Technology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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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Symposium on 

Gas Hydrate 

Technology 

(2005.11.10~11)

Geology & 

Geochemistry

Seismic Stratigraphy of the Ulleng 

Basin, East Sea

Yi Kyun Kwon, 

* Sung Kwun 

Chough

KIGAM, 

*Seoul National 

University

Geophysics & 

Exploration

[Invited Lecture] AVO Analysis for 

Investigation of Gas Occurrence Near 

the Bottom of Gas Hydrate Bearing 

Zone - Case of Offshore Japan -

Masami Hato JGI Inc. (Japan)

Geophysics & 

Exploration

[Invited Lecture] Structural Controls 

on the BSR Distribution Offshore 

Southwestern Taiwan from a 2.5-D 

Seismic Reflection Survey

Char-Shine 

Liu, *Philippe 

Schnurle, 

**Yunshuen 

Wang

National Taiwan 

University, 

*National Center 

for Ocean 

Research 

(Taiwan) 

**Central 

Geological 

Survey (Taiwan)

Geophysics & 

Exploration

Geophysical Gas Hydrate 

Exploration in the East Sea

Ho-Young 

Lee, *Hong-

Geun Im

KIGAM, *Korea 

National Oil 

Corporation

Geophysics & 

Exploration

Application of Prestack Phase-

Screen Migration to VSP Data in 

Gas Hydrate-Bearing Zone

Yun Gyeong 

Choi, 

*Joongmoo 

Byun, 

*Seung-Il Shin

First Geophysics 

Co., Ltd., 

*Hanyang 

University

Geophysics & 

Exploration

Detection and Estimation of Gas 

Hydrates using Seismic Data 

Acquired in Ulleung Basin

Bu-Heung 

Chung
KIGAM

Development & 

Engineering

[Keynote Lecture] Geologic and 

Engineering Controls on the 

Economic Production of Gas 

Hydrates

Timothy S. 

Collett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Denver 

(USA)

Development & 

Engineering

[Invited Lecture] Thermal Methods 

of Development of Gas Hydrate 

Fields

Kaplan S. 

Basniev

Gubkin Russian 

State University 

of Oil and Gas 

(Russia)

Development & 

Engineering

[Invited Lecture] Hydrates as 

Minerals: Recovery, Storage and 

Laboratory Characterization

John A. 

Ripmeester, 

Hailong Lu, 

Konstantin 

A. Udachin 

and Igor L. 

Moudrakovski

Steacie Institute 

for Molecular 

Sciences, 

National 

Research Council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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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Symposium on 

Gas Hydrate 

Technology 

(2005.11.10~11)

Development & 

Engineering

Tuning and Swapping Phenomena 

of the Mixed Hydrates Including 

Methane

Huen Lee, 

Do-Youn Kim, 

Jeasung Park, 

Young-Jun 

Park, *Yu-

Taek Seo, 

**Jong-won 

Lee, **John A. 

Ripmeester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s and 

Technology, 

*Korea Institute of 

Energy Research, 

**National 

Research Council 

of Canada

Development & 

Engineering

Study on Petrophysical Properties 

of Unconsolidated Formations of 

Various Particle Distributions 

Wisup Bae, 

*H.T. Kim, 

*D.G. Huh, 

**W.M. Sung, 

****J.S. Lim

Sejong University, 

*KIGAM, 

**Hanyang 

University, 

***Korea Maritime 

University

Development & 

Engineering

Preliminary Study on Petrophysical 

Properties of Artificial Gas Hydrate 

Bearing Sediments

Jaehyoung 

Lee, Won-

Seok Lee, 

Se-Joon Kim, 

Hyun-Tae 

Kim, Dae-Gee 

Huh

KIGAM

Development & 

Engineering

Experimental Study on Two-Phase 

Flow in Artificial Hydrate-Bearing 

Sediments

Taewoong 

Ahn, 

*Jaehyoung 

Lee, *Dae-

Gee Huh, Joe 

Myoung Kang

Seoul National 

University, 

*KIGAM

2006년 제86회 

춘계학술발표회 

(2006.4.13)

지구화학

응용지질

안정동위원소를 이용한 광산폐석장내

지화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고주인, 김선준, 

*김재욱

한양대학교, 

*자원산업연구원

지구화학

응용지질

광산 폐기물에 함유된 수은의

존재형태와 이동도 평가
손명호, *정명채

(주)동일기술공사,

*세명대학교

지구화학

응용지질

석탄광산 폐석적치장 주변의 지구화학적 

연구 

이현석, 고주인, 

이상훈, 김선준, 

*지상우, **김재욱

한양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자원산업연구원

지구화학

응용지질

대표성 있는 수중 라돈 농도 측정을 위한 

현장 시험 연구

정성필, *제현국, 

전효택

서울대학교,

*삼두주식회사

지구화학

응용지질

전과정평가를 통한 그라우팅 공정의 

환경영향 평가

전해표, *방기문, 

**전효택

삼두주식회사,

*대우엔지니어링,

**서울대학교

지구화학

응용지질

광양항·여수항·목포항 내 오염퇴적물 

분포 조사 

최기영, 김석현, 

홍기훈, 정창수, 

김영일, *전효택

한국해양연구원,

*서울대학교



 473

한국자원공학회

50th Anniversary
1962~2012

구분 주제 및 분야 제목 저자 소속

2006년 제86회 

춘계학술발표회 

(2006.4.13)

지구화학

응용지질

Arsenic(III) Remediation of 

Contaminated Groundwater Using 

Polymeric Bag 

최윤형, *김주용, 

*방선백,

*김경웅

(자)자원환경연구소, 

*광주과학기술원

지구화학

응용지질

Carbon and Oxygen Isotope Study 

of the Muan Limestone
윤정한 전남대학교

지구화학

응용지질
금정광산의 금광화작용

김창성, 박상준, 

박정우, 서지은, 

최선규, *임윤구, 

*김남혁,

*김태형

고려대학교, 

*대한광업진흥공사

지구화학

응용지질
폐광 전후 탄광 갱내수 수질 변동

정영욱, 임길재, 

지상우, 강상수, 

*심연식, 

*임영철, 

*노영민, 

*안상철, 

**이현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석탄합리화사업단,

**한양대학교

물리탐사

지구물리

조간대의 기반암 파악을 위한 탄성파

반사법탐사 

차영호, 최재화, 

*주형태,

조철현, 최종호

지하정보기술㈜,

*한국해양연구원

물리탐사

지구물리
응회암지역의 전기비저항탐사 특성 

이상균, 차영호, 

조철현
지하정보기술㈜

물리탐사

지구물리
태백지역 석회석광 물리탐사 사례 정현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지구물리
서부 경남 고령토광 물리탐사 사례들 정현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지구물리

OBS탐사를 통한 한반도 남동부해역의 

심부 속도구조 도출

김병엽, 구남형, 

이호영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지구물리

지반보강 효과판정을 위한 전기비저항 

모니터링 적용

박삼규, 

Muhammad 

Farooq,

이명종, 김정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지구물리

탄성파탐사 축소모형실험을 이용한

심해 Gas Hydrate 특성 연구

신성렬, 여은민, 

김찬수, *박근필, 

*이호영,

*김영준

한국해양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지구물리

지열 저류층 해석을 위한 3차원

SP 모델링

임성근, 송윤호, 

이태종,

*Kasumi 

Yasukawa,

**송영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AIST,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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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탐사

지구물리
이방성 매질에서 NMO 속도변화 장성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균열 유동의 암체 확산 특성화 분석 김세준, 이원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콘덴세이트 유체의 PVT 특성에 관한 

실험연구

이재형, 김현태, 

이원석, *유상수, 

*노정용, *선동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석유공사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지하수위 조건을 고려한 비포화 토양층 

내 유기 용매 이동의 모델링
이근상 경기대학교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화학적으로 불균질한 매립 지반 내에서

의 침출수 거동
이근상 경기대학교

자원활용

자원소재

생활폐기물 소각 바닥재의 자력선별에 

따른 중금속의 거동

엄남일, 한기천, 

유광석, 안지환, 

*조희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학교

자원활용

자원소재

Extraction of Cobalt(II) by Supported 

Liquid Membrane Using Cyanex 272 

as Mobile Carrier

Basudev Swain, 

Jinki Jeong, 

Jae-Chun Lee, 

*Gae Ho Lee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자원활용

자원소재

IT 산업용 실리카의 분쇄 특성 및 분쇄 

모델링

김정윤, 김완태, 

조성백, 김상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활용

자원소재

분무열분해를 이용한 구형 NiO 및 Ni 입

자의 제조 및 특성

강동준, 김영훈, 

공봉성, *김선근

대한광업진흥공사, 

*중앙대학교

자원활용

자원소재

폐콘크리트 분체로 제조한 경량기포블록

의 중금속 흡착특성

노혜정, 정문영, 

최연왕, 권성원
세명대학교

자원활용

자원소재

w/o-microemulsion을 이용한 CaCO3 

나노입자 제조
문명욱, 조희찬 서울대학교

자원활용

자원소재

제트밀 분쇄에 의한 규회석의 종횡비

향상에 관한 연구

김형석, 김상배, 

조성백, 김완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활용

자원소재

시멘트에서 고령토에 의한 포졸란

반응에 대한 연구

공경록, 

Ganbileg 

Gayabazar, 

*정현석, 강헌찬

동아대학교, 

*한국팽이파일㈜

자원활용

자원소재

의중액 선별을 이용한 콘크리트용 순환

골재의 생산방법

공경록, Ganbileg 

Gayabazar, 

*정현석, 강헌찬

동아대학교, 

*서봉리싸이클링(주)

자원활용

자원소재

부유선별에 의한 일라이트 정제 

특성연구

조성백, 김상배, 

김윤종, 조건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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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활용

자원소재

폐자동차 Tail Lamp 재활용을 위한 재

질분리 기술개발

전호석, 박철현, 

백상호, 김병곤, 

*Delgermaa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수원대학교

암반역학

발파·지하공간
세이칸과 채널 해저터널의 비교 신희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암반역학

발파·지하공간

암반-지보 반응 모델을 이용한 터널

숏크리트 라이닝의 열화거동분석

조은준, 추석연, 

*문현구

단우기술단, 

*한양대학교

암반역학

발파·지하공간

Ore-Pass 운반 시스템 구축시

암반구조물의 안정성 평가 사례 연구

하태욱, *장명환, 

양형식

전남대학교, 

*대한광업진흥공사

암반역학

발파·지하공간

팽창성암반거동 모델링을 위한 유한차분

모델 개발

정용복, 박   찬, 

선우춘, 송원경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암반역학

발파·지하공간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의 세계 동향 및 

기술적 고찰
신중호, 박의섭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암반역학

발파·지하공간

절리가 발달된 갱구부 암반사면의 붕괴 

및 보강사례

문상호, 조영천, 

이상필
GS건설

암반역학

발파·지하공간

Hydromechanical Behavior of a 

Signle Rock Joint by Rotary

Shear-Flow Test

Kim, Eunhye, 

Jeong,

Yung-young,  

Lee,chung-in

Seoul National 

University

암반역학

발파·지하공간

수치해석을 이용한 수직 Ore-Pass의 

효율성 극대화 방안 연구

김원범, 정주환, 

양형식
전남대학교

암반역학

발파·지하공간

인도네시아 파시르 탄광에서의 노천발파

공법에 대한 고찰

최병희, 류동우, 

선우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경제

자원정책
APEC 역내 주요 자원부존 분석 김영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경제

자원정책
risk management를 통한 에너지 안보 안은영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경제

자원정책
CBM개발과 법제적 고려 이경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폐석회석의 전기자기적 물성 특성 연구 오태석, 김준경 세명대학교

포스터
터널 주위의 탄성파 전파양상에 관한

연구

서백수, 오석훈, 

손권익, 이상철
강원대학교

포스터
사질층의 수리전도도 추정을 위한

경험식 비교 연구

최선영, 이상헌, 

황세호, 박권규, 

신제현, *오하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충남대학교

포스터
대수정규 확률집합체의 크리깅 추정자와 

최대 엔트피추정자의 비교

류동우, 류창하, 

최병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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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LNG 지하저장공동 주변의 Ice Ring

형성 메커니즘 분석

박의섭, 정소걸, 

*김호영, *이대혁

한국지질자원연구원,

*SK건설

포스터
기존의 암반분류법을 이용한 새로운 암

반평가법의 제안
선우춘, 정용복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금속광산 지반침하 감시를 위한 MS 

monitoring의 적용과 검토

송원경, 류동우, 

선우춘, *김중열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소암컨설턴트

포스터 환경친화적 광산개발법 설계 조영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DIS-Risk 모형을 이용한 천연가스 대량

비축의 경제적 효과 분석

안은영, 박의섭, 

정소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전략적 연구기획을 위한 지식맵 도입 및 

의의: 지질자원분야를 중심으로
이옥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침강성 탄산칼슘 제조기술에 관한 특허

분석
이재욱, 김성용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특허분석을 통한 가스 하이드레이트 연

구개발 동향 분석
이재욱, 김성용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폐타이어에 의한 폐수 중 카드뮴 이온의 

흡착 처리

백미화, 김동수, 

*권영식

이화여자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포스터
황산을 활성화제로 한 목질 어항

폐기물을 이용한 활성탄 제조
김동수, *이정언

이화여자대학교, 

*부산대학교

포스터
전해채취 및 전해정련을 통한 사진폐액

으로부터의 은의 회수

정원주, 김동수, 

*이화영

이화여자대학교, 

*과학기술연구원

포스터
망간단괴 칼럼층을 이용한

SO2 가스 흡착 처리에 대한 기초연구

백미화, 정선희, 

김동수, *박경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이온의 흡착 특성이 입자의 전기적 거동

에 미치는 영향 및 Steric Displacement 

를 고려한 Langmuir Isotherm의 수정

김동수 이화여자대학교

포스터
직렬 연결 망간단괴 고정층에의 니켈

이온 연속 흡착 특성

백미화, 신명숙, 

정선희,  김동수, 

*박경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폐 펄프를 흡착제로 이용한 니켈함유

폐수 처리에 관한 연구

백미화, 신현영, 

김동수
이화여자대학교

포스터
CoPt 나노입자 이차원 정렬에 미치는

자장의 영향

서용재, 이효숙, 

길대섭, 정강섭, 

장희동, *소혜평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충남대학교

포스터
화염반응기에 의한 실리카 나노분말의 

합성 및 입경 제어

장한권, 박진호, 

길대섭, 윤호성, 

장희동

한국지질자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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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Recovery of Li from Seawater 

Using Ion-Sieve Type H1.33Mn1.67O4 

Adsorbent

정강섭, 이   환, 

서용재, 길대섭, 

정진기, 이재천, 

*김양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삼성SDI

포스터
건식법에 의한 일라이트의 표면개질

연구

김상배, 조성백, 

김윤종, 김완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Pseudomonas areuginosa 세포외

중합체(EPS)에 의한 비소의 화학종 변화 

연구

박현성, 이종운, 

*전효택,

*이진수

전남대학교, 

*서울대학교

포스터 동원-우성탄광 광산폐석장 특성화 연구

고주인, 김선준, 

이상훈, 이현석, 

*이지은

한양대학교, 

*원자력연구소

포스터
지반조사 자료의 융합 활용을 위한

자료 항목간 상호 연관성 분석 

최요순, 이희준, 

현창욱, 강병준, 

조종희, 박형동

서울대학교

포스터
옥천대 중부에 분포하는 미아롤리틱

화강암류의 지구화학적 특성

윤현수, 홍세선, 

김주용, 양동윤, 

김정찬, 이진영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해외 에너지·

광물자원개발과 

비축 

특별 심포지엄 

(2006. 4.14)

해외자원개발 현황 및 정책과제 조영태 산업자원부

해외 자원개발 투자 이길수 대한광업진흥공사

석유자원 개발과 우리의 역할 박세진 한국석유공사

심해저 망간단괴 개발 현황과 전망

윤치호, 박용찬, 

이동길, 김영주, 

권석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경공업 원자재 공급과 북한 광물자원

개발 연계방안
이동욱 산업자원부

북한 고품위 석회석 광물자원 도입을

통한 남북 자원협력 및 국내 석회석

신소재 산업 발전 방안

안지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해외 광물자원 개발 사례1(World's 

Largest Diversifled Resources 

Company BHP Billiton)

김정희
BHP Billiton 

Korea

해외 광물자원 개발 사례2(POSCO 해외

자원 개발투자)
강필 포스코

석유 비축의 현황과 주요 기술 김중현 한국석유공사

LNG 지하비축 기술개발의 현황과 전망 정소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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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에너지·

광물자원개발과 

비축 

특별 심포지엄 

(2006.4.14)

희유금속 중심 전략적 비축사업에

관하여
윤철헌 대한광업진흥공사

해외자원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양성 방안 연구

성원모, *이철규, 

**배위섭, 

***김현태, 

****허은녕

한양대학교,

*대한석유협회,

**세종대학교,

*** 한국지질자원 

연구원,

****서울대학교

해외자원개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세미나 

(2006.8.22)

기조강연 21세기 자원개발 전문인력 확보방안 김태년
국회의원,

산업자원위원회

주제발표
경쟁력 있는 자원개발 인력 공급의

난제 및 해소방안
김명준 전남대학교

주제발표
한국의 자원개발 인력양성 정책과

선진국 사례분석
김대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주제발표 석유개발사업동향 및 전문기술인력 확보 박한탁 ㈜SK석유사업부

2006년 제87회 

추계학술발표회 

(2006.11.14)

지구화학

응용지질

도로 암반 절취사면의 산 발생능력

평가에 관한 연구
한동열, 민경원 강원대학교

지구화학

응용지질
전주일광산 갱내수 처리방안 연구

임길재, 정영욱, 

지상우, 민정식, 

최용석, *이웅주, 

*홍지혜, *윤성문,

이현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해방지사업단

지구화학

응용지질

Treatment of Acidic Coal Mine 

Drainage: Design and Operational 

Challenges of Successive Alkalinity 

Producing Systems

Jayanta 

Bhattacharya, 

Sang Woo Ji, 

Gil Jae Yim, 

Jeong Sik 

Min, Yong Suk 

Choi, Young 

Wook Cheong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구화학

응용지질

유전자 알고리듬 및 GIS를 활용한 주유

소의 입지 및 경쟁력 분석: 서울시 관악

구를 사례로

조종희, 박형동 서울대학교

지구화학

응용지질

Application of Zero-Valent Iron for 

Treating Explosive Wastes: Case 

Studies in U.S. Army Ammunition 

Plants

Seok-Young 

Oh, Daniel K. 

Cha, Pei C. 

Chiu, 

*Byung J. Kim

University of 

Delaware, 

* U.S.Army Corps 

of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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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4)

지구화학

응용지질

Black Carbon-Mediated Reduction 

of Nitroaromatic Compounds in Soil

Seok-Young 

Oh, Pei C. 

Chiu, Daniel K. 

Cha

University of 

Delaware

지구화학

응용지질

수동형/능동형 측정 방법을 이용한 실내 

라돈 모니터링 연구

정성필, 전효택, 

*제현국

서울대학교,

*삼두주식회사

지구화학

응용지질

유류오염토양의 중금속 용출특성 및

토착미생물에 의한 Pb 생체흡착특성

김상호, *이종운, 

전효택,

**이진수

서울대학교,

*전남대학교,

**광해방지사업단

지구화학

응용지질

중부지역 광역 라돈위해도 등급도

작성을 위한 연구

제현국, *강치구, 

**전해표,

**최재영,

**전효택

삼두주식회사,

*안산공대,

**서울대학교

지구화학

응용지질

전과정평가를 통한 토공 및 연약지반 처

리 공정의 환경 영향 평가

전해표, *전호식, 

*방기문, 전효택

서울대학교,

*㈜대우엔지니어링

지구화학

응용지질

철산화균을 이용한 폐금속광산 광미의 

독성 중금속 제거 연구

박현성, 송대성, 

이종운
전남대학교

지구화학

응용지질

GIS 기반의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한 

강우와 사면붕괴의 상관관계 분석

강병준, 이희준, 

박형동
서울대학교

지구화학

응용지질
석분토 처리 규정 개선을 위한 연구

강민주, 이평구, 

염승준, 이욱종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구화학

응용지질
휴·폐 광산 검색프로그램 개발

지상우, 정영욱, 

임길재, 민정식, 

최용석, *하주한, 

*김성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노지오

지구화학

응용지질

7개 오염 우려 항내 퇴적물 내 금속원소 

분포

최기영, 김석현, 

홍기훈, *전효택

한국해양연구원, *

서울대학교

물리탐사

지구물리

Two Dimensional DC Inversion 

Using Adjoint State of Mixed Finitie 

Element Method of Poisson Equation

신창수, 하태영 서울대학교

물리탐사

지구물리

Two Dimensional MT Inversion via 

Reverse Time Migration
신창수, 하태영 서울대학교

물리탐사

지구물리

정방형 전극배열 전기비저항탐사의

가탐심도
이철용, 조동행 인하대학교

물리탐사

지구물리

방조제 보강효과 검증을 위한 전기,

전자탐사 적용

송성호, 이규상, 

김영규, 우명하, 

김동호

한국농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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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4)

물리탐사

지구물리

Hydrogeophysical Characterization 

of Soil Using Full-wave Inversion 

of Off-ground Monostatic Ground 

Penetrating Radar Data

Sbastien 

Lambot,

*E. Slob, M. 

**Vanclooster, 

H. Vereecken

Universit catholique 

de Louvain (Belgium),

*Delft Uniersity of 

Technology

(The Netherlands), 

**Forschungszentrum 

Jülich (Germany)

물리탐사

지구물리

시추공간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에서

시추공 공곡변화의 영향

이명종, 김정호, 

손정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지구물리

Monitoring of Subsurface Change 

during Ground Reinforcement by 

Electrical Resistivity

Muhammad 

Farooq, 

Samgyu Park, 

Jung Ho Kim, 

*Young-soo 

Song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Chonbuk National 

University

물리탐사

지구물리
정선 석회석광 물리 탐사 사례 정현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지구물리

다중 주파수 자료를 이용한 SIP 변수

추정

손정술, 김정호, 

이명종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지구물리
스펙트랄 감마검층의 품질 관리

오하연, *황세호, 

송무영

충남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지구물리

암석의 일축 압축 시 파괴로 발생하는

미소 전기적 신호 측정

김종욱, 송영수, 

*조성준, *박삼규,

*성낙훈

전북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지구물리

제주 동·서부 지역 물리검층 자료의

특이성

황세호, 신제현, 

박인화, 박기화, 

박권규, *고기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제주광역수자원관리

본부

물리탐사

지구물리

연안지역 해수침투대에서의

담수주입시험 및 모니터링

박권규, 황세호, 

신제현, 박인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MPFA를 이용한 다공성 균열저류층의

2상거동

김신영, 박창협, 

강주명, *장일식

서울대학교,

*한국석유공사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회귀신경망을 이용한 추가 시추위치

최적화 기법 연구

민배현, 박희준, 

강주명, *장일식

서울대학교,

*한국석유공사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다중공 평판형 셀기기를 이용한 가스

하이드레이트 생산실험 연구

배재유, 이영수, 

*배위섭,

**임종세, 성원모

한양대학교,

*세종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고갈 가스전의 천연가스 저장

모니터링기술

이종용, 김은미, 

임종세, *성원모, 

**이정환

한국해양대학교, 

*한양대학교, 

**한국가스공사



 481

한국자원공학회

50th Anniversary
1962~2012

구분 주제 및 분야 제목 저자 소속

2006년 제87회 

추계학술발표회 

(2006.11.14)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가스 하이드레이트 시추개발시

발생가능한 문제점과 사례연구

양영호, 최종근, 

*박장준, 기세일, 

김현철, 정훈영

서울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열공법을 이용한 석유 증진회수기술

현황

임종세, 이종용, 

*이원규

한국해양대학교, 

*한국석유공사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심해 저류층 개발을 위한 시추기술

현황분석

최승룡, 한도희, 

임종세, *김현태

한국해양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유럽 및 스페인의 천연가스 지하저장

사례 연구

한정민, 권옥배, 

박승수, 신광식, 

신창훈, 이정환

한국가스공사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저류층 특성화를 위한 탄성파 탐사,

물리검층, 코어분석 자료의 통합적 해석

신승헌, *임종세, 

**강주명 

서울도시가스㈜,

*한국해양대학교, 

**서울대학교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미고결 시료의 전기비저항과 투수계수와

의 관계연구

배위섭, 정태문, 

*권영인,

*김현태,

*박삼규,

**박승철

세종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가스하이드레이트 

사업단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천부 대수층 축열 시스템의 수치 모델링 이근상, 정상진 경기대학교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depleted reservoir 가스 저장의

경제성 고찰

윤가혜, 김화영, 

허은녕
서울대학교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석탄층 메탄가스(CBM) 저류층의 생산거

동 및 분석기술 고찰

이원석, 김세준, 

이재형, 김현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활용

자원소재

수계 및 대기 오염물 제거를 위한 다공성 

환경소재의 개발
박재구 한양대학교

자원활용

자원소재

PVC와 PMMA 혼합플라스틱의

Scale-Up 연속처리 재질분리 기술개발

전호석, 백상호, 

*박철현, 김병곤, 

**한오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양대학교,

**조선대학교

자원활용

자원소재

초미분쇄 시스템에서의 입도측정 방법에 

따른 분쇄한계의 고찰

이재호, 조희찬, 

이   훈
서울대학교

자원활용

자원소재

Extraction of Cobalt by Hollow Fiber 

Supported Liquid Membrane Using 

Cyanex 272 as an Extractant

Basudev Swain, 

Jinki Jeong, 

Jae-chun Lee, 

*Gae-Ho Lee, 

Jeong Soo 

Sohn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자원활용

자원소재

메조기공을 갖는 실리카 나노구체의

합성 및 평가

신영섭, 박제현, 

박재구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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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활용

자원소재

건설폐기물의 의중액 선별시 비중에

따른 순환골재의 성상

공경록, 

Ganbileg 

Gayabazar,

강헌찬

동아대학교

자원활용

자원소재

규산염광물로부터 실리카 나노분말소재 

제조

장희동*, 장한권, 

윤호성, 조   국,

심상권, 박진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활용

자원소재

분리선별 기술에 의한 폐광미의

산성배수 발생 가능성 저감화

현종영, *정수복, 

*채영배, *김형석

㈜에코파트너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활용

자원소재

Solvent Extraction of Cu(I) from 

Chloride Solution with TBP in 

1-octanol

이재천, *Zhu 

Tun, Manis 

Kumar Jha

KIGAM, *Institute 

of Process 

Engineering 

Chinese 

Academy of 

Sciences (China)

자원활용

자원소재

부유선별에 의한 발전소 바닥재의 정제

연구

조성백, 김윤종, 

박현혜, 조건준, 

김상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활용

자원소재

Immobilization Mechanism of 

Chromium in Ettringite

한동윤, *안지환, 

*유광석, 김환

서울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경제

자원정책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의 기술가치

평가 모형 연구

김진수*, 이유아, 

허은녕
서울대학교

자원경제

자원정책

10호미만 도서·벽지 지역의 효율적 

전기공급정책 연구

배위섭*, 최성호, 

허은녕**

세종대학교, 

*경기대학교, 

**서울대학교

암반역학

발파·지하공간

GSI와 절리의 방향성을 고려한 침하에 

따른 응력 의존성 수리전도도 변화 해석
김영규, *윤용균

한국농촌공사, 

*세명대학교

암반역학

발파·지하공간
해저터널 지반조사 및 계측기술 신희순, 박의섭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암반역학

발파·지하공간

GIS를 이용한 대규모 노천광 배수처리 

최적화 기술 개발

최요순, 박형동, 

*선우춘

서울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암반역학

발파·지하공간

터널 전방의 지반강성변화 예측을 위한 

수치해석적 연구

박창섭, 문현구, 

*백승한, 

**김창용

한양대학교, 

*광해방지사업단, 

**건술기술연구원

암반역학

발파·지하공간

수직구에서의 발파진동에 대한

수치해석적 검토

배민제, 윤지선, 

배상훈
인하대학교

암반역학

발파·지하공간

선혼합형 연마재 워터젯을 이용한

화강암 절삭에 관한 연구

김정규, 이정인, 

*한송수

서울대학교,

*삼성물산 건설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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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반역학

발파·지하공간

터널 발파에서 생성된 최외곽공 주변

암반손상영역의 수치해석적 산정

정용훈, 이정인, 

전석원
서울대학교

암반역학

발파·지하공간
고속 철도터널의 단면설계 경향 분석

지왕률, 정해성, 

하상귀, 김도영
㈜대한콘설탄트

포스터
3차원 탄성파 토모그래피 알고리즘 개발 

및 사례연구

문윤섭, 고광범, 

*김지수

㈜지오맥스,

*충북대학교

포스터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지하공동내부의 탄성파 속도 변화에

따른 전파양상의 변화 연구

이상철, 노명근, 

한성미, 오석훈, 

손권익, 서백수

강원대학교

포스터
심부 MT 탐사자료 해석을 위한 3-D

해양효과의 정량적 고찰

이춘기, *권병두,

** 이희순,       

유해수

한국해양연구원,

*서울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포스터
오일샌드 개발을 위한 지하회수 기법

조사

김승태, 정태문, 

배위섭, *김현태

세종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Study on Effect of the Confining 

Pressure and Sand/Clay 

Ratio to Cementation Factor of 

Unconsolidated Samples

정태문, 배위섭, 

*진재화

세종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연속된 두 강우에 대한 기저유출 분리
조성현, 지세정, 

조민조, *송무영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충남대학교

포스터
환형관내 고-액 2상 헬리컬 유동특성에 

관한 연구

우남섭, 한상목, 

황영규, *김영주, 

*윤치호,

*이동길

성균관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해외지질자원 도면정보 시스템 설계 및 

구축
이홍진, 이사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브라질 Tapajos 광화대의 금광상

부존지역 예측 연구
이홍진, 이사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불확실성을 도입한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의 경제적 효과 연구
안은영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지열자원 부존·활용정보 구축 연구의 

성과 분석
안은영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CVM을 이용한 생분해성 종량제봉투

품질개선의 가치 추정: 충남 연기군의 사

례를 중심으로

이유아, 임소영, 

허은녕
서울대학교

포스터
저품위 자철광 원광으로부터 침전에

의한 고순도 철 아세테이트 제조

길대섭, 소혜평, 

정강섭, 장희동, 

이재천, 서용재, 

*고인용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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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층간팽창법에 의한 미립흑연 분체제조
김병곤, 김정윤, 

전호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규산염 광물로부터 실리콘 유기화합물 

합성

김병규, 이재령, 

안종관, 장희동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물리적 선별에 의한 동광의 품위향상

연구

김윤종, 김상배, 

박현혜, 조성백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생석회의 활성도 측정 방법 및 활성도가 

침강성탄산칼슘의 합성에 미치는 영향

김정아, 유광석, 

안지환, *김   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학교

포스터
물유리로부터 양이온교환수지를 이용한 

나트륨 제거 및 규산 수용액 안정화 고찰

김철주, 윤호성, 

이진영, 장희동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폐콘크리트 분체로 제조한 경량기포블록

의 Cd, Ni, Zn의 흡착특성 연구

노혜정, 정문영, 

최연왕, 권성원
세명대학교

포스터
Seed 첨가에 의한 아라고나이트 침강성

탄산칼슘의 생성거동

박운경, 이승우, 

유광석, 안지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석회암을 이용한 바테라이트 합성에

에틸렌디아민이 미치는 영향

박종력, *김병곤, 

*전호석, 김용인

강원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정밀 공기분급에 의한 연마 슬러지 분리

선별

박현혜, 김윤종, 

김상배, 조성백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혼합 폐전지로부터 페라이트 원료화를 

위한 물성조사 연구

신선명, 손정수, 

강진구, 양동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MEK 중 미립자 분산·응집에 대한 수분

첨가의 영향
유경근, 이재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적색형광체 제조를 위한 솔-젤 

반응속도론적 고찰

윤호성, 김철주, 

김성돈, 김준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On-line분석 및 유량제어에 의한

용매추출공정의 자동화시스템 구축

이진영, 김준수, 

윤호성, 김철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저온 수열법에 의한 헥토라이트 합성
장영남, 채수천, 

배인국, 유경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신예미 철광석의 품위향상을 위한 건식

자력선별 기술개발

전호석, 이영효, 

백상호, 김병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Li+ Extraction / Absorption 

Reactions with Spinel Structured 

Lithium Manganese Oxide and Their 

Electronic Structure

정강섭, 이   환, 

서용재, 길대섭, 

이재천, *김양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기초과학지원연구원

포스터
편마암지역 석산 내 석분토에 의한 환경

오염 가능성 평가

강민주, 이평구, 

염승준, *이욱종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충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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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산소농도에 따른 광산폐석장의 복토설계

기준 연구

고주인, 이상훈, 

박창원, 오선혜, 

김선준

한양대학교

포스터
유기물 투수성반응벽체를 이용한

탄광폐석장 침출수 처리에 관한 연구

고주인, 이지은, 

김선준, *김재욱

한양대학교, 

*자원산업연구원

포스터
폐탄광지역 퇴적물의 중금속 존재형태 

및 이동에 관한 연구

김휘중, *이정란, 

* 이재영, 박길옥,     

양재의, 전상호, 

**최승진, 

**김양빈, 

**권영덕

강원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광해방지사업단, 

***한국농촌공사

포스터 폐광산지역의 생태계 건강성 평가

배대열, 안광국, 

*권영호, 

*김정연, 

*최두형

충남대학교, 

* ㈜한라건설 기술

연구소

포스터
마산-진해지역 해수침투현상에 대한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성 연구

송영현, *정찬호, 

김용국, 김종남, 

**전효택, 

***이진수

광업진흥공사, 

*대전대학교, 

**서울대학교, 

***광해방지사업단

포스터
삼광 금-은광산과 보은제일탄광산일대

에 대한 독성원소들의 분산과 부화

유봉철, 이현구, 

*이찬희

충남대학교, 

*공주대학교

포스터
광산폐기물의 미량원소 존재형태

비교연구

이욱종, *강민주, 

*이평구, 최상훈

충북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울진광산 폐광석 내 황화광물의 풍화와 

하천수의 오염 특성

이인경, 최상훈, 

*이평구,

**연규훈

충북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해방지사업단

포스터 진원 연-아연 광상의 생성환경
조영기, 이인경, 

최상훈
충북대학교

포스터
강우의 토양 침투량과 토양수분변화

관측

하규철, 허만우, 

박기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폐기물 매립지의 분자생태학적 평가

특성
한지선, 김창균 인하대학교

포스터
중국 길림성 쇼시난차 반암동 광상의

산소 및 수소 동위원소 연구
허철호, 김유동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분광반사특성을 이용한 화강암 표면

풍화도 측정
현창욱, 박형동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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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제87회 

추계학술발표회 

(2006.11.14)

포스터

Preliminary Study of Colloid-

Associated Desorption of Inorganic 

and Organic Contaminants

Se-Yong 

Lee, Il-won 

Ko, Kyoung-

Woong Kim, 

*So-young 

Kang, **Jin 

Soo Lee

GIST,

*KIDA, **KMRC

포스터
광산폐기물에서의 미량원소 용출특성

평가

이욱종, *강민주, 

*이평구, 최상훈, 

*염승준

충북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해방지

특별 심포지엄 

(2006.11.15)

광해방지 제도와 향후 사업계획 권현호 광해방지사업단

해외 광해관리 제도 김대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폐광산 광해 현황 및 방지대책 남광수 광해방지사업단

물리탐사법에 의한 광해 및 오염대 조사 조인기, *김지수
강원대학교,

*충북대학교

휴·폐광산 광산폐기물의 유효이용

방안 연구

채영배, 정수복, 

김형석, *현종영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에코파트너스

폐광산 산림복구기술 송문서 산림조합중앙회

폐 금속광산 폐기물 복원사례
정영욱, 민정식, 

최용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폐광지 갱내 산성폐수의 화학적처리

기술
박영구 강원대학교

전기화학적 산화제 생성에 의한 폐광산 

갱내수 처리

성일종, 정이성, 

이정민, 임종태
㈜엔바이오컨스

폐탄광 지역 지반침하 방지기술 및

사례 연구
방기문 대우엔지니어링

2007년 제88회 

춘계학술발표회 

(2007.4.19)

지구화학

응용지질

전과정평가를 통한 재생골재 생산 및

현장 적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전해표, *이종윤, 

** 방기문,       

전효택

서울대학교,

*대한주택공사,

**대우엔지니어링

지구화학

응용지질
광산배수 처리기술 특허 동향 분석

지상우, 유경근, 

정영욱, 임길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구화학

응용지질

Lysimeter를 이용한 폐석 복토 설계 식

재 시험

이현석, 정영욱, 

지상우, 임길재, 

*양재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강원대학교

지구화학

응용지질

산도-온도 분포를 이용한 광산폐기물 

적치장 특성 평가

지상우, 정영욱, 

임길재, 민정식, 

최용석, 이현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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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제88회 

춘계학술발표회 

(2007.4.19)

지구화학

응용지질

전남 해남-진도-완도 지역에 분포된

점토광상 주변의 열수변질대에서 금과 

안정동위원소(산소,수소,황) 지구화학에 

관한 연구

윤정한 전남대학교

지구화학

응용지질

탄광폐석장 특성화를 통한 복토설계 및 

침출수 처리방안에 관한 연구
고주인, 김선준 한양대학교

지구화학

응용지질

순간충격시험과 추적자시험을 이용한

부산 임기폐광산의 수리지질학적 특성 

연구

박학윤, 주정웅, 

여인욱, *정영욱, 

*임길재,

*지상우

전남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구화학

응용지질
폐탄광 갱내수 수위상승 및 수질 변화

정영욱, 임길재, 

지상우, 이현석, 

*박학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전남대학교

지구화학

응용지질

보론에 오염된 토양의 안정화법에 의한 

처리

정진기, 유경근, 

이재천,

*T. Fusita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일본 동경대학

물리탐사

지구물리

지반 변형 모니터링을 위한 Ground 

Based-SAR 시스템 개발

조성준, *이훈열, 

성낙훈, 김정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강원대학교

물리탐사

지구물리

GUI를 이용한 소형루프 전자탐사

1차원 해석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성 검증

강미경, 송성호, 

이규상, 성백욱, 

김영규, 김양빈, 

*조인기,

*김기주

한국농촌공사,

*강원대학교

물리탐사

지구물리

High Definition MT Surveys near 

Century Zinc Mine, NW Queensland, 

Australia

Tae Jong Lee, 

Seong Kon 

Lee, Yoonho 

Song, *James 

Cull, **Barry 

Murphy

KIGAM, *Monash 

University 

(Australia) 

**University 

of Melbourne 

(Australia)

물리탐사

지구물리

의성소분지 화산 칼데라 지역에서의

MT 탐사

양준모, *권병두, 

**이희순,

*박계순, *이호용

한국해양연구원, 

*서울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물리탐사

지구물리

인공위성 중력과 잔차 크리깅 기법을 이

용한 탄성파 해양분지 구조 해석 결과의 

향상 가능성 연구

박계순, *오석훈, 

**이희순, 권병두,

***유해수

서울대학교,

*강원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한국해양연구원

물리탐사

지구물리

비자립 시추공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를 

위한 접지전극 개발

박삼규, 김정호, 

*김종재, *김기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희송지오텍

물리탐사

지구물리
제체 상태에 따른 전기비저항 반응 연구

오석훈, 서백수, 

*임은상, 노명근

강원대학교, 

*한국수자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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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제88회 

춘계학술발표회 

(2007.4.19)

물리탐사

지구물리

효율적인 다운홀 탄성파 탐사 수행을

위한 자동화 시스템 구축

방은석, 성낙훈, 

김정호, *김동수, 

**김종욱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전북대학교

물리탐사

지구물리

불균질 매질에서 수직탄성파 탐사자료 

구조보정
장성형, 서상용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지구물리

어드조인트 연산으로서의 역시간

구조보정 연산자 유도
지   준 한성대학교

물리탐사

지구물리
불균질 매질에서 탄성파 모델링

김영완, 장성형, 

*윤왕중, 서상용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전남대학교

물리탐사

지구물리

OBS데이터의 τ-p 분석을 통한

BSR부근의 P파 속도 규명에 대한 연구
김병엽, 구남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활용

자원소재

PBT로부터 HIPS 재질분리를 위한

정전선별 기술개발

전호석, 백상호, 

*박철현, 김병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양대학교

자원활용

자원소재

연탄재 부유선별을 위한 기포제의

특성 연구

권성원, 이윤종, 

노혜정, 정문영
세명대학교

자원활용

자원소재

유동상 소각시스템 불연물의 재활용에 

관한 연구

박은규, 최우진, 

*강승균, *성승준

수원대학교,

*㈜서희건설

자원활용

자원소재

고령토를 사용한 경량기포콘크리트의

활용에 관한 연구

권기오, 

Ganbileg 

Gayabazar,

이명규, 공경록, 

강헌찬

동아대학교

자원활용

자원소재

팽창질석을 첨가한 경량 기포콘크리트의 

차음특성에 관한 연구

이명규, 

Ganbileg 

Gayabazar,

권기오, 공경록, 

강헌찬

동아대학교

자원활용

자원소재

Meta-Kaolin을 첨가한 경량기포콘크리

트의 Meta-Kaolin입도에 따른 압축강도 

특성

Ganbileg 

Gayabazar, 권

기오, 이명규, 공

경록, 강헌찬

동아대학교

자원활용

자원소재

몰리브덴 정제공정의 폐수로부터 구리

(Cu)와 몰리브덴(Mo)의 선택적 회수
김명준 전남대학교

자원활용

자원소재
하동 고령토의 건·습식 정제특성 비교

김윤종, *서명덕, 

박현혜, 김상배, 

조성백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배재대학교

자원개발

대규모 노천광산의 효율적인 폐석처리를 

위한 덤프트럭의 이동경로 결정에

대한 연구

최요순, 박형동, 

*선우춘

서울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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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제88회 

춘계학술발표회 

(2007.4.19)

자원개발 해외석유개발 전망과 정책방향 이철규 대한석유협회

자원개발 PASIR 탄광 개발 현황 장기남 ㈜삼탄

자원개발 전략광종의 시장동향 최광열 대한광업진흥공사

자원개발 한국의 해외자원개발 진출 현황
권순진, 정민수, 

이제희
대한광업진흥공사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치밀가스전에서의 물리검층 자료를

이용한 물성규명 연구

손혜라, *이원석, 

*이현석, 

*신영재,

*김현태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장기모니터링, 수리지화학 및 공내수치

환 전기전도도검층법을 이용한 균열암반 

내 해수침투 특성 규명

황세호, 박권규, 

이봉주, 지세정, 

신제현, 이상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2정 모델을 이용한 대수층 축열 시스템

의 거동 해석
이근상, 정상진 경기대학교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복합 불균질 대수층 내 오염물 이동 이근상 경기대학교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심해시추 신기술 및 적용사례 연구

주성규, 정대인, 

안병기, 서영빈, 

*장일식,

*김지영, 최종근

서울대학교,

*한국석유공사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심해시추 및 개발비용 사례연구

서영빈, 정대인, 

안병기, 주성규, 

*장일식,

*김지영, 최종근

서울대학교,

*한국석유공사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고갈가스전에서의 적정 가스저장시스템

분석을 위한 시뮬레이션 연구

이영수, 최해원,

*이정환, *한정민,

**류상수,

**노정용, 성원모

한양대학교,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한국의 석유자원량 분류체계 제안 허대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생산자료 분석을 통한 치밀가스전의

매장량 및 회수량 예측

이원석, 김세준, 

허대기, 김현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경제

자원정책

산출관점에서 물성측정 관련

연구시설장비 구축의 직간접효과 연구
안은영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경제

자원정책

산업분석을 통한 물성측정 관련

연구인프라 제공의 파급효과 연구
안은영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경제

자원정책

비금속 광종의 생산규모와 생산성간의 

상관분석
이경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490  · · The Korean Society of Mineral and Energy Resources Engineers 50th Anniversary

구분 주제 및 분야 제목 저자 소속

2007년 제88회 

춘계학술발표회 

(2007.4.19)

자원경제

자원정책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의 기술가치 

평가를 위한 가중치 산정 및 모형연구

이유아, 김진수, 

허은녕
서울대학교

자원경제

자원정책

에너지가격 불확실성을 고려한 고갈 유/

가스전 가스저장시설의 경제성 분석

윤가혜, 김화영, 

허은녕
서울대학교

자원경제

자원정책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의 경제성분

석을 위한 실물옵션모형 연구

이규현, 김진수, 

허은녕
서울대학교

암반역학

발파·지하공간

터널 굴착에 따른 인접마을 지하수 영향 

평가

주광수, 서영호, 

박현익, *하성호, 

**고용권,

***서병민

현대건설,

*서정엔지니어링,

**한국원자력연구소,

***호서대학교

암반역학

발파·지하공간

일체화 복합단면 터널 라이닝과 그 적용

성에 관한 연구
신휴성, 이성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암반역학

발파·지하공간

폐터널과 교차하는 터널 구간의 굴착 및 

보강사례

노승환, 나승훈, 

이상필, 이훈연
GS건설

암반역학

발파·지하공간

디지털 영상을 이용한 터널 3차원 절대 

변위 계측 사례

김광염, 김창용, 

*이승도,

**이정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삼성물산,

**서울대학교

암반역학

발파·지하공간

저토피 도로하부 통과를 위한 DSM 공법 

설계사례

김선홍, 추용범, 

정원준, *정재민

㈜유신코퍼레이션, 

*표준EC

암반역학

발파·지하공간

인도네시아 파시르 탄광에서의 발파공법 

및 지반진동 특성분석

최병희, 류동우, 

선우춘, *이종범

한국지질자원연구

원, *PT. KIDECO 

JAYA AGUNG

암반역학

발파·지하공간

불균질성 현장지반용 해석툴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김형목, 신중호, 

*Inoue, *Junya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일본동경대

암반역학

발파·지하공간

Bonded Particle Model Simulation 

of Fracture and Friction Triaxial 

Compression Test

Jeoungseok 

Yoon, 

*Arno Zang, 

Seokwon Je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GeoForschungsZentrum-

Potsdam(Germany)

암반역학

발파·지하공간

극저온지하저장고 안정성 평가를 위한 

열-수리-역학 연계해석

정용복, 박의섭, 

정소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암반역학

발파·지하공간

수리특성맵 작성을 위한 자료병합 툴

개발과 적용

류동우, 김형목, 

*Ando Kenichi 

한국지질자원연구원, 

*Obayashi 

Corportation

포스터
폐금속광산에서 Column Test를 통한

비소 및 중금속처리효율

정태호, 이길로, 

오세강, 곽용완
대한광업진흥공사

포스터
몽골 할잔 부렉테이 지르콘-니오브-

희토류 광상의 미량원소 함량
허철호, 김유동 한국지질자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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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광화작용의 원격탐지를 위한 광물학적, 

지구화학적, 생물학적 특징들의

활용동향

허철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쥐라기 금광상의 탄소·수소·산소·

황 동위원소 연구-경북 상주지역

대래광상을 대상으로

허철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조선대학교 지하수 공에 형성된 scale에 

대한 지구화학
박천영, 임성수 조선대학교

포스터
Microbial Reduction of Nitrate and 

Perchlorate with Ferrous Ion

신경희,

*Daniel K. Cha, 

**김경웅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 University of 

Delaware,

**광주과학기술원

포스터 준설량 파악을 위한 과학적 방법 접근

최기영, *김석현, 

*이용국,

*홍기훈, 전효택

서울대학교,

*한국해양연구원

포스터

Spectroscopic Study of PAH 

Adsorbed on Model Soil and Its 

Application into Soil Monitoring

Eun-Joung 

Ko, *Kyoung-

Woong Kim, 

Se-Yeong 

Hamm

부산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포스터
OpenGL을 이용한 3차원 터널 지반정보

의 시각화 프로그램 개발

김성중, 최요순, 

박형동, *배규진

서울대학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포스터
저수지 제체 누수 탐지를 위한 전기비저

항 탐사 사례

임성근, 안조범, 

박기연
한국농촌공사

포스터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시추공간 2.5차원 

전자탐사 모델링
손정술, 송윤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필리핀 민다오 섬 자철광의

습식자력선별 기술개발

전호석, 이영효, 

김병곤, 이진영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염산용액을 이용한 황동광 침출개선

연구

강진구, 김홍인, 

엄형춘, *손정수, 

*유경근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미분쇄 황동광의 황산 침출연구

김홍인, 강진구, 

엄형춘, *손정수, 

*유경근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용매의 종류 및 농도가 자철광 용해에

미치는 영향

길대섭, 정강섭, 

장희동, 이재천, 

서용재, *오태은, 

*박균영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공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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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대현 견운모의 R2O 품위향상을 위한

정제 특성에 관한 연구

서명덕, *김윤종, 

*김상배, 

*박현혜, 김택남, 

*조성백

배재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전해생성된 염소에 의한 구리의 침출에 

미치는 전류밀도 및 교반속도의 영향

김은영, *김민석, 

*이재천, *Manis 

Kumar Jha, 

*유경근, *정진기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리튬 알미늄 규산염 광물 기반의

내열소지 제조 특성

김병곤, 김용인, 

박종력, 이계승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경사 환형관에서 고체입자의 거동

특성에 관한 연구

우남섭, 한상목, 

황영규, *김영주, 

*윤치호

성균관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해저터널의 계측관리를 위한 터널고동 

수치모델링 평가

박의섭, 정용복, 

신희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양방향 장대터널에서 대피 및 화재

위험도 평가 방법

허도학, 장석부, 

문상조
유신코퍼레이션

포스터

Study on Capillary Pressure 

Measurements in Unconsolidated 

Sample Using the Centrifuge

Chung 

Taemoon, Lee 

Sanghyun, 

Bae Wisup, 

*Kwon 

Young-Ihn, 

*Kim Hyuntae

Sejong 

University, 

*KIGAM

포스터
미고결 시료의 Clay성분이 비저항에

미치는 영향연구

송태원, 정태문, 

배위섭, 김승태, 

*권영인,

*김현태,

**박승철

세종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가스하이드레이트

사업단

포스터

Recent Development on Permeability 

Measurement Technology and its 

Impact on Mine-related Areas

Eunnyeong 

Heo,

Ki-Bok Min, 

Dae Sung Le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포스터
중국의 미래 지질자원기술 연구개발

동향 및 시사점
이옥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07 

International 

Symposium on

Minerals and 

Materials 

Processing 

(2007.4.19)

Plenary 

speech

A Unified Approach to Aqueous 

Processing: Materials, Minerals, and 

Solutions

Kwadwo 

Osseo-Asar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USA)

Plenary 

speech

The Path for Minerals Utilization at 

KIGAM

Hun-Saeng 

Chung
KI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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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International 

Symposium on

Minerals and 

Materials 

Processing 

(2007.4.19)

[Keynote 

lecture] 

Resource 

Utilization

Csiro Mineral Processing Research 

Activities

Ralph J 

Homles, 

Mingwei Gao

CSIRO Minerals 

(Australia)

[Keynote 

lecture] 

Resource 

Utilization

TEM Investigation of Structural 

Orderings in Metakaolins
Sujeong Lee KIGAM

[Keynote 

lecture] 

Resource 

Utilization

Simulation of Impact Breakage of 

Concrete Blocks Hoon Lee,

Ji-Hoe Kwon and Using DGB

Hoon Lee,

Ji-Hoe Kwon, 

Heechan Cho

Seoul National 

University

[Keynote 

lecture] 

Resource 

Utilization

On Stereochemical Effect and 

Aragonite Crystal Microrods from 

Limestone

Seung Woo 

Lee, Woon 

Kyoung Park, 

Kae Hong 

Cho, Ji Whan 

Ahn

KIGAM

[Keynote 

lecture] 

Resource 

Utilization

Prepar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High Purity Metals

M. Isshiki, K. 

Mimura, M. 

Uchikoshi

Tohoku 

University 

(Japan)

[Keynote 

lecture] 

Resource 

Utilization

The Preparation of Cu-ZSM5/

Alumina Beads Filter and De-NOx 

Characteristics for Diesel Vehicle 

Aftertreatment

Young-Sang 

Jang, Young-

Seop Shin, 

Jai-Koo Park

Hanyang 

University



494  · · The Korean Society of Mineral and Energy Resources Engineers 50th Anniversary

구분 주제 및 분야 제목 저자 소속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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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Materials 

Processing 

(2007. 4. 19)

[Keynote lecture] 

Resource 

Utilization

Refining Effect of Hydrogen Plasma 

Arc Melting and Trace Impurity 

Analysis by Glow Discharge Mass 

Trace Impurity Analysis by Glow 

Discharge Mass

Jae-Won Lim, 

Good-Sun Choi, 

*D. Elanski, 

**K. Mimura, 

M. Isshiki

KIGAM, 

*Moscow State 

University 

of Steel and 

Alloys (Russia), 

**Tohoku 

University 

(Japan)

[Keynote lecture] 

Resource 

Utilization

Measurement of Sintering Rates 

for Pristine and Doped Titanium 

Dioxide

Kuk Cho, 

Hankwon Chang, 

*Pratim Biswas, 

Hee-Dong Jang

KIGAM, 

*Washington 

University (USA)

[Keynote lecture] 

Resource 

Utilization

Roles and Opportunities of 

Nanoscience in Resource Industry-

An overview

K Seng Lim
CSIRO Minerals 

(Australia)

[Keynote lecture] 

Resource 

Utilization

Production of Silica Nanoparticles 

by Flame Aerosol Process

Hee-Dong Jang, 

Hankwon 

Chang, 

Kuk Cho, 

Dae-Sup Kil, 

Jin-Ho Park, 

*Kikuo Okuyama

KIGAM, 

*Hiroshima 

University 

(Japan)

[Keynote lecture] 

Resource 

Utilization

Aerosol Processing and Real-

Time Characterization of Carbon 

Nanotubes

Soo Hyung 

Kim

Pusan National 

University

[Keynote lecture] 

Resource 

Utilization

SiC Nanoporous Membrane Having 

Controlled Pore Size for Hydrogen 

Separation

Younghee Kim, 

Eunbi Kim, 

Soo Ryong Kim, 

Moo Hyun Suh, 

*Doo Jin Choi, 

Woo Teck Kwon

KICET, 

*Yonsei 

University

[Keynote lecture] 

Resource 

Recycling

Status of Magnesium Smelting and 

the Related Recycling Topics

Hyungkyu 

Park
KIGAM

[Keynote lecture] 

Resource 

Recycling

Solvent Extraction for the Treatment 

of Industrial Wastes

Jae Woo Ahn, 

*Jong-Gwan Ahn, 

**Ju-Yup Kim, 

**Jun-Young Kim, 

**Chang Hoon Shin

Daejin University, 

*KIGAM, 

**Daeil 

Development Co. 

Ltd.

[Keynote lecture] 

Resource 

Recycling

Dismantlement of Spent Lithium 

Primary Batteries for Recycling

Jeong-Soo Sohn, 

Shun-Myung Shin, 

Dong-Hyo Yang, 

Jin-Gu Kang, 

Kyoungkeun Yoo

KIGAM



 495

한국자원공학회

50th Anniversary
1962~2012

구분 주제 및 분야 제목 저자 소속

2007 

International 

Symposium 

on Minerals 

and Materials 

Processing 

(2007. 4. 19)

[Keynote lecture] 

Resource 

Recycling

Comparison of Acid and Alkaline 

Leaching for Recovery of Valuable 

Metal from Spent Zinc-Carbon 

Battery

Shun-Myung Shin, 

Jin-Gu Kang, 

Dong-Hyo Yang, 

Tae-Hyun Kim, 

Jeong-Soo Sohn

KIGAM

[Keynote lecture] 

Resource 

Recycling

Bio-Hydrometallurgy for Extraction 

of Non-Ferrous Metals at NML
B.D. Pandey NML (India)

[Keynote lecture] 

Resource 

Recycling

Fabrication Technology of Metal 

Powders by Recycling of Metal 

Scrapes

Seong-Hyeon 

Hong
KIMM

[Keynote lecture] 

Resource 

Recycling

Effect of Calcination Temperature 

on the Recovery of Metal Values 

from Spent Catalyst

Kyung Ho Park, 

*Debasish 

Mohapatra, 

Chul-Woo Nam, 

Hong-In Kim

KIGAM, 

*Daeil 

Development Co., 

Ltd.

[Keynote lecture] 

Resource 

Recycling

The Role of ZrO2 in a Li-ion 

Cathode with LiMn2O4 at Different 

Location

Sung Bin Park, 

Sang Myung Lee, 

Ho Chul Shin, 

*Won Il Cho, 

Ho Jang

Korea University, 

*KIST

[Keynote lecture] 

Resource 

Recycling

Eco-Town Projects in Japan and 

Resource Circulation
Meiji. Sato

Kyushu Techno 

Research, Inc. 

(Japan)

[Keynote lecture] 

Resource 

Recycling

Removal of PVC from Mixed 

Plastic Waste by Combination of 

Air Classification and Centrifugal 

Process

Woo Zin Choi, 

Jae Myong 

Yoo, 

Eun Kyu Park

Suwon University

[Keynote lecture] 

Resource 

Recycling

Characterization of Coal Pond Ash 

for Reutilization

Sung-Joo Lee, 

HeeChan Cho, 

*Nam-Il Um, 

*Gi-Chon Han, 

*Ji-Whan Ahn

Seoul National 

University, 

*KIGAM

[Keynote lecture] 

Resource 

Recycling

Effect of Disagglomeration on the 

Recovery of Abrasives from Waste 

Sludge

Yun-Jong Kim, 

Sang-Bae Kim, 

Hyun-Hye Park, 

*Cheon-Ho 

Park, 

Sung-Baek Cho

KIGAM, 

*Geocon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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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Symposium on

Mine 

Reclamation 

(2007. 9.14)

The Present States of Mine 

Reclamation in Republic of Korea

Tae-Heok 

Kim, 

Hyun-Ho 

Kwon

MIRECO

Minewater Management in the 

United Kingdom
Keith Parker

The Coal 

Authority (UK)

Mine Site Rehabilitation and 

Closure Planning in Queensland, 

Australia: Supporting the Decisions 

through Research

David Mulligan

University of 

Queensland 

(Australia)

Passive Treatment of Coal Mine 

Drainage in Korea

- Evaluation of Performance 

of a SAPS using Geochemical 

Parameters -

Young Wook 

Cheong, 

Gil Jae Yim, 

Sang Woo Ji, 

Jayanta 

Bhattacharya

KIGAM

Remediation of As-contaminated 

Soil and Tailings

Kyoung-

Woong Kim, 

Sunbaek 

Bang, 

Ju-Yong Kim, 

Hoang Thi 

Hanh

Gist 

Reclamation Practices and Soil 

Reconstruction for Grasses and 

Trees

Jeff Skousen
West Virginia 

University (USA)

The Activities of JOGMEC to Mine 

Pollution Prevention on Abandoned 

Mines in Japan

Naoki Sato

Japan Oil, 

Gas and 

Metals National 

Corporation

Investigation and Monitoring of 

Endangered Areas by Newer 

Geophysical Methods

Paul Althaus 

and Olaf 

Klippel

Exploration & 

Geosurvey, 

DMT Gmbh 

(Germany)

Ground Stability Assessment of the 

Abandoned Dong-ri Metal Mine in 

Nonsan, Korea

Ki- Mun, Bang

Daewoo 

Engineering 

Company

Gold and Silver Recovery Using 

Chloride-Hypochioriorite Leachants 

from Tailing

Gwang Soo 

Nam, Byoung 

Hi Jung, Jeon 

Woong An, 

Myong Jun Kim

Chonnam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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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화학

응용지질

지하 채굴 공동 충전을 위한 광미의 물성 

및 화학적 특성 평가

정영욱, 이현석, 

지상우, 임길재, 

민정식, *박학윤, 

송원경, **권현호, 

**김태혁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전남대학교, 

**광해방지사업단

지구화학

응용지질

토양에서 바이오필름 형성 조건과 

중금속 및 비소의 고정화 연구

박현성, 고명수, 

이종운, *이진수, 

*박제현, **전효택

전남대학교, 

*광해방지사업단, 

**서울대학교

지구화학

응용지질

국내 인위적 발생원에 의한 수은 오염 

수준과 분포 특성

이고은, *정명채, 

전효택

서울대학교, 

*세종대학교

지구화학

응용지질

Reductive Immobilization of As(V) 

by Fe(II): Analysis of Geochemical 

Processes in the Anaerobic 

Condition

이상훈, 김선준, *

정우식, *전병훈, 

**최재영, 고주인, 

*Amit Bhatnagar

한양대학교, 

*연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연

구원

지구화학

응용지질

지하 심부 토양 내 중금속과 비소의 지구

화학적 거동에 미치는 토착 박테리아의 

영향 연구

송대성, 이소라, 

이종운, *김경웅

전남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지구화학

응용지질

Selenium in Agriculture, Food and 

Nutrition
M. Sager

Austrian Agency 

for Health and 

Food Safety 

지구화학

응용지질

유류오염토양에서 바이오필름 형성을 

통한 독성 원소 제거

김상호, *이종운, 

전효택, **이진수

서울대학교, 

*전남대학교, 

**광해방지사업단

지구화학

응용지질

전과정평가를 이용한 대체 골재 재료의 

환경 특성

전해표, *이종윤, 

**방기문, 

***전효택

삼두주식회사, 

*주택공사, 

**대우엔지니어링, 

***서울대학교

지구화학

응용지질
모바일 컴퓨팅을 활용한 휴,폐광산 관리

지상우, 정영욱, 

임길재, *김정아, 

**하주한, 

**김성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해방지사업단, 

**㈜이노지오

지구화학

응용지질

GeoScene 3D: 터널 지반정보 3차원 

가시화 프로그램 개발

김성중, 최요순, 

박형동
서울대학교

지구화학

응용지질

광산폐기물 적치장에서 강우의 침투 및 

지하수 수위/수질 관측

임길재, *박학윤, 

지상우, 이현석, 

정영욱

한국지질자원연구

원, *전남대학교

지구화학

응용지질

다분적 지시크리깅에 의한 미시추 구간 

지반등급 산정시 전기비저항 탐사 

자료의 지시자 변환기법에 대한 연구

조종희, 최요순, 

박형동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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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화학

응용지질

광산배수 발생 예측 및 억제 기술 개발 

사례 연구

고주인, *안홍일, 

*서상기, *김남희, 

김선준, 이상훈, 

**윤운상, **정의진, 

**전재수, ***권현호, 

***심연식, ***이진수, 

***지원현

한양대학교, 

*한국농촌공사, 

**넥스지오, 

***광해방지사업단

지구화학

응용지질

폐탄광 갱내수 수위상승에 따른 

수질변화와 폭기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

정영욱, 임길재, 

지상우, *박학윤, 

이현석, 박성원, 

이상권, **남광수, 

***조동희

한국지질자원연구

원, *전남대학교, **

광해방지사업단, 

***신원산업

지구화학

응용지질

폐탄광 갱내수 자연정화시설 효율성 

평가

지상우, 임길재, 

이현석, 최용석, 

민정식, *박학윤, 

정영욱, **심연식, 

**지원현

한국지질자원연구

원, *전남대학교, **

광해방지사업단

지구화학

응용지질

거풍광산 폐석적치장의 산(Acid) 발생 

평가

이현석, 지상우, 

임길재, *박학윤, 

안주성, 정영욱

한국지질자원연구

원, *전남대학교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비매개적 접근을 통한 앙상블 

칼만필터를 이용한 저류층 특성화

신용덕, 정훈영, 

최종근
서울대학교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정상상태법을 이용한 미고결시료의 상대

투수측정 특성 연구

정태문, 배위섭, 

송태원, *권영인, 

**이원규, 

***박승철

세종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석유공사,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단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끝점 상대투과도 측정결과를 이용한 

대염수층의 CO2 주입효율성 분석

김기홍, 이영수, 

성원모
한양대학교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Porous Plate method를 이용한 미고결 

퇴적층의 Capillary Pressure 측정 연구

송태원, 배위섭, 

정태문, *이원규

세종대학교, 

*석유공사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확률적 민감도 분석을 이용한 

역산모델링
기세일, 최종근 서울대학교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CO2 지중저장 기술개발 현황

박용찬, 유동근, 

황세호, 윤치호, 

허대기, *강성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CO2-물-탄화수소 혼합물간의 상거동 

해석을 위한 CPA EOS 모델 개발 및 

응용

하세훈, 이영수, 

*조현진, **권순일, 

**이원규, 

**양성오, 성원모

한양대학교, 

*LG상사, 

**석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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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천연가스 

지하수

CO2 치환에 의한 가스하이드레이트 

생산 시뮬레이션 연구

이원석, 허대기, 

*M. White

한국지질자원연구원, 

*Pacific Northwest 

National Lab. 

(USA)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국내 대륙붕 6-1광구내 고래 V 구조 

대염수층에의 CO2 저장 타당성 분석 연구

이영수, *박용찬, 

성원모

한양대학교, *한국

지질자원연구원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열자극·감압실험에 의한 

메탄하이드레이트 해리가스의 생산거동 

분석

왕지훈, *배재유, 

성원모

한양대학교, *석유

공사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가스 하이드레이트 지층의 시추효율 및 

시추비용 분석

서영빈, 기세일, 

양영호, 정훈영, 

이민우, *박장준, 

최종근

서울대학교, *한국

지질자원연구원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Thin bed 오일샌드 층에서 열공법을 

활용한 생산증대 기술 연구

김승태, 배위섭, 

정태문, *이원규

세종대학교, *석유

공사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가스하이드레이트 지층에 대한 

시추안정성 및 기술에 대한 연구

정훈영, 기세일, 

서영빈, 양영호, 

이민우, *박장준, 

최종근

서울대학교, *한국

지질자원연구원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Application of DST to Delineate the 

Uncertainties in Deepwater Dry Gas 

Turbidite Fields, Offshore Northwest 

Myanmar

Jaehyeon Park, 

Su-Yeong 

Yang, 

Heungbum Yi

Daewoo 

International 

Corporation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미국 텍사스 주 포트워스 분지의 바넷 

셰일 가스 시스템
고재홍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서부 경남지역 농업기반 지하수의 

공간적 수질분포 특성

박현주, 황종환, 

*박인석, *박종남

한국농촌공사, 

*동아대학교

자원개발
공극구조에서 가스수화물의 생성 및 물

성의 변화 모델링

김영석, 윤필선, 

*이재형

공주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개발

Surface BOP Stack의 심해시추 적용 

사례 - 대우인터내셔널 미얀마 서부 

해상 가스 탐사 프로젝트

남일, 이정환, 

양수영
대우인터내셔널

자원개발
용융슬래그를 이용한 토버모라이트의 

합성

이성기, *배인국, 

*장영남, *채수천, 

*류경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개발

Phase Equilibrium and Kinetic 

Behavior of the Binary Mixed 

Hydrate Systems

신형준, 임준혁, 

이윤제, 윤지호, 

장원일, 신성렬, 

임종세

한국해양대학교

물리탐사

지구물리

VLF탐사용 자가송신기 개발 및 시험탐

사
정현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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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탐사

지구물리

이방성 매질에서의 전파형음파검층의 

반응
변중무 한양대학교

물리탐사

지구물리

암석 시료 모델에 대한 SIP 토모그래피 

수치실험

손정술, 김정호, 

조성준, 이명종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지구물리

시료 파괴로 발생하는 미소 전위(Micro 

-Electric Potential)와 음향 방사

(Acoustic Emission)에 관한 기초연구

김종욱, 조성준, 

박삼규, 성낙훈, 

김정호, *송영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전북대학교

물리탐사

지구물리

농업기반시설 정밀안전진단 물리탐사 

사례 연구

안조범, 임성근, 

박기연, 임찬우, 

오세영

한국농촌공사

물리탐사

지구물리

지표 근처 지중 구조물 파악을 위한 

HWAW 기법의 적용

방은석, 손정술, 

*김경섭, 김정호, 

김동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과학기술원

물리탐사

지구물리

전기비저항 모니터링에 의한 그라우팅 

효과평가를 위한 기초적 실험

박삼규, 

*Muhammad 

Farooq, 김정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전북대학교

물리탐사

지구물리
탄성파자료 음향 임피던스 변환

김영완, 장성형, 

*윤왕중, 서상용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전남대학교

물리탐사

지구물리

제체 전기비저항탐사 자료를 이용한 

누수 유형 고찰

임성근, 안조범, 

박기연, 오세영
한국농촌공사

물리탐사

지구물리

이방성 특성이 강한 흑색 셰일 암반에서 

탄성파 주시토모그래피

강종석, 차영호, 

이상균, 조철현
㈜지하정보기술

물리탐사

지구물리

유향·유속검층을 이용한 영광지역 해수

침투대 균열암반의 지하수 유동 특성화
오하연, *황세호

충남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지구물리

Landsat 7 ETM+를 이용한 지열자원 

평가 가능성 연구

이태종, *오일환, 

김광은, *서만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공주대학교

암반역학

발파·지하공간

석회암지대 장대터널의 과다용출수 발생 

및 그 대책

장석부, *서성호, 

*홍의준, *문상

조, *홍종상

㈜유신코퍼레이션, 

*㈜대우건설

암반역학

발파·지하공간

Hoek-Brown 암반에 굴착된 원형터널 

단면의 변형률연화 거동해석을 위한 

수치해석기법 개발

이연규 군산대학교

암반역학

발파·지하공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지중처분 

연구동향 분석
김유정, 신중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암반역학

발파·지하공간

라인드릴링공법의 진동저감효과에 관한 

연구

전병규, 박도현, 

전석원, *나상민, 

**민형동

서울대학교, 

*GS건설, **㈜한화

암반역학

발파·지하공간

자연환기력(NVF)이 제트팬운전효율에 

미치는 영향분석 연구

박홍채, 최판규, 

이창우
동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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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반역학

발파·지하공간

임계변형률과 지보시점 산정을 위한 

터널의 선행변위계측에 관한 연구

정소걸, 류동우, 

*장원일, **양형식, 

***이상필

한국지질자원연구

원, *한국해양대학

교, **전남대학교, 

***GS건설

암반역학

발파·지하공간

터널 붕괴 위험도 지수(KTH-Index) 개념 

및 인공지능기반 산정체계 개발

신휴성, 이성호, 

백용, 배규진

한국건설기술연구

원

암반역학

발파·지하공간

지역 관광 자원 보존을 위한 터널내 

유입수 활용 계획

이근채, *이영동, 

**이재국

대림산업, *지오텍

컨설턴트, **에스코

컨설턴트

암반역학

발파·지하공간

록볼트와 스파이럴 볼트의 지보기능에 

대한 수치해석적 연구

송명규, 추석연, 

*강성승, 

**조영동

단우기술단, 

*순천대학교, 

**무진네오테크

암반역학

발파·지하공간

터널 내공변위 3차원 거동 분석을 통한 

전방 단층대 예측

김광염, 김창용, 

*이정인, 

**이승도

건설기술연구원, 

*서울대학교, 

**삼성물산

암반역학

발파·지하공간

충격파형 제어장비(Pulse shape-

controlled SHPB)를 이용한 암석의 

동적파괴 메커니즘 분석

조상호, 김승곤, 

*양형식, 

**B. Mohanty, 

**K. Kaneko

전북대학교, 

*전남대학교, 

**캐나다 토론토대

학교

암반역학

발파·지하공간
독도 암석의 역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박찬, 천대성, 

정용복, 송원경, 

김복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암반역학

발파·지하공간

록볼트의 완전충전을 위한 가소성 

시멘트 모르타르계 충전재의 개발

장수호, *최명식, 

배규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실크로드시앤티

자원활용

소재개발

Removal of PVC from Mixed 

Plastic Waste by Combination of 

Air Classification and Centrifugal 

Process

Woo Zin Choi, 

Jae Myong 

Yoo, Eun Kyu 

Park

수원대학교

자원활용

소재개발

PMMA 하전물질을 이용한 폐플라스틱 

맥주병 재질분리 연구

전호석, 백상호, 

박철현, 김병곤, 

*한오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조선대학교

자원활용

소재개발

정전선별법에 의해 Cyclone Reject로

부터 고품위 석탄회의 분리
한오형 조선대학교

자원활용

소재개발
WC급 고령토의 CaO 제거 연구

박현혜, *서명덕, 

김윤종, 김상배, 

조성백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배재대학교

자원활용

소재개발
저팽창 기법을 이용한 미립 흑연의 제조 김정윤, 김병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활용

소재개발

염산용액에서의 황동광 침출에 대한 

산화환원전위의 영향

유경근, 이재천, 

정진기, 손정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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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활용

소재개발

마이크로에멀젼법을 이용한 나노 

탄산칼슘 제조 및 특성
문명욱, 조희찬 서울대학교

자원활용

소재개발

석회석 원석의 결정크기에 따른 

생석회와 소석회의 특성 변화

김정아, 안지환, 

유광석, *김 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학교

자원활용

소재개발

필리핀 빅토리아 광산의 동 정광 및 

귀금속 회수 현황

손정수, 김치권, 

채수천, 신선명, 

양동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활용

소재개발

안정화처리에 따른 생활폐기물 소각 

바닥재의 장기안정성에 관한 연구

김화진, 조희찬, 

*안지환

서울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활용

소재개발

연탄재와 geopolymer를 이용한 비소성 

시멘트 제조연구

서명덕, *박현혜, 

*김윤종, 김택남, 

*조성백

배재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활용

소재개발

Preparation of Artificial Soil for the 

Use of Growing Media from None-

metallic Minerals in Domestic

박종력, *김병곤, 

*전호석, 

*이계승, 이재령

강원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활용

소재개발

Liquid-Liquid Extraction of 

Platinum(IV) From Acidic Solutions 

Using Cyanex 

이진영, J. 

Rajesh Kumar, 

김준수, 손정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경제

자원정책

가스하이드레이트 기술개발사업의 

가치평가를 위한 가격확률과정 모형선정 

연구

이규현, 허은녕 서울대학교

자원경제

자원정책
APEC GEMEED 활동분석 김영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경제

자원정책

CKLS 확률과정 모형을 이용한 

원유가격의 동태성 추정
이유아, 허은녕 서울대학교

자원경제

자원정책
국내 휘발유제품 가격 변화에 관한 연구 송승국, 허은녕 서울대학교

자원경제

자원정책

국제 원유 가격이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지효, 허은녕 서울대학교

포스터
역산 및 시뮬레이션에 의한 탄성파 터널

탐사에 관한 연구

서백수, 오석훈, 

손권익, 노명근
강원대학교

포스터
광케이블을 이용한 폐재댐 변형 

모티러링

김유성, *김태혁, 

*권현호, 김중열

소암컨설턴트, 

*광해방지사업단

포스터
3D Interpretation of 2D Profile MT 

Data Observed in Jeju Island

Jihyang Choi, 

*Hee Joon Kim, 

**Myung Jin Nam, 

***Tae Jong Lee,

Nuree Han, 

***Yoonho Song, 

Jung Hee Suh

Seoul National 

University, 

*Pukyong National 

University,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KI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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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전기비저항 모니터링을 통한 터널주변 

지하수 조사

정재형, 배규진, 

*안희윤, *김기석, 

**황창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희송지오텍, 

**창신대학

포스터
배가스 치환기법을 이용한 

가스하이드레이트 생산의 실험적 연구
이동건, *허대기

과학기술연합대학

원대학교, *한국지

질자원연구원

포스터
Slim hole 환형관내 고-액 혼합유체의 

유동 특성에 관한 연구

한상목, 우남섭, 

황영규, 김도행, 

*김영주, *윤치호

성균관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비투멘 및 중질유 회수를 위한 신기술 

동향

유현종, 김은미, 

임종세, *김현태

한국해양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CTD 석유시추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정보요소 특성화

서장원, 최요순, 

박형동, 최종근
서울대학교

포스터

Petroleum Systems and Depositional 

Environments in the Chimney Butte 

Field, Wyoming from the Viewpoint 

of Tight Gas Reservoir

Hye-Ra Son, 

*Hyun-Suk 

Lee, 

*Hyun-Tae Kim

University of Sciece 

and Technology, 

*KIGAM

포스터 갈탄의 고품위화(UBC) 기술 현황
이수정, 배인국, 

신희영, 채수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GIS를 이용한 대규모 노천광산의 운반 

최적화 기술 개발

최요순, 박형동, 

*선우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기계적 처리에 의한 폐 인쇄회로

기판으로부터 유가금속의 분리

김은영, 김민석, 

이재천, 정진기, 

유경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기계적 분리공정에 의한 폐인쇄회로기판

으로부터 금속의 회수

유재민, 정진기, 

김상배, 유경근, 

김민석, 이재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자원개발분야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박용찬, 윤치호, 

김영주, 박종명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국내 지반침하 특성 사례분석 연구
이동길, 조영도, 

정용복, 송원경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Material Recycling Efficiency 연구 김유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심해저 광물자원 채광기술의 특허 동향

분석

이재욱, 주계영, 

김영주, 이동길, 

박용찬, 윤치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침강성 탄산칼슘 제조기술의 특허 동향

분석
이재욱, 김성용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입자제조기술 

특허동향 분석

이재욱, 김광은, 

*이창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세대학교



504  · · The Korean Society of Mineral and Energy Resources Engineers 50th Anniversary

구분 주제 및 분야 제목 저자 소속

2007년 제89회 

추계학술발표회 

(2007.11.15)

포스터
고순도 희유금속소재 제조기술의 특허 

동향분석

한만갑, 최국선, 

이재욱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경쟁력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활성화 방안

정태문, 송태원, 

김승태, 배위섭, 

*박승철

세종대학교,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단

포스터
지속가능한 자원관리(SRM) 정책로드맵 

연구
김유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의 인력양성 

효과 분석 방법론 연구
김진수, 허은녕 서울대학교

포스터
남북한 에너지 자원 개발 및 협력 방안 

연구

김화영, 김지효, 

허은녕
서울대학교

포스터
미래 지질자원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을 

위한 시사점
이옥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의 실물옵션

모형 분석
윤가혜, 허은녕 서울대학교

포스터 지질자원분야의 미래 유망연구영역 제시 이옥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습식 교반밀에 의한 알루미나 분말의 

분쇄 및 분산제의 분산특성

Jeesung Jung, 

Heeyoung Shin, 

Wantae Kim, 

Sucheon Chae, 

Inguk Bae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이동식 비중선별장치를 이용한 

자은도 둔장지역 해안사의 중광물 선별 

및 회수를 위한 연구

Heeyoung Shin, 

Jeesung Jung, 

Wantae Kim, 

Sucheon Chae, 

Inguk Bae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Synthesis of Zeolite 4A from Fly Ash 

Using Microwave

Jae Kwan Kim, 

Young Gil Yoon, 

Hyun Dong Lee, 

Sung Chul Kim

KEPRI

포스터 부유선별을 이용한 연탄재의 정제처리
권성원, 이윤종, 

정문영
세명대학교

포스터
6수화염화암모늄마그네슘

(NH4MgCl3·6H2O) 열분해거동 고찰

엄형춘, *윤호성, 

*박형규, *김철주

과학기술연합대학

원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전해생성된 염소에 의한 폐 인쇄회로

기판으로부터 구리의 침출 공정 연구

김은영, *김민석, 

*이재천, *정진기, 

*유경근

과학기술연합대학

원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탄산세륨으로부터 나노 세리아 제조공정 

고찰

김성돈, 윤호성, 

김철주, 김준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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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제89회 

추계학술발표회 

(2007.11.15)

포스터
세라믹구조체에 의한 서방기능의 발현과 

평가

김병곤, 이계승, 

박종력, 전호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일본의 Ash-free Coal(HyperCoal) 제조 

공정 및 기술 현황
김정윤, 신희영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소디움실리케이트로부터 실리카 솔 

형성에 관한 반응속도론적 고찰

김철주, 윤호성, 

김성돈, 장희동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액상환원법에 의한 백금 나노분말 제조

공정 고찰

윤호성, 김철주, 

김성돈, 손정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원심테르밋반응에 의한 세라믹 층의 

물리적 특성

이재령, 

*Le M. Tung, 

*안종관, *정헌생

강원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기계적 처리에 의한 폐 인쇄회로기판

으로부터 유가금속의 분리

김은영, *김민석, 

*이재천, *정진기, 

*유경근

과학기술연합대학

원대학교, *한국지

질자원연구원

포스터
국내산 천연규석을 이용한 초미분체 및 

복합체 제조

김영훈, 강동준, 

윤미희, 공봉성
광업진흥공사

포스터
희토류 원소를 이용한 고휘도 형광체 

입자의 제조

강동준, 김영훈, 

김선수, 공봉성
광업진흥공사

포스터
국내 무연탄을 이용한 합금철용 

코크스의 제조를 위한 기초 연구
송영준, 신강호 강원대학교

포스터
국산무연탄과 페놀수지로부터 제조된 

합금철용 코크스의 기공율과 전기저항율
송영준, 신강호 강원대학교

포스터
국내무연탄으로 제조된 합금철용 

코크스의 강도 특성
송영준, 신강호 강원대학교

포스터
Mg2+ 이온과 유기 첨가제에 의한 

아라고나이트 합성 특성

박운경, 조계홍, 

안지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고압 충돌에 의한 할로이사이트 입자 

크기 감소

서용재, 길대섭, 

정강섭, 이수정, 

장영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해수를 이용한 금은광산 폐광미로부터 

유가금속 회수

남광수, *정병희, **

안정웅, **오준성, 

**김명준

광해방지사업단, 

*산업자원부, 

**전남대학교

포스터
리튬이온전지 각형으로부터 물리적 처리 

및 활용화 방법

강진구, *신선명, 

*손정수, 

*양동효

과학기술연합대학

원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Mechanical Separation of Base 

Metals and Precious Metals from 

Mobile Phone PCBs

Long Le Hoang, 

Kyongkeun Yoo, 

Jinki Jeong, 

Jae-Chun Lee

한국지질자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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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제89회 

추계학술발표회 

(2007.11.15)

포스터 국내 석회석의 황철석 제거특성 연구
김윤종, 김상배, 

조성백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몰리브데늄광 산화배소산물의 구리 침출 

특성

이진영, 전호석, 

김병수, 손정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한덕철광 저품위 철광석 활용을 위한 

미립자 습식자력선별 기술개발

전호석, 이영효, 

이진영, 김병수, 

김정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LAS계 비금속광물을 기반으로 한 내열

세라믹의 열충격 저항 특성에 관한 연구

김병곤, *박종력, 

이계승, 전호석, 

*이재령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강원대학교

포스터
황산용액에 의한 철광석으로부터 

고순도 철 회수

길대섭, 서용재, 

정강섭, 장희동, 

*오태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공주대학교

포스터

Ion Exchange of Copper from 

Chloride Effluent of Electronic 

Industry Using Amberlite IR-120(Na)

Nguyen Van 

Nghiem, Manis 

Kumar Jha, 

Jae-chun Lee, 

*Taek Sung 

Hwang

KIGAM,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포스터

Solution Redox Potential-

Dependence of Chalcopyrite 

Leaching in Chloride Solutions

Kyoungkeun 

Yoo, Jae-chun 

Lee, Jinki 

Jeong, Jung-

soo Sohn

KIGAM

포스터

Purification of Nickel Sulphate 

Solution Following Diffusion Dialysis 

and Solvent Extraction Processes

Manis Kumar 

Jha, Jae-chun 

Lee, Jinki 

Jeong, Min 

seuk Kim

KIGAM

포스터
SAPS 기질물질 및 산화조 침전물의 

지화학적 물리적 특성 평가

정영욱, 이현석, 

*허원, 지상우, 

임길재, **심연

식, *양재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강원대학교, 

**광해방지사업단

포스터
사격장 중금속 오염토양의 물리화학적 

성상분석 및 침출거동 연구

유경근, 정진기, 

이재천, 박성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제주도 화산회기원 자연토양 및 경작지

토양의 중금속 거동특성

안주성, 전철민, 

김구영, 박기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하천 유량측정기술에 관한 특허동향분석 조인경, *허은녕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개발사업단,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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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5)

포스터
Hydrated lime을 이용한 중금속 오염 

폐광미의 고형화 연구

이현철, 민경원, 

*조원재, *한동렬

강원대학교, 

*㈜시엠씨

포스터
위성영상에서의 지질선구조추출을 통한 

지하공동부지 특성화
현창욱, 박형동 서울대학교

포스터
광산배수 처리를 위한 자연정화시설 

현황 및 정화효율 평가

백승한, 김탁현, 

안연진, 김성수, 

김규원, 김윤상, 

노영민

광해방지사업단

포스터
우리나라 연안에서의 해양 퇴적물 내 

중금속분포

최기영, *김석현, 

전효택

서울대학교, 

*한국해양연구원

포스터
Reduction of Cr(VI) in Anaerobic 

Soil Microcosms 

Sung-Eun 

Lee, Allan 

Konopka, 

*Hyo-Taek 

Chon

Purdue University 

(USA), *Seoul 

National 

University

포스터
광해실태관리 업무지원을 위한 지리정보

시스템 개발 연구

김정아, 윤석호, 

권현호, *김원균, 

*최종국

광해방지사업단, 

*㈜웨이버스

포스터

Efficiency of Soil Dressing/

Cover Remedial Technology on 

Retardation of Cd Translocation into 

Rice

오세진, 양재의, 

옥용식, *조원재, 

**이진수, 

**권현호

강원대학교, 

*㈜씨엠시, 

**광해방지사업단

포스터
첨단 계측장비를 활용한 사면 계측에 

관한 연구동향

백용, 권오일, 

한상수, *김기수

건설기술연구원, 

*홍익대학교

포스터
정준상관분석을 이용한 절토사면 

점검결과 항목 수량화

권오일, 백용, 

*나종화, 한상수

건설기술연구원, 

*충북대학교

포스터
미국 Rattler광산 광물찌꺼기 적치장의 

물리적/화학적 부지평가

박제현, 지원현, 

*Tomas R. 

Wildeman

광해방지사업단, 

*Colorado School 

of Mines

포스터
Scale과 철산화박테리아에 대한 지구화

학적 특징
조상섭, 박천영 조선대학교

포스터
문백·거풍광산 오염토양의 지화학적 

특성 평가

박성원, 채기탁, 

김철운, *박준홍, 

송두섭, **권현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세대학교, 

**광해방지사업단

포스터
터널굴착 시 역해석에 의한 터널 안정성 

검토

이승도, 이현구, 

*박상찬

삼성건설, 

*㈜하경엔지니어링

지하수/지열과 산

업응용 물리탐

사 특별 심포지엄 

(2007.11.16)

제주도 지하수의 수문지질학적 특성 고기원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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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지열과 산

업응용 물리탐

사 특별 심포지엄 

(2007.11.16)

지하수 오염 예방을 위한 오염취약성 

평가와 지하수 관리 최적화

임정원, 박동규, 

배광옥, 이강근
서울대학교

추적자를 활용한 비포화대에서의 지하수 

함향 및 하천수의 수문성분 평가

이광식, 박영윤, 

봉연식, *김용제, 

신우진

한국기초과학지원

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탐사식 조사기법을 이용한 토양·지하수 

오염확산평가

고경석, 김창렬, 

고동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열에너지자원의 경쟁력 송윤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강변여과수 열에너지 이용 냉난방 

실증 사례

김형수, 정우성, 

안영섭, 황기섭
한국수자원공사

유출지하수열원 지열히트펌프의 냉난방

성능

박근우, 남현규, 

강병찬
삼양에코에너지㈜

심부 지열자원 탐사 사례
이태종, 이성곤, 

송윤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표면파 전파특성을 이용한 평판형 

콘크리트 구조물의 비파괴 건전도 평가
조성호 중앙대학교

광물자원 -금은, 벤토나이트, 유연탄- 

물리탐사 적용 사례

유영준, 서창원, 

강성용, 유인걸
대한광업진흥공사

물리탐사 적용에 대한 실무자의 제안 사카구치 가쓰미
㈜아시아지오

컨설턴트

지반, 지하수환경 분야에 대한 국내 물리

검층기술의 현재와 미래
황세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08 광해방

지심포지엄 

(2008.10.15)

초청연사
Coal Mining and Need of Reclamation 

Technologies in Ha Long Bay Area 
Vu Nam Phong

베트남 환경모니터

링분석센터

초청연사 광해방지정책 염동관 지식경제부

초청연사 광해방지기술개발 전략과 공단의 역할 권현호 한국광해관리공단

수질·토양

재활용

Preliminary Assessment of the 

Physical and Chemical Hydrology at 

the Young Dong Mine Site 

Thomas 

Wildeman, 

James Ranville, 

*Yon Sik Shim, 

*Min Jang, 

*Won Hyun Ji, 

*Hyun Sung 

Park, 

*Hyun Ju Lee

Colorado School 

of Mines, 

*MIRECO

수질·토양

재활용

광산배수 내 미세입자 제거를 위한 

응결·응집

장   민, 이현주, 

심연식
한국광해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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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광해방

지심포지엄 

(2008.10.15)

수질·토양

재활용

광산 채굴적 특성 평가를 이용한 

광산배수 오염 
임길재, 정영욱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수질·토양

재활용
우리나라 광물찌꺼기 처리방안 김선준 한양대학교

수질·토양

재활용

광물찌꺼기 고형화 처리를 위한 포졸란

공법의 현장적용성 평가 

이진수, 박제현, 

박주현
한국광해관리공단

수질·토양

재활용

광물찌꺼기적치장 차폐공법 현장 

성능평가 연구 

김중열, 김유성, 

*박제현, 

*박주현, *이진수

(주)소암컨설턴트, 

*한국광해관리공단 

수질·토양

재활용

중금속오염토양 처리에 있어 안정화제의 

효율평가 

이상환, 고주인, 

이진수
한국광해관리공단

수질·토양

재활용

휴폐광산 주변 광물찌꺼기와 토양의 

수은 오염 특성 평가 

정명채, *김환기, 

**이평구

세종대학교, 

*㈜소암컨설턴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수질·토양

재활용
몰리브덴광산 광미의 순환자원화

정문영, 최연왕, 

*공봉성

세명대학교, 

*대한광업진흥공사

지반침하

산림복구·GIS

광섬유센서를 이용한 광산지역 지반침하

계측기법 연구 

김태혁, 장항석, 

권현호, 김유성, 

김중열

한국광해관리공단, 

소암컨설턴트

지반침하

산림복구·GIS

폐광산 지역 석회암 공동으로 인한 지반

침하 예측

송원경, 최범영, 

박철환, 박삼규, 

황세호, *허 승, 

**정영국, **김정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오제니, 

**한국광해관리공단

지반침하

산림복구·GIS

급경사 채굴적 충진을 위한 그라우팅 

장치 및 급결재 개발연구 

신동춘, *김수로, 

*김태혁, 

*권현호

벽산엔지니어링주

식회사, *한국광해

관리공단

지반침하

산림복구·GIS

지반상태 분석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지구통계학적 복합 해석 기법 적용 
오석훈 강원대학교

지반침하

산림복구·GIS
광해방지사업을 위한 GIS 적용 

고와라, 윤석호, 

김규원
한국광해관리공단

지반침하

산림복구·GIS
광산재해 지역을 위한 GIS 모델링 박형동, 최요순 서울대학교

지반침하

산림복구·GIS
폐광지역 생태적 복구방안 정용호 국립산림과학원

지반침하

산림복구·GIS

광산지역 사면보호를 위한 섬유 방틀공 

개발 

정문호, 권현호, 

김태혁
한국광해관리공단

지반침하

산림복구·GIS

폐광지역 산림복원을 위한 복토재 및 

수종 개발 

김동욱, 우성민, 

임재홍, 김태령

화이젠(주)연구소, 

태림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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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화학

응용지질

강원도지역 석탄광산배수의 

분자생물학적 하천영향평가

한지선, 김미숙, 

서장원, 김창균
인하대학교

지구화학

응용지질

소석회를 이용한 금속광산 폐광미의 

고형화처리 연구 

이현철, 민경원, 

김태풍, *조원재

강원대학교, 

*㈜시엠씨

지구화학

응용지질

생계면활성제를 이용한 중금속 

오염토양의 세척기술에 관한 연구

박은규, 최우진, 

김동호, 이호익, 

한상국

수원대학교

지구화학

응용지질

토착미생물 활성화에 의한 토양내 

중금속의 거동에 관한 현장연구

고명수, 이종운, 

*박현성, *이진수, 

**전효택, 

***방기문, 

***김병규, 

***신중수

전남대학교, 

*한국광해관리공단, 

**서울대학교, 

***대우엔지니어링

지구화학

응용지질

Indium: Its Resource Evaluation and 

Mineralization In Polymetallic Vein-

Type Deposits

Masaaki 

Shimizu

Toyama 

University 

(Japan)

지구화학

응용지질

산업지역 오염토양 내 중금속의 

미생물학적 고정화연구

장해영, *고명수, 

**이성은, 전효택, 

*이종운

서울대학교, 

*전남대학교, 

**Purdue 

University

지구화학

응용지질

컬럼 실험을 통한 토양 내 중금속의 

미생물학적 황화물 침전

장해영, 전효택, 

*이종운, 

**Manfred 

Sager

서울대학교, 

*전남대학교, 

**Austrian Agency 

for Health and 

Food Safety

지구화학

응용지질

거풍광산 광산폐기물 적치장에서 

수리특성 계측

정영욱, 임길재, 

*민대식, 지상우, 

안주성, 최용석, 

*백환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강원대학교

지구화학

응용지질

통계적 분석 기법을 이용한 고속도로 

절토사면의 붕괴 위험도 평가 및 예측

서장원, 최요순, 

노태달, 박형동
서울대학교

지구화학

응용지질
연화광산 통기갱 갱내수 처리방안 연구

이상훈, 김선준, 

오선혜, 이종훈, 

*권현호, *심연

식, *지원현

한양대학교, 

*한국광해관리공단

지구화학

응용지질

한국 연안 퇴적물의 중금속 농도 분포 및 

오염 영향 평가

최기영, *김석현, 

전효택

서울대학교, 

*한국해양연구원

지구화학

응용지질

SAPS 반응조 운전에 따른 광산배수

 수질변화

임길재, 정영욱, 

*민대식, 최용석, 

**심연식, 

**박현성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강원대학교, 

**한국광해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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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천연가스 

지하수
다중 저류층의 층별 생산성 규명 연구

김기홍, *권순일, 

최진희, 황상훈, 

이영수, 성원모

한양대학교, *동아

대학교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사각균열 형태의 3D 개별균열망 

생성모델 개발 및 활용

서준우, 이태훈, 

권순일, *이영수, 

*김기홍, *성원

모

동아대학교, *한양

대학교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BSR을 이용한 하이드레이트 퇴적층 

분석연구 

왕지훈, 김유나, 

이태훈, 성원모, 

*임종세

한양대학교, *한국

해양대학교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CTD 적용을 위한 방향성 시추모델링

임정택, 기세일, 

정승필, 주성규, 

정훈영, 이민우, 

류정현, *이흥연, 

*이원규, 최종근

서울대학교, *한국

석유공사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방향성 시추를 위한 코일튜브(Coiled 

Tubing) 시추시스템의 특징과 적용사례

김창수, *김현태, 

*이대성

과학기술연합대학

원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Coiled tubing을 이용한 시추작업에서의 

버클링을 고려한 시추궤도 최적화

이민우, 임정택, 

정훈영, *이흥연, 

*이원규, 최종근

서울대학교, 

*한국석유공사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석유 회수증진기법 

선정 연구 
이종용, *임종세

한국석유공사, 

*한국해양대학교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지능형 기법을 이용한 유정자료 

해석 연구

유현종, 이선아, 

임종세, *김세준

한국해양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원심분리기를 이용한 미고결 퇴적물의 

capillary pressure 와 wettability 측정 

연구

고현진, 배위섭, 

송태원, 정태문, 

*이원규

세종대학교, 

*한국석유공사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폴리머 공법의 설계 인자들이 오일 

회수에 미치는 영향
이근상 경기대학교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치밀가스전 수압파쇄 설계기술 연구 이원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수평정 생산효율 분석을 위한 현장 

시뮬레이션 연구

이원석, 김세준, 

*Usman Pasarai

한국지질자원연구원, 

*LEMIGAS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병렬처리 GA에 기반한 저류층 특성 

역산 기법 연구 

권순일, *성원모, 

**이원석, 

**허대기

동아대학교, 

*한양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미얀마 북서부 해상 심해 터비다이트 

저류암에서의 지질 모델링 수행 연구

김동일, 양수영, 

이흥범
대우인터내셔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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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천연가스 

지하수

미얀마 북서부 해상 심해 가스 

저류층에서의 생산거동 예측을 위한 

유정시험자료의 히스토리 매칭 연구

최해원, 양수영, 

이흥범, 박재현
대우인터내셔널

자원개발
MinEst 3D: 지구통계기법을 활용한 

광체 평가 및 모델링 프로그램 개발
김성중, 박형동 서울대학교

자원개발
터널 선행변위를 활용한 한계변형률 개

념에 관한 연구

박창섭, 박시현, 

권영종, 이태종
시설안전공단

자원개발

Phase Equilibria and Cage 

Occupation of Binary Hydrates 

: Its Application to Gas Hydrate 

Refrigeration System

임준혁, 이윤제, 

한규원, 윤지호
한국해양대학교

자원개발
열적 변화에 의한 하이드레이트 부존 

퇴적토의 불안정화 - 수치해석적 접근 

권태혁, 조계춘, 

*박근필

KAIST,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활용

소재개발

원심밀의 분쇄율 특성 분석을 위한 

Discrete Element Method의 적용 
이훈, 조희찬 서울대학교

자원활용

소재개발

Mirco-Bubble Column에 의한 

Molybdenite의 부선에 관한 연구

강현호, 한오형, 

*전호석

조선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활용

소재개발

저품위 철광석 확보를 위한 자력선별 

기술개발

전호석, 이영효, 

박철현, 김병곤, 

조성백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활용

소재개발

몰리브덴광산 광미를 이용한 비소성 

에코벽돌 개발 

박홍규, 유승우, 

김주익, 송보건, 

정문영

세명대학교

자원활용

소재개발

Al 분말을 첨가한 경량기포콘크리트의 

특성에 관한 연구

이명규, 공경록, 

강헌찬
동아대학교

자원활용

소재개발

용융 슬래그 부산물을 이용한 

메조포러스 실리카 합성에 관한 연구
정종훈, 박재구 한양대학교

자원활용

소재개발

저등급 석탄의 전처리 개질 방안 및 

특허동향

신희영, 이수정, 

배인국, 정지성, 

채수천, 김정윤, 

권성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활용

소재개발

Synthesis of Nanosized Ce3+, 

Eu3+ -Codoped YAG Phosphor 

in Continuous Supercritical Water 

System

이재욱, 이진영, 

김준수, *이창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세대학교

자원활용

소재개발

Biomineralization을 이용한 CO2 감소

기술개발

신의섭, 이수정, 

김완태, 전호석, 

조성백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활용

소재개발

폐시멘트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격리에 

관한 가능성 평가

문명욱, 오달영, 

조희찬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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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탐사

지구물리

탄성파 반사자료에서 간섭파를 이용한 

역대합 

장성형, 김영완, 

서상용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지구물리

이방성 매질에서의 탄성파 모델링 경계

조건 

이호용, 민동주, 

권병두, *유해수

서울대학교, 

*한국해양연구원

물리탐사

지구물리

탄성파 주파수영역 모델링을 위한 

개선된 스펀지경계조건에 관한 연구

설순지, 주용환, 

변중무
한양대학교

물리탐사

지구물리
북한 물리검층 기술의 현황 황세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지구물리

정선 석회석광상 전기탐사 역산단면에서 

얇은 고비저항 수평층의 함정 반응 

모델링연구

정현기, *민동주, 

*곽나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학교

물리탐사

지구물리

전도성 표토 전기탐사현장의 배열특성 

사례 

정현기, 이효선, 

성낙훈, 이명종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암반역학

발파·지하공간

GIS를 이용한 대규모 석탄 노천광산의 

연약사면 붕괴위험도 분석

최요순, 박형동, 

*선우춘, *정용복

서울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암반역학

발파·지하공간

국내 광산지역의 채광발파로 인한 지반

진동 발생특성

류창하, 최병희, 

조영도, *정주환, 

**권현호, **김태혁, 

**최광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전남대학교, 

**한국광해관리공단

암반역학

발파·지하공간

급경사 채굴적 충진용 그라우트 재료의 

특성 연구 
이병윤, 전석원 서울대학교

암반역학

발파·지하공간

모형실험에 의한 지반침하 파라미터 

해석 
안영균, 김종우 청주대학교

암반역학

발파·지하공간

실내모형실험을 통한 터널 라이닝의 

유도응력 측정 기법 개발

김승임, 지현우, 

최성웅
강원대학교

암반역학

발파·지하공간

암반 부피팽창률 분석을 위한 실내실험

과 수치해석에 관한 연구

이희중, *정용복, 

최성웅

강원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암반역학

발파·지하공간

중규모터널 방재팬 최적 가동시간 결정

연구 

김두영, 김상현, 

최판규, 이창우
동아대학교

자원경제

자원정책

조건부가치평가법을 이용한 대북 

신재생에너지 지원시 지불의사금액 

추정을 위한 조사연구

이슬기, 김화영 서울대학교

자원경제

자원정책

ANP 기법을 적용한 가스하이드레이트 

사업의 기술가치평가
송승국 서울대학교

자원경제

자원정책

전남지역 납석광산 개발 및 이용 활성화 

방안
고영균 지식경제부

북한자원개발

특별세션
북한광물자원개발 이정기 대한광업진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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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자원개발

특별세션
북한석유자원 정우진 에너지경제연구원

포스터: 지구화학

응용지질·자원환경

석탄폐석으로부터 산성광산배수의 

발생 특성 
송영준, 신강호 강원대학교

포스터: 지구화학

응용지질·자원환경

석회석 및 제강슬래그를 이용한 폐광산 

주변 오염토양 안정화 공법의 현장 

적용성 평가

박창원, 주영진, 

남광수, 문광래, 

백승한

한국광해관리공단

포스터: 지구화학

응용지질·자원환경

광산폐기물 적치장 침출수 및 지하수의 

시기별 수질 변화경향

안주성, 정영욱, 

임길재, *민대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강원대학교

포스터: 지구화학

응용지질·자원환경

서울시내 수산시장에서 판매되는 

미꾸라지의 생체원소 함량특성

김현종, 전효택, 

*Manfred Sager

서울대학교, 

*Austrian Agency 

for Health and 

Food Safety

포스터: 지구화학

응용지질·자원환경

산화조의 형상과 유속에 따른 

광산배수의 체류시간 전산해석

이동길, 임길재, 

정영욱, *심연식, 

*박현성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포스터: 지구화학

응용지질·자원환경

체류시간에 따른 광산배수의 물성변화 

연구

이동길, 임길재, 

정영욱, *심연식, 

*박현성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포스터: 지구화학

응용지질·자원환경
포기 강도에 따른 2가철 함량 변화 

정영욱, 임길재, 

*민대식, 

**정진웅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강원대학교, 

**충남대학교

포스터: 지구화학

응용지질·자원환경

한보탄광 폐석적치장에 대한 수리 및 

지구화학적 특성 평가

정영욱, 강상수, 

임길재, *민대식, 

이동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강원대학교

포스터: 지구화학

응용지질·자원환경

광미 입도분포에 따른 복토시스템 내 

수치해석

민대식, *정영욱, 

*임길재, 백환조

강원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지구화학

응용지질·자원환경

온실가스 지중주입 및 물성변화에 대한 

수치시뮬레이션 방법 연구

허덕기, 김영석, 

*조성준

공주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지구화학

응용지질·자원환경

지하수에 서식하는 

호기성철산화박테리아에 대한 지구화학

조상섭, 홍영의, 

김계민, 박천영
조선대학교

포스터: 지구화학

응용지질·자원환경

위성영상을 이용한 지질선구조 자동 

추출기 개발 
현창욱, 박형동 서울대학교

포스터: 물리탐사

지구물리

오차토모그램을 이용한 터널탐사자료의 

해석 

서백수, 오석훈, 

김훈, 노명근, 

한성미

강원대학교

포스터: 물리탐사

지구물리

AVO 교차출력과 진폭 다항식을 이용한 

AVO이상 특성 연구

김원기, *김원식, 

*구남형, *이호영, 

*유동근, 김지수

충북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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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물리탐사

지구물리

천열수 금광상 전기탐사 적용성 연구를 

위한 전산모델링

민동주, *박삼규, 

*정현기, 곽나은, 

*이효선

서울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물리탐사

지구물리

주파수영역 물리탐사 현장 정밀계측 

응용을 위한 락인앰프 제작시험

이효선, 정현기, 

김정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물리탐사

지구물리

USN기반 물리탐사 계측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적 야외시험

조성호, 정현기, 

성낙훈, 이명종, 

이성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물리탐사

지구물리
무방향성 핵자력 탐사기 센서 고안 

정현기, 임형래, 

손정술, 임무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자원개발
공기연령을 이용한 막장에서의 환기특성 

해석 

이동길, 김영주, 

조영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자원개발 우즈베키스탄의 광물자원 개발 현황 
이동길, 강중석, 

강상수, 김복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자원활용

소재개발

매립지가스의 처리와 에너지로의 활용을 

위한 가스고체화 기술의 포집 조성에 대

한 기초연구

이윤제, 임준혁, 

한규원, 윤지호
한국해양대학교

포스터: 자원활용

소재개발
석회석을 이용한 인공골용 허니콤 제조

서명덕, 이수정, 

*김일용, 

*C. Ohtsuki, 

전호석, 조성백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일본 나고야대학

포스터: 자원활용

소재개발

토양개량을 위한 제올라이트 

혼합소성점토의 제조 

김병곤, 이계승, 

박종력, 전호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자원활용

소재개발

Fe 이온교환된 제올라이트를 이용한 

황화수소 흡착 거동

이성기, *배인국, 

*장영남, *채수천, 

*류경원, **김종규

과학기술연합대학

원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일그린텍

포스터: 자원활용

소재개발

Fe 이온교환된 제올라이트를 이용한 

암모니아 흡착 거동

이성기, *배인국, 

*장영남, *채수천, 

*류경원, **김종규

과학기술연합대학

원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일그린텍

포스터: 자원활용

소재개발

H.S.G를 이용한 granulation 공정에서 

출발물질의 특성이 granule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

박종력, 김병곤, 

전호석, 이계승, 

*이재령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강원대학교

포스터: 자원활용

소재개발

연탄재 부유선별에서 고정탄소의 산화가 

포수제 투여량에 미치는 영향

유승우, 박홍규, 

김주익, 송보건, 

정문영

세명대학교

포스터: 자원활용

소재개발

경기도 강화군 주문도 옹구지 해빈사로

부터 일메나이트 회수

채수천, 신희영, 

김완태, 배인국, 

장영남, 이수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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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제91회 

추계학술발표회 

(2008.10.16)

포스터: 자원활용

소재개발

수열법에 의해 합성된 헥토라이트의 

물리화학적 특성 연구

채수천, 장영남, 

배인국, 류경원, 

장희동, 채영배, 

이성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자원활용

소재개발

브라운관 연마슬럿지를 이용한 초미립 

시멘트 제조

신의섭, 이수정, 

전호석, *김윤종, 

*박현혜, 조성백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동진산업

포스터: 자원활용

소재개발

부유선별에 의한 고품위 몰리브덴광 

선별기술 개발

박철현, 전호석, 

이영효, *한오형

한국지질자원연구

원, *조선대학교

포스터: 자원활용

소재개발

솔-젤 법에 의한 γ-알루미나 제조 및 

특성 고찰 

김철주, 윤호성, 

김성돈, 박형규, 

손정수

한국지질자원연구

원

포스터: 자원활용

소재개발

Synthesis of Na-P and Na-X 

Zeolites from Clinoptilolite and Their 

Adsorption Properties for Heavy 

Metals

Huynh Thanh 

Tuan, 

*Young-Nam 

Jang, 

*Soo-Chun 

Chae, 

*In-Kook Bae, 

*Young-Bae 

Chae, 

Dong-Soo Suhr, 

*Gyoung-Won 

Ryu, 

*Sung-Ki Le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KIGAM

포스터: 자원활용

소재개발

중광물 중 유용광물의 효율적 분리를 

위한 부선고찰

신희영, 채수천, 

김완태, 권성원, 

이수정, 배인국, 

*R. Singh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인도 NML

포스터: 자원활용

소재개발
필리핀 만카얀 금은광의 비중선별 특성

김형석, 채수천, 

김정윤, 손정수, 

김상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자원활용

소재개발

전기로 제강 슬래그의 물성 및 자력선별 

특성

김형석, 안지환, 

*이봉한, *한기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세와비전

포스터: 자원활용

소재개발

Study on Filling of Ground Calcium 

Carbonate and Precipitated Calcium 

Carbonate into Recovered Pulp and 

Effect of Paper Properties

류미영, *안지환, 

김   환

서울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자원활용

소재개발

생활폐기물 소각바닥재와 비산재의 탄산

화 반응에 따른 중금속 고용화 특성 비교

엄남일, 한기천, 

유광석, 안지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자원활용

소재개발

Effect of Chloride in Environmentally 

Friendly Materials Made from 

Inorganic Solid Waste 

임미희, 안지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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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제91회 

추계학술발표회 

(2008.10.16)

포스터: 자원활용

소재개발

생활폐기물 소각 바닥재의 탄산화시 

상변화 및 Pb, Cu, Cr의 용출 거동

한기천, 엄남일, 

*조희찬, 안지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학교

포스터: 암반역학

발파·지하공간

독도 지반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자료해석

정용복, 송원경, 

김복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암반역학

발파·지하공간

대규모 노천석탄광산 사면계측 및 

파괴예측 연구

정용복, 선우춘, 

*이종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PT.KIEDCO

포스터: 암반역학

발파·지하공간

화상처리를 이용한 암반사면의 이상대 

검출

정미희, 조상호, 

*카네꼬 카츠히꼬

전북대학교, 

*일본 북해도대학

포스터: 암반역학

발파·지하공간

Microfocus X - ray 단층촬영기법을 

이용한 암질시료 내 동적 손상의 3차원 

가시화

Sang-Ho 

Cho, Suel-Ki 

Cho, *Dae-

Sung Choen, 

*Jung-

Ho Synn, 

**Kaneko 

Katsuhiko

Chonbuk National 

University, 

*KIGAM, 

**Hokkaido 

University 

(Japan)

포스터: 암반역학

발파·지하공간

취성파괴모델링을 위한 국내 대표 암종

의 손상파라미터 산정연구

천대성, 정용복, 

박찬, 신중호, 

*박현익, *박연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수원대학교

포스터: 석유

천연가스·지하수

Review of Enhanced Oil Recovery & 

Suggestions for Fractured Basement 

Reservoir

Nguyen Thi 

Bich Ngoc, 

Dang Thanh 

Quy oung, 

정태문, 배위섭, 

송태원, *이원규

세종대학교, 

*한국석유공사

포스터: 석유

천연가스·지하수

대염수층의 CO2 주입에 의한 

트랩메카니즘 분석 연구

이영수, *박용찬, 

서준우, 성원모

한양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석유

천연가스·지하수
Wax Problem and its Treatment 

Dang Thanh 

Quy Coung, 

Nguyen Thi 

Bich Ngoc, 

정태문, 배위섭, 

송태원, *이원규

세종대학교, 

*한국석유공사

포스터: 석유

천연가스·지하수
가스전 평가를 위한 생산성 분석 기술

Dang Thanh 

Quy Coung, 

Nguyen Thi 

Bich Ngoc, 

정태문, 배위섭, 

송태원, *이원규

세종대학교, 

*한국석유공사

포스터: 석유

천연가스·지하수

난근접지역 적용 및 최적생산을 위한 

방향성 시추기술

정지훈, 임종세, 

*김현태

한국해양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518  · · The Korean Society of Mineral and Energy Resources Engineers 50th Anniversary

구분 주제 및 분야 제목 저자 소속

2008년 제91회 

추계학술발표회 

(2008.10.16)

포스터: 석유

천연가스·지하수

Pilot Design & Economic Analysis of 

Surface Facility in SAGD Process 

강경석, 한혜정, 

*배위섭

㈜시온텍, *세종대

학교

포스터: 석유

천연가스·지하수

Water Treatment Options for SAGD 

Oil-Fields 

최재환, 김유진, 

*허진, *김보미, 

*배위섭

공주대학교, 

*세종대학교

포스터: 석유

천연가스·지하수

Steam Generation for Oil-sands 

Recovery 

Kwan-Woong 

Gwak
Sejong University

포스터: 석유

천연가스·지하수

효율적인 Oil treater 개발을 위한 

화학적 에멀젼 분리기술 연구

한삼덕, 노순영, 

최재호, 박근익, 

*배위섭, 이영우

충남대학교, 

*세종대학교

2009년 제92회 

춘계학술발표회 

(2009. 5. 6)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중질유 저류층에 대한 수공법과 

증기공법의 수행 비교 
이근상 경기대학교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CCS의 CDM 사업화 논의내용 및 전망 

박용찬, 허대기, 

김성용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코일튜빙을 이용한 시추작업에서의 

분포하중 변화 연구 

김창수*, 김현태, 

이대성

과학기술연합대학

원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유한요소를 이용한 축하중 계산 및 

버클링 현상 분석 

여명준, 주성규, 

이민우, 박완문, 

이경북, 박형동, 

이흥연*, 

이원규*, 최종근

서울대학교, 

*한국석유공사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SAGD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생산 증진을 위한 고려 사항 

이강용, 임정택, 

정훈영, 진정우, 

이경재, 설창현*, 

박명호*, 최종근

서울대학교, 

*한국석유공사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탄산염암 중질유전의 열주입 변수민감도 

분석 
이원석, 성원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양대학교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입자결합모델을 이용한 하이드레이트 

함유 지층의 공벽안정성 분석 

류정현, 이경재, 

박장준*, 최종근

서울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지중저장 CO2의 누출성 분석 

시뮬레이션 연구 

김기홍, 이영수, 

김상진, 박용찬*, 

성원모

한양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2D 탄성파자료와 FMI 공검층자료를 

이용한 3D 개별균열망 생성 연구 

박정균, 서준우, 

이태훈, 김기홍, 

이영수, 성원모

한양대학교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탄산염암의 불균질 공극특성을 고려한 

모세관압 모델 개발 

황상훈, 이원석*, 

서준우, 김기홍, 

김상진, 성원모

한양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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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제92회 

춘계학술발표회 

(2009. 5. 6)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Preliminary Study on Lab-

scale Experiments for Polymer 

Conformance Control and Surface 

Adsorption 

Nguyen Thi 

BIch Ngoc, 

Dang Thanh 

Quy Cuong, 

Bae Wisup, 

Chung 

Taemoon, Tu 

Nguyen Tho, 

Nguyen Xuan 

Huy, Kim 

Kyungjin

Sejong University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앙상블칼만필터와 분리균열모델을 

이용한 균열저류층의 히스토리매칭 
정승필, 최종근* 

한국석유공사, 

*서울대학교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균열 저류층 유동 시뮬레이터의 

행렬연산 최적화 연구 

권순일, 장영호*, 

서준우*, 이태훈*, 

이영수*, 성원모* 

동아대학교, 

*한양대학교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가스전 회수증진기술 분석 및 적용사례 

연구 

이선아, 임종세, 

이정환*, 신창훈*, 

안승희* 

한국해양대학교, 

*한국가스공사 연구

개발원

자원활용

소재개발

SPH를 이용한 유체 흐름 모사 및 DEM

과의 결합 모델을 이용한 고체

-액체 시스템의 모델링

권지회, 조희찬 서울대학교

자원활용

소재개발

저등급 석탄의 용매추출반응 특성 

규명에 관한 연구 

김기홍, 조희찬, 

이시훈*

서울대학교, 

*한국에너지기술연

구원

자원활용

소재개발

금 정광 제련 : preg-robbing과 친환경 

습식침출 

손정수, 김치권, 

박진태, 양동효, 

김수경, 고상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활용

소재개발
저등급 몽골 석탄의 물성에 관하여 

신희영, 배인국, 

이수정, 박석환, 

권성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활용

소재개발

Amberlite XAD7HP resin을 이용한 

폐세척액으로부터 금(III)의 흡착 

Nghiem Van 

Nguyen, 유경

근, 김수경, 정진

기, 이재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활용

소재개발

염산용액에서 전해생성 산화제를 이용한 

폐인쇄회로기판 내 구리의 침출 

김은영, 김민석, 

이재천, 정진기, 

유경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활용

소재개발
연탄재 슬러리의 특성연구 

유승우, 박홍규, 

김주익, 송보건, 

정문영

세명대학교

자원활용

소재개발

폐전지 재활용공정 폐수처리에서의 

미생물에 대한 금속이온 영향 

유경근, 신선명, 

양동효, 손정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520  · · The Korean Society of Mineral and Energy Resources Engineers 50th Anniversary

구분 주제 및 분야 제목 저자 소속

2009년 제92회 

춘계학술발표회 

(2009. 5. 6)

자원활용

소재개발

동원 NMC산 몰리브텐광의 부유선별 

특성연구 

전호석, 박철현, 

한오형*, 김진형, 

김병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조선대학교

자원활용

소재개발

베트남 다낭 지역 규사광의 광물학적 

특성 및 정제특성 연구 

양영철, 정수복, 

채영배, 김성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활용

소재개발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생산시 슬러지 

최소화연구 

공경록, 박미정, 

김창수, 강헌찬
동아대학교

지구화학

응용지질

DEM 자료의 고도보정을 통한 저수지의 

수위 변화 모델링 및 노천광산 배수설계 

적용 

이희욱, 최요순, 

박형동, 선우춘* 

서울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구화학

응용지질

GIS를 이용한 대규모 노천광산의 배수, 

운반, 사면관리 설계 

최요순, 박형동, 

선우춘*

서울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구화학

응용지질

충청 ○○광산 주변 농경지 토양오염 정

밀조사 사례 

유명환, 신중수, 

방기문, 임영철*, 

최승진*, 양정화*

대우엔지니어링, 

*한국광해관리공단

지구화학

응용지질

폐금속 광산배수의 자연정화 적용성 

평가 

박현성, 지원현, 

장민, 이현주, 

심연식, 권현호

한국광해관리공단

지구화학

응용지질

<초청강연> Geochemical Behavior 

and Migration Mechanism of Base 

Metals and Rare Earths in River 

Sediments, Soils and Rocks-Water 

Interaction 

Naotatsu 

Shikazono
일본 게이오대학

지구화학

응용지질

미생물학적 황산염 환원을 이용한 

토양내 비소와 중금속의 원위치 

침전처리 

장해영, 이종운*, 

전효택**

GS칼텍스, 

*전남대학교, 

**서울대학교

지구화학

응용지질

전기응집을 이용한 수중 비소제거에 

관한 연구 

지상우, Brian 

Dempsey*, 

정영욱, 임길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지구화학

응용지질

화순 폐 탄광의 산성광산배수와 철산화

박테리아의 지구화학 

홍영의, 김계민, 

조상섭, 박천영
조선대학교

자원경제

자원정책

에너지 소비량을 이용한 동북아 

역내 환경쿠즈네츠곡선(Environmental 

Kuznets Curve) 검증 

이원경 이화여자대학교

자원경제

자원정책

2005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광업의 

경제적 효과 
김지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경제

자원정책

사용강도를 도입한 국내 주요금속의 

수요 연구 
김지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경제

자원정책
북한 신·재생에너지 잠재력 조사 연구

김지효, 김화영, 

이슬기, 허은녕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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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탐사

지구물리

Monte Carlo 방법을 이용한 

자동속도분석의 적용 

최형욱, 변중무, 

설순지, 고승원*, 

곽준영*, 

차영호**

한양대학교, 

*한국석유공사, 

**서울대학교

물리탐사

지구물리

가스하이드레이트 부존지역 제로오프셋 

VSP 탐사 자료의 자료처리 

김명선, 변중무, 

유동근*

한양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지구물리

가상송신원을 이용한 효과적인 CO2 

지중저장 모니터링

유정민, 변중무, 

설순지, 박권규*

한양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지구물리

업무용 무전기와 모뎀을 결합한 WSN 

계측시스템 실험 

정현기, 조성호, 

성낙훈, 최종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지구물리

주파수영역 물리탐사 현장 정밀계측 

응용을 위한 Dual-phase Lock-in 

Amplifier 제작시험 

정현기, 이효선, 

김정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지구물리

전도성 간극수 含水 정도가 다른 원주형 

시멘트시험편의 전기비저항 측정 
이상규, 이태종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지구물리

잡음을 고려한 전기비저항 탐사자료의 

역산 
안동국, 조인기 강원대학교

물리탐사

지구물리

지반침하 지역의 수리지질 특성과 

시추공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 탐사 

결과 

송성호, 이규상, 

김영인, 엄재연, 

김양빈, 서정진

한국농어촌공사

물리탐사

지구물리

지하공동 탐지를 위한 2차원 

전기비저항탐사와 3차원 중력탐사 

자료의 지구통계학적 복합해석

박계순, 박삼규, 

이명종, 임형래, 

조성준, 김정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지구물리
원형레일 기반 지상 SAR 시험자료 획득 

조성준, 김광은, 

성낙훈, 이훈열*, 

이재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강원대학교

물리탐사

지구물리

Goal-Oriented High-Order Self-

Adaptive Hp-Finite Element 

Simulation of Dual Laterolog 

Measurements 

Myung Jin 

Nam, David 

Pardo*, Carlos 

Toress-

Verdin**

한국지질자원연구원, 

*Basque Center 

for Applied 

Mathematics,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물리탐사

지구물리

Simulation of Short and Normal 

Logging Measurements in the 

Presence of Tool Eccentricity Using 

Fourier Series Expansion in a New 

System of Coordinates and a Self-

Adaptive hp-Finite Element Method 

Myung Jin 

Nam, Seho 

Hwang, David 

Pardo*, Kwon 

Gyu Park, 

Changhyun 

Lee, Carlos 

Torres-

Verdin**

한국지질자원연구원, 

*BCAM,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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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반역학·발파

지하공간

낙석의 위험성 경감을 위한 사면의 

외적조건 특성에 관한 연구 

지현우, 이승중, 

최성웅
강원대학교

암반역학·발파

지하공간

LCM 이방성 시료와 디스크 커터의 절삭 

메커니즘 분석을 위한 수치해석적 연구 
이승중, 최성웅 강원대학교

암반역학·발파

지하공간
해외 해저터널의 방재시설 신희순, 박의섭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암반역학·발파

지하공간

광산지역 지반침하 안정성 평가법 

개발 연구 

정용복, 김태혁*, 

송원경, 최광수*, 

권현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광해관리공단

암반역학·발파

지하공간

GSI가 암반의 수리특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 
윤용균 세명대학교

암반역학·발파

지하공간

마이크로 포커스 CT 화상을 이용한 취성

재료의 3차원 동적손상균열 평가법 제안 

조슬기, 조상호, 

천대성*, 

Kaneko 

Katsuhiko**

전북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일본 북해도대학

암반역학·발파

지하공간

스파이럴 볼트 및 록 볼트의 지보 

매커니즘에 관한 연구 

김동조, 강추원, 

장호민, 류복현, 

이청신

조선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 

교육

전남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 프로그램 

설계교과목의 운영 
양형식, 김원범 전남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 

교육

한국해양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심화 

프로그램의 운영현황 및 발전방향 

임종세, 장원일, 

신성렬, 윤지호
한국해양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 

교육

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교과과정 

및 운영방안 
최종근 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 

교육

세종대학교 자원공학 교육 프로그램의 

특성과 운영방안 
배위섭 세종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 

교육
미국 자원공학 교육프로그램의 현황분석 송재준 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 

교육
호주 자원공학 교육프로그램의 특성 민기복 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 

교육

영국 에너지자원공학 및 신재생에너지

교육프로그램의 사례분석 
박형동 서울대학교

포스터: 물리탐사 

지구물리

ASTER 영상을 이용한 노화도 광산 

지역 분석 

강문경, 손영선, 

윤왕중, 김진모 
전남대학교

포스터: 물리탐사 

지구물리

GPR탐사와 IE기법을 이용한 모형 

콘크리트 배면공동 탐사의 적용 연구 

노명근, 오석훈, 

서백수, 한성미, 

김기연, 김한중, 

안태규, 조은진

강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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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물리탐사 

지구물리

공유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이용한 3차원 

탄성파 자료처리 방법론 
지준, 최윤경 한성대학교

포스터: 물리탐사 

지구물리

국내 맥상광체의 쌍극자-쌍극자 전기비

저항탐사에서 3차원 탐사의 필요성 

분석을 위한 전산모델링 

민동주, 정현기*, 

이효선*, 이호용

서울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석유

천연가스·지하수

비재래 석유가스자원 개발기술 특허

동향분석 
이재욱, 김성용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석유

천연가스·지하수

비재래 원유증산을 위한 분사펌프 

요소 설계 

임준석, 김대권, 

박이선, 손채훈, 

배위섭 

세종대학교

포스터: 석유

천연가스·지하수

Guidelines for Polymer Flooding 

Evaluation and Development 

Chung 

Taemoon, 

Nguyen Thi 

Bich Ngoc, 

Dang Thanh 

Quy Cuong, 

Bae Wisup, 

Lee 

Heoungyeon*, 

Lee Wonkyu*

Sejong 

University, 

*Korea National 

Oil Corporation

포스터: 석유

천연가스·지하수

Chemical Flooding Simulation for 

Heterogeneous Reservoir 

Dang Thanh 

Quy Cuong, 

Nguyen Thi 

Bich Ngoc, Bae 

Wisup, Chung 

Taemoon, 

Lee Wonkyu*, 

Lee 

Heoungyeon* 

Sejong 

University, 

*Korea National 

Oil Corporation

포스터: 석유

천연가스·지하수

Nonlinear Optimal Control for the 

Steam generation 

Gwanwoong 

Gwak, 

Wisup Bae

Sejong University

포스터: 석유

천연가스·지하수

축전식 탈염(CDI) 기술을 이용한 SAGD 

생산수의 탈염에 관한 연구 

김유진, 강경석*, 

배위섭**, 

최재환 

공주대학교, 

*(주)시온텍, 

**세종대학교

포스터: 석유

천연가스·지하수

CTD 석유시추 공정을 고려한 

데이터베이스 구조 설계 

서장원, 최요순, 

박형동, 최종근, 

이흥연*, 이원규* 

서울대학교, 

*한국석유공사

포스터: 석유

천연가스·지하수

지능형 기법을 이용한 암석물리학상 

결정 소프트웨어 개발 

서광원, 임종세, 

김세준*

한국해양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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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석유

천연가스·지하수

오일샌드 저류층 특성 변수 해석방법 

고찰 

정지훈, 임종세, 

최종근*

한국해양대학교, 

*서울대학교

포스터: 석유

천연가스·지하수

고-액 혼합유체의 환형관내 입자이송에 

관한 연구 

한상목, 황영규, 

우남섭*, 

김영주** 

성균관대학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석유

천연가스·지하수

노치공 선균열제어발파에 관한 

수치해석적 연구 

윤효관, 김광염, 

김창용, 윤지선*

한국건설기술연구

원, *인하대학교

포스터: 석유

천연가스·지하수

마이크로 포커스 X선 CT를 이용한 

고전압 펄스 파괴시료의 비파괴 분석에 

관한 연구 

조상호, 정미희, 

伊藤 眞由美*, 

金子勝比古*, 

大和田 秀二**, 

緖方雄二***

전북대학교, 

*일본 북해도대학, 

**일본 와세다대학, 

***AIST

포스터: 자원개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우즈베키스탄 

지라블락 지역에서의 현장조사 

이동길, 강중석, 

지세정, 강상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자원개발 카자흐스탄의 광물자원 개발 현황 
이동길, 강중석, 

강상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자원개발 베트남의 광물자원 현황 및 부존 특성 
이지윤, 허철호, 

서정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자원경제

자원정책

지수분해분석을 이용한 제조업과 비제조

업의 에너지 소비 변화 요인 비교 연구 
이유아, 김진수 서울대학교

포스터: 자원활용

소재개발

비금속광물기반 인공토양 제조 및 

토마토 재배 적용에 관한 연구 

박종력, 김병곤, 

전호석, 조성백, 

이재령*, 최홍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강원대학교, 

**과학기술연합대학원

포스터: 자원활용

소재개발

초경합금 가공 슬러지로부터 

코발트의 산 침출 

김지혜, 김병수*, 

김은영*, 신재수, 

이재천*

대전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자원활용

소재개발

Thiosulfate Leaching of Gold from 

Electronic Scraps 

Ha Vinh Hung*,

 Jae-chun Lee, 

Jinki Jeong, 

Kyoungkeun 

Yoo, 

Huynh Trung 

Hai*

KIGAM, 

*Hanoi University 

of Technology 

(Vietnam)

포스터: 자원활용

소재개발

청정석탄개발기술(CCT)에 관한 

특허동향 분석 

박종력, 김병곤, 

전호석, 조성백, 

이재령*, 최홍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강원대학교, 

**과학기술연합대학원

포스터: 자원활용

소재개발
저온 팽창에 의한 인상 흑연의 분쇄특성 

김병곤, 박종력, 

장희동 
한국지질자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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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자원활용

소재개발

Scale-Up 비중선별기를 이용한 

해사내 희유광물 회수 

권성원, 김완태, 

배인국, 채수천, 

신희영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자원활용

소재개발

진도 도석의 탈철 특성 
서명덕, 조건준, 

조성백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자원활용

소재개발

표면개질된 황화광물의 제타전위 특성 

김주익, 박홍규, 

정문영, 이경용*, 

문재운*

세명대학교, 

*한국해양연구원

포스터: 

자원활용

소재개발

석회석의 백색도 향상을 위한 습식 정제 

신의섭, 이수정, 

김윤종*, 조건준, 

조남찬**, 조성백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주)동진산업, 

**(주)남명개발

포스터: 

자원활용

소재개발

미립자 건식자력 선별에 의한 석회석 

백색도 향상 연구 

기태경, 신의섭, 

이수정, 조남찬*, 

조건준, 조성백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주)남명개발

포스터: 

자원활용

소재개발

활성탄을 흡착제로 이용한 폐수 중 

Malachite Green 흡착 처리 

김동수, 백미화, 

최영진, 김영지
이화여자대학교

포스터: 

지구화학

응용지질

활성탄과 유리섬유에 의한 아조염료함유 

폐수 처리에 관한 연구 

김동수, 백미화, 

전혜인, 이지애
이화여자대학교

포스터: 

지구화학

응용지질

연천지역 함티탄철석의 미립자 습식자력

선별 

전호석, 이영효, 

박철현, 김학순, 

조성백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지구화학

응용지질

단일 추출법을 이용한 한국 연안퇴적물

의 중금속 분포 특성 

최기영, 김석현, 

전효택*

한국해양대학교, 

*서울대학교

포스터: 

지구화학

응용지질

무기고화제를 이용한 중금속 오염 

광미의 안정화 처리를 위한 기초연구 

민경원, 김태풍, 

이현철, 서의영
강원대학교

포스터: 

지구화학

응용지질

광양 폐금광 산성광산배수와 

철수산화물의 계절적 변화 특성 

홍영의, 박천영, 

한오형, 신대윤
조선대학교

포스터: 

지구화학

응용지질

반사분광학을 이용한 화강암 풍화심도 

추정 

현창욱, 노태달, 

최명훈, 박형동
서울대학교

포스터: 

지구화학

응용지질

황화광물 표면에 선택적으로 부착하는 

화순광산배수의 토착 호산성박테리아 

특성 

김계민, 홍영의, 

조상섭, 정경훈, 

박천영

조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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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지구화학

응용지질

스카른/반암형 광상의 채광정보 

DB구축을 위한 요소 특성화 

노태달, 최요순, 

박형동, 조영도*

서울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지구화학

응용지질

시공중 지반조사 자료를 활용한 

근전방 막장의 지오 모델링 기술 개발 

최요순, 노태달, 

박형동
서울대학교

포스터: 

지구화학

응용지질

폐무기물질을 활용한 광물찌꺼기 안정화

평가 

박제현, 박주현, 

이진수, 권현호
한국광해관리공단

포스터: 

지구화학

응용지질

중금속으로 오염된 사격장 토양의 

Bioleaching 공정 적용을 위한 비교 

연구 

김현아, 이근영, 

김주용, 이병태*, 

권영호**, 

김순오***, 김경웅

광주과학기술원, 

*Colorado School 

of Mines, 

**한라건설기술연구소, 

***경상대학교

포스터: 

지구화학

응용지질

몽골 중부 Golden Hill 금광상의 생성

환경 

허철호, 이재호, 

서정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지구화학

응용지질

국내 대표적 금속광산의 범용광물자원 

부존평가 
허철호, 이재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지구화학

응용지질

국내 대표적 금속광산의 산업원료 

광물자원 부존평가 
허철호, 이재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지구화학

응용지질

Geochemistry of the Central-

Northern Area in Mexico
Chul-Ho Heo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09 석유가스

개발 심포지엄 

(2009. 5. 7)

해외석유개발 정책방향 강남훈 지식경제부

Outlook for the U.S. Upstream Oil 

and Gas Industry
이승연

BJ 서비스 

남텍사스 지국

Current Trends in Petroleum 

Engineering Research: Enhanced 

Oil Recovery and Nanotechnology

허   천
미국 텍사스 오스틴

대학

국내 석유가스 매장량 정의 및 분류체계 김세준, *이근상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경기대학교

Project Finance의 이해 서철수 한국투자신탁운용

석유개발기업 M&A 및 사례 김성훈 한국석유공사

2009년 제93회 

추계학술발표회 

(2009. 9.23)

지구화학

응용지질

자원환경

석탄 및 석회석 광산 산림복구를 위한 

GIS 기반의 의사결정시스템 개발 

오승찬, 최요순, 

박형동, *권현호, 

*윤석호, *고와라

서울대학교, 

*한국광해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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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화학

응용지질

자원환경

자연정화시설 효율 향상 방안 연구 - 

기존시설의 평가와 개선방안 

지상우, 임길재, 

정영욱, 안주성, 

송호철, 이동길, 

*정진웅, **지원현, 

**박현성, **심연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충남대학교, 

**한국광해관리공단

지구화학

응용지질

자원환경

나이지리아 나이젤주 NewBussa 

지역의 금광상조사 
윤정한 전남대학교

지구화학

응용지질

자원환경

<초청강연> Nb and Ta Resources 

in Malay Peninsula, Myanmar and 

Their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in Cassiterite-Illmenite Mineral 

Assemblage 

Hiroaki 

Kaneda, 

Kosuke 

Ishiyama, 

*Masaaki 

Shiraishi

Toho University, 

*Waseda 

University

지구화학

응용지질

자원환경

지하유류비축기지 모형실험을 통한 

미생물학적 클로깅 영향 분석 

김현철, 이종운, 

*이진무, *도효림, 

*김세훈

전남대학교, 

*SK건설 주식회사

지구화학

응용지질

자원환경

Oxidation of 2,4-Dinitrotoluene by 

Persulfate Activated with Zero-

Valent Iron

Seok-Young 

Oh, Seung Gu 

Kang

University of 

Ulsan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다공질 매질 내 이상유체거동 모사를 

통한 압축공기저장시설의 기밀성분석 

이경북, 박완문, 

주성규, 여명준, 

*송원경, *류동우, 

*김형목, 최종근

서울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오일샌드 유전의 암상모델링 및 저류층 

특성화 

임정택, 이강용, 

진정우, 이경재, 

*설창현, *박명호, 

최종근 

서울대학교, 

*한국석유공사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코일튜빙의 피로도 누적에 따른 수명

분석 

주성규, 박완문, 

여명준, 이경북, 

*이흥연, *이원규, 

박형동, 최종근

서울대학교, 

*한국석유공사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국내 E&P 기업이 보유한 유전에 대한 

증진회수법의 적격성 평가 
이근상, *이원규

경기대학교, 

*한국석유공사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방향성 시추심도 확장 및 생산성 향상 

기술의 연구 동향 

김창수, *김현태, 

*이대성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 *한국지질

자원연구원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극한지역의 생산정 유동성 분석 연구 

권순일, *이영수, 

*김상진, *박혜민, 

*성원모, **정승필

동아대학교, 

*한양대학교, 

**KN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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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천연가스

지하수

국내 대륙붕 고래 V 구조내 대염수층에

의 CO2 주입시 주입거동 분석 연구 

이영수, 김기홍, 

*박용찬, 성원모

한양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다성분 시뮬레이션 모델을 통한 가스 

저류층 해석 신뢰도 향상 연구 

신창훈, 안승희, 

한정민, 이정환
한국가스공사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Steam Fingering Phenomenon and 

Sensitivity Analysis in Sagd Process 

Tho N. Tu, 

Wisup Bae, 

Taemoon 

Chung, 

*Heoungyeoun 

Lee, Huy 

X. Nguyen, 

Seungtae Kim, 

**Jeonghwan 

Lee

Sejong University, 

*Korean National 

Oil Corporation, 

**Korea Gas 

Corporation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Mechanistic Modeling for Planning 

and Evaluation of Micellar-Polymer 

Flood Process: Homogeneous 

and Heterogeneous Performance 

Analysis 

Cuong T. Q. 

Dang, Wisup 

Bae, Ngoc T. 

B. Nguyen, 

*Byounghi 

Jung, 

**Jeonghwan 

Lee, 

***Keunsang 

Lee

Sejong University,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Korea Gas 

Corporation, 

***Kyonggi 

University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Control of Viscosity Behavior: The 

Best Mechanism for Improved 

Polymer Flooding Efficiency 

Ngoc T. B. 

Nguyen, Wisup 

Bae, Cuong 

T. Q. Dang, 

*Byounghi 

Jung, 

**Jeonghwan 

Lee, 

***Keunsang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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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구, 이현우, 

최솔지

울산대학교학교

포스터
몽골 울란바타르시 난방시스템 개선에 

따른 대기오염 저감효과 분석 

김봉섭, 김재근, 

최승진, 백승한, 

진광재 

한국광해관리공단

포스터
광액농도에 따른 화순토착박테리아의 

황철석 용출특성 

김계민, 홍영의, 

조강희, 김봉주, 

김소라, 정경훈, 

박천영

조선대학교

포스터
부분최소자승법(PLS)을 이용한 

중질유의 점도 예측 

김서진, 강호성, 

곽은성, 이은형, 

권서현, *이영우, 

**배위섭, 김인원

건국대학교, 

*충남대학교, 

**세종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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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고온, 고압 환경 적용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심부시추 기술

강판상, 정지훈, 

임종세, *김현태

한국해양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톨루엔을 이용하여 FWKO vessel에서

의 물 분리특성 연구 

박근익, 한삼덕, 

윤성민, 김주연, 

*배위섭, 이영우

충남대학교, 

*세종대학교

포스터
항유화제를 이용한 효율적 Oiltreater

개발을 위한 연구 

한삼덕, 박근익, 

윤성민, 김주연, 

*배위섭, 이영우

충남대학교, 

*세종대학교

포스터
동해 울릉분지 가스하이드레이트 함유지

층의 공벽안정성 분석 

이경재, 진정우, 

*박장준, 최종근

서울대학교, *한국

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흙막이 벽체 변위 계측을 위한 3D DEM 

모델 생성 

김광염, 윤효관, 

김창용, 이성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포스터
천공속도를 이용한 터널 굴진면 전방의 

불연속구간 예측 

김광염, 김창용, 

김성권, 김광식, 

윤효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포스터
해저지반 조건에 따른 해저터널 시공중 

위험요인 분석 

박의섭, 신희순, 

*김현우, *전석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학교

포스터
해저터널의 최적 토피고 산정을 위한 

수치해석적 접근 
박의섭, 신희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일축압축강도 및 

탄성계수 예측 

강윤경, 장원일, 

김동호
한국해양대학교

포스터
터널 선행변위를 고려한 한계변형률 

개념의 적용성 연구 

박창섭, 이호성, 

*문현구, **박시현

다산컨설턴트, 

*한양대학교, 

**한국시설안전공단

포스터
발파해체를 위한 전색재료 선정에 관한 

연구

김학만, *민형동, 

조상호, *박종호, 

*송영석, 김승곤

전북대학교, *한화

포스터
동티모르의 석유가스 자원부존 특성 및 

개발현황 

이지윤, 허철호, 

서정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Slim Hole 굴착을 위한 굴착유체의 유동

특성에 관한 연구 

한상목, *김영주, 

**우남섭, 황영규 

성균관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포스터
카자흐스탄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현장

조사 

이동길, 강중석, 

강상수, 서정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광산 최적설계를 위한 3차원 S/W 운용 
이동길, 조영도, 

김영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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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석재자원 매장량 평가에 있어서 

텔레뷰어 탐사기술의 적용 

홍세선, 이춘오, 

윤현수, *김중렬, 

*김유성, *정재훈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소암컨설턴트

포스터
OBS 탐사 자료의 영역별 특성분석과 

굴절법 토모그라피 적용 

신성렬, 이상철, 

옥수종, *김영준, 

*김병엽, *이호영

한국해양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속도로부터 가스하이드레이트 포화도 

예측을 위한 암석물리학적 방법 연구 

한준희, *이재형, 

김영석

공주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GPR탐사와 IE 및 IR기법을 이용한 콘크

리트 배면공동 탐사 연구 

노명근, 오석훈, 

서백수, 한성미, 

김기연, 김한중, 

안태규, 조은진, 

지윤수

강원대학교

포스터
정확한 어드조인트 연산을 위한 구조보

정에서의 이산화 영역 선택 
지   준 한성대학교

포스터

Properties of LiCoO2 and 

LiNi1/3Co1/3Mn1/3O2 Cathode Materials 

for LIB by Supercritical Water 

Method 

이재욱, *이진영, 

*김준수, 이창하

연세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고품위 몰리브덴광 선별을 위한 

부선특성 연구 

강현호, 한오형, 

신승한, *전호석 

조선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금·은 부선 광미로부터 유가금속 

회수를 위한 선별기술 개발 

신승한, 한오형, 

강현호, *전호석 

조선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삼광광산 폐광미의 중금속 침출거동 

김영진, 함영산, 

김도형, 한송이, 

이상규, 이재령

강원대학교

포스터
알칼리 자극제에 의한 고로수쇄슬래그의 

물성 향상 

김형석, 박주원, 

*안용준, 한  춘

광운대학교, 

*과학기술연합

대학원대학교

포스터
고로슬래그의 개질에 의한 시멘트 

클링커 화합물의 합성 

김형석, *안용준, 

*한인규, **이봉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과학기술연합

대학원대학교, 

**(주)세와비전

포스터
콩고산 구리코발트 광석의 품위 향상을 

위한 물성 연구 

김형석, 김상배, 

김완태, *한인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과학기술연합

대학원대학교

포스터
광물입자 모델링에 의한 분쇄-단체분리 

시뮬레이션 
최의규, 박재구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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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고품위 몰리브덴광 회수를 위한 부유선

별 특성연구 

전호석, 김진형, 

김상배, 박철현, 

김병곤, *이승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충남대학교

포스터
연천철광의 품위향상을 위한 자력선별 

기술개발 

전호석, 이영효, 

박철현, 김병곤, 

*한오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조선대학교

포스터
해남 천열수 금은 광석의 품위 향상을 

위한 물성 연구 

김형석, 정수복, 

*한인규, 이길재, 

고상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과학기술연합

대학원대학교

포스터
초경합금 슬러지의 왕수 처리에 의한 

텅스텐산과 코발트의 회수 

김지혜, *이재천, 

*김병수, *김은영, 

신재수

대전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그라픈 제조를 위한 층간 저온팽창 및 

전단 분쇄기술의 적용 

김병곤, 박종력, 

*최홍일, 전호석, 

김병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

포스터
국내 석회석의 소성, 수화 및 탄산화 

반응 거동에 관한 연구 

조진상, 유영환, 

박진구, 김환

(재)한국석회석

신소재연구재단

포스터
Synthesis and Application of Vaterite 

Precipitated Calcium Carbonate 

박진구, 황대주, 

최문관, 안지환

(재)한국석회석

신소재연구재단

포스터 석회 도료의 제조 및 친환경 특성 
황대주, 이승관, 

박진구, 안지환

(재)한국석회석

신소재연구재단

포스터
석회석 내 불순물이 침강성 탄산칼슘 

합성에 미치는 영향 

유영환, 조진상, 

최문관, 박진구, 

김   환

(재)한국석회석

신소재연구재단

포스터

재활용 용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 슬러지의 하소온도에 따른 광물 

상전이 거동 

김형석, 한기천, 

홍준영, 류미영, 

임미희, 유광석, 

안지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폐지재생공정 발생 폐수의 특성 및 처리

기술 

임미희, 남성영, 

김형석, 한기천, 

유광석, 안지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CO2 고형화를 위한 고로슬래그의 가속

탄산화시 NaOH 첨가의 영향

안지환, 한기천, 

김형석, 유광석, 

남성영, *조희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학교

포스터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유럽의 폐지 

재활용 현황 연구 

김형석, 노장훈, 

한기천, 류미영, 

유광석, 김제국, 

안지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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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소성 온도에 따른 생활폐기물계 

소각비산재 내의 Cl의 거동 및 광물 

고용화 특성에 관한 연구 

이성호, 유광석, 

한기천, 김형석, 

황선호, 안지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Calcium Modulus에 따른 Calcium 

Sulfoaluminate 광물의 소성 특성 

유광석, 황선호, 

한기천, 김형석, 

이선호, 안지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국내 저품위 비금속광물을 활용한 

무기질 다공체 제조 연구 

이승관, 유영환, 

조계홍, 조진상, 

김   환

(재)한국석회석

신소재연구재단

포스터
델파이 방법론을 이용한 가스하이드

레이트 개발사업의 애로점 분석 

이슬기, 박주영, 

허은녕
서울대학교

포스터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 기술의 기술-

제품-산업연관도 작성에 관한 연구 

이동준, 이동건, 

허은녕
서울대학교

포스터
국내외 에너지·자원 인력양성의 사례 

분석 

문창권, 이유아, 

김진수, 허은녕
서울대학교

포스터
국외 자원공학 관련 대학교육시스템의 

사례연구 

양형식, 김원범, 

김종관, 정회석
전남대학교

2009 

International 

Symposium 

on Mine 

Reclamation 

(2009. 9.24~25)

Invited 

Speaker
Mine Reclamation in Korea

Tae-Heok 

Kim, Hyun-Ho 

Kwon

MIRECO

Invited 

Speaker

Policy Frameworks Supporting 

Sustainable Mining  Development 

and Rehabilitation

Graeme E. 

Hancock

World Bank 

(USA)

Invited 

Speaker
Mine Reclamation in Indonesia

Mangantar S. 

Marpaung

Department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Indonesia)

Invited 

Speaker

Environmental Protection in Mining 

in Vietnam
Le Van Thanh

Department 

of Geology 

and Minerals 

(Vietnam)

Invited 

Speaker

Surface Land Contamination 

Rehabilitation during Petroleum 

Exploration and Development 

Operations in Mongolia

J. Choijilsuren

Petroleum 

Authority of 

Mongolia 

(Mongolea)

Invited 

Speaker

Experiences in Remediation of 

Environmental Liabilities in Peru

Víctor Carlos 

Estrella

General Manager 

of Activos 

Mineros S.A.C. 

(Pe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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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International 

Symposium 

on Mine 

Reclamation 

(2009. 9.24~25)

Water·Soil

Recycling

Some Recent Advances in Passive 

Treatment of Mine Drainage
A.W. Ros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USA)

Water·Soil

Recycling

Dawdon Minewater Treatment 

Scheme Aquifer Protection in 

County Durham, UK

Tracey Davis
The Coal 

Authority (UK)

Water·Soil

Recycling

Geochemistry of As-Fe under the 

Groundwater Conditions

Sang-Hun Lee, 

*Woosik Jung, 

*Byong-Hun 

Jeon, 

Sun-Joon Kim, 

**Jae-Young 

Choi

Hanyang 

University, 

*Yonsei 

University, **KIST

Water·Soil

Recycling

Pilot-Scale Tests to Treat Net 

Alkaline Mine Water

Min Jang, 

Hyunju Lee, 

Hyunsung 

Park, Wonhyun 

Ji, Yonsik Shim, 

Misun Park

MIRECO

Water·Soil

Recycling

Phytoextraction of Metals from 

Contaminated Sites using Metal 

Accumulating/Hyperaccumulating 

Plants and Microbes

F.Y. Wu, M.H. 

Wong

Baptist University 

(Hong Kong)

Water·Soil

Recycling

Reclamation of Waste Rock Dumps 

of Coal Mines in Vietnam
MIEN Tran

Vietnam National 

Coal and Minerals 

Industries Group 

(Vietnam)

Water·Soil

Recycling

Cu Stabilization in Army Firing 

Range Soils Using Waste Oyster 

Shells

Deok Hyun 

Moon, Kyung 

Hoon Cheong, 

* Jeehyeong 

Khim, 

**Jae E. Yange, 

***Su Bin Choi, 

****Sunbaek 

Bang, 

*****Ilwon Ko

Chosun 

University, *Korea 

Universit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Keumjeong 

Calcore, 

****IERC, GIST, 

*****KEITI

Water·Soil

Recycling

Study of Bioelectrokinetics for the 

Removal of Heavy Metals from Soils 

Contaminated by Mining Activity

Keun-Young 

Lee, Hyun-A 

Kim, *Soon-Oh 

Kim, Kyoung-

Woong Kim

GIST,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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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International 

Symposium 

on Mine 

Reclamation 

(2009. 9.24~25)

Water·Soil

Recycling

Reprocessing and Reuse of Mine 

Tailings: a Sustainability Perspective

J. Avraamides, 

*E. Jamieson, 

**A. van 

Riessen

Centre for 

Sustainable 

Resource 

Processing 

(Australia), *Alcoa 

World Alumina 

(Australia), 

**Curtin 

University of 

Technology 

(Australia)

Water·Soil

Recycling

Recycling of Tailings from Kmc 

into Construction Materials such as 

Admixture for Hscc

Moon-Young 

Jung, Yun-

Wang Choi and 

Jea-Gwone 

Jung

Semyung 

University

Water·Soil

Recycling

Characterization of Mine Tailings 

from Abandoned Metal Mine

Mihee Lim, Gi-

Chun Han, 

Kwang-Suk 

You, Hyung-

Seok Kim and 

Ji-Whan Ahn

KIGAM

Subsidence

Restoration

GIS

Overview of Long-Term Subsidence 

Effects, Causes and Management of 

The Problem

J. Nielen van 

der Merwe

University of 

Pretoria (South 

Africa)

Subsidence

Restoration

GIS

Geohazards Caused by 

Groundwater Rising Phenomenon in 

Former Coal Mine Area in the UK

Myong Hwan 

Yu, Ki Mun 

Bang

Daewoo 

Engineering 

Company

Subsidence

Restoration

GIS

Expensive Technologies for 

Prevention of Acid Mine Drainage 

Generation or Cheap Technologies 

for Its Long-term Treatment? A 

Canadian Perspective

Carmen-

Mihaela 

Neculita

KAIST

Subsidence

Restoration

GIS

Estimation of Subsidence Hazard 

Using the Depth of Gangway 

and the Orientation of Geological 

Features

Yong-Bok 

Jung, Won-

Kyong Song

KIGAM

Subsidence

Restoration

GIS

Survival and Growth of Hardwoods 

on Surface Mines in West Virginia
Jeff Skousen

West Virginia 

University (USA)

Subsidence

Restoration

GIS

The Role of Vegetation in Cover 

Systems on Mine Wastes in 

Australian Mine Rehabilitation

David 

Mulligan, 

Thomas 

Baumgartl, 

David Doley

University of 

Queensland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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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International 

Symposium 

on Mine 

Reclamation 

(2009. 9.24~25)

Subsidence

Restoration

GIS

Development of an Ecological 

Restoration Technique Using Direct 

Seeding without Soil Molding in an 

Abandoned Mine Area

Yongho Jeong, 

Joohoon Lim, 

Imkyun Lee, 

Hyesoo Kim

KFRI

Subsidence

Restoration

GIS

Mining, Mineral Processing and 

Reclamation in Vietnam

Nguyen 

Van Thanh, 

*Nguyen Minh 

Chau

Industrial Safety 

Techniques and 

Environment 

Agency 

(Vietnam), 

*National Institute 

of Mining-

Metallurgy 

Science 

Technology 

(Vietnam)

Subsidence

Restoration

GIS

The Geohazard of Old Coal Mines 

in Britain
A. C. Waltham

Nottingham Trent 

University (UK)

Subsidence

Restoration

GIS

The Use of Computer Technologies 

in Exploration of Mineral Deposits 

and in Reclamation of the 

Environment

Morozov K.V.

Technical 

University 

(Russia)

Subsidence

Restoration

GIS

Application of Gis-based 

Hydrological Modeling Techniques 

for Mine Reclamation

Yosoon Choi, 

JangWon 

Suh, Huiuk Yi, 

Hyeong-Dong 

Park, *Hyun-

Ho Kwon, Suk-

Ho Yoon, Wa-

Ra Go

Seoul National 

University, 

*MIRECO

Forestry 

restoration

Selection of Woody Species for 

Reforestation of the Abandoned 

Metal Mine Area

Jaehong Yim, 

Tehryung Kim, 

*Dongwook 

Kim, Seongmin 

Woo, 

**Gwangsu 

Choi and 

Taeheok Kim

TehLim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Phygen Inc., 

**Technology 

Research Center

Forestry 

restoration

Physical and Chemical 

Characteristics of Planted Betula 

Platyphylla Seedlings and Soils in 

Abandoned Dongwon Mine Areas, 

Kangwon-do

Munho Jung, 

Taeheok Kim, 

Hangseok 

Jang, Soolo 

Kim, Kwangsu 

Choi

MIR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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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International 

Symposium 

on Mine 

Reclamation 

(2009. 9.24~25)

Forestry 

restoration

Comparison of Tree Growth Among 

Different Vegetation Base Materials 

to Select Resistant Tree Species in 

an Abandoned Mine Area

Yongho Jeong, 

Joohoon Lim, 

Seungwoo Lee, 

Imkyun Lee

KFRI

Forestry 

restoration

Comparison of Tree Growth Among 

Different Plant Growth Promotion 

Treatments in the Area Where 

Soil Molding Didn’T Treated in an 

Abandoned Mine Area

Yongho Jeong, 

*Choonghwa 

Lee, Seungwoo 

Lee and 

Hyungtae Choi

KFRI, *Korea 

Forest Service

Forestry 

restoration

Streamside Rehabilitation Using 

Mattress Systems with Vegetation 

Base Materials in a Forest 

Watershed

Hyung Tae 

Choi, Jaeyun 

Yoo, Yongho 

Jeong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Forestry 

restoration

Development of Mine Green 

Formwork for the Rock Slope 

Protection

Gwang-Su 

Choi, Tae-

Heok Kim, 

Moon-Ho Jung, 

Soo-Lo Kim, 

Hang-Seok 

Jang, Hyun-Ho 

Kwon

MIRECO

GIS application 

for mine 

reclamation

Measurement of Mining-Induced 

Surface Subsidence Using 

Spaceborne SAR Data

Sang-Wan 

Kim*, Hyuck-

Jin Park, Minji 

Cho

Sejong University

GIS application 

for mine 

reclamation

The Spatial Characterization for 

Abandoned Mine Land within 

Watershed

Ju Young Lee, 

Moo Young 

Han, *Jung-

Seok Yang, 

*Young-

Tae Park, 

*Jaeyoung Choi

Seoul National 

University, 

*KIST-

Gangneung 

Institute

Mine 

subsidence 

prevention

A Study for Enhancing Temperature 

Compensated Strain Resolution of 

Distributed Temperature and Strain 

Measurements Using an Optical 

Fibre

Jungyul Kim, 

Yoosung Kim, 

*Hangsuk 

Jang, *Taehyuk 

Kim, *Hyunho 

Kwon

Soam consultant 

Co., Ltd., 

*MIRECO

Mine 

subsidence 

prevention

A Study for Quantitative Analysis of 

Ground Subsidence with Distributed 

Strain Measurements Using an 

Optical Fibre

Jungyul Kim, 

Yoosung Kim, 

*Hangsuk 

Jang, *Taehyuk 

Kim, *Hyunho 

Kwon

Soam consultant 

Co., Ltd., 

*MIR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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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International 

Symposium 

on Mine 

Reclamation 

(2009. 9.24~25)

Mine 

subsidence 

prevention

Determination of Mine Backfill 

Capacity of an Inclined Cavity

Byung-yoon 

Lee, Seokwon 

Jeon, Tae-hyun 

Kim, Jung-woo 

Cho, *Kwan-

il Kim, **Tae-

hyok Kim, 

**Soo-ro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Union 

Corporation, 

**MIRECO

Mine 

subsidence 

prevention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Equipment and Accelerating Agent 

for a Steep Mine Cavity Filling

Dong-Choon 

Shin, *Soo-

Lo Kim, *Tae-

Heok Kim, 

*Hyun-Ho 

Kwon

Byucksan 

Engineering co., 

Ltd., *MIRECO

Mine waste 

treatment and 

management

A Study of Solidification Efficiency 

by Pozzolanic Reaction Process for 

Mine Tailings Treatment

Ju-Hyun Park, 

Jae-Hyun 

Park, Jin-Soo 

Lee, Hyun-Ho 

Kwon

MIRECO

Mine waste 

treatment and 

management

Case Study of Construction Works 

for Isolating Contaminated Tailings 

in an Abandoned Metal mining

Ki Mun Bang, 

Jung Su Shin, 

Myong Hwan 

Yu, Mueng 

Gun Jun

Daewoo 

Engineering 

Company

Mine waste 

treatment and 

management

Landfill Cover Using Natural and 

Artificial Materials in Tailings Heap 

Sites; Feasibility Test by Column 

Experiments

Young Kyu Kim, 

Myung Chae 

Jung, *Jung 

Yeol Kim, In Ho 

Hwang, **Hyun 

Ho Kwon, **Je 

Hyun Park, **Ju 

Hyun Park, 

**Jin Soo Lee

Sejong University, 

*Soam Consultant 

Co., **MIRECO

Mine waste 

treatment and 

management

Multiple Extractions of Metals from 

Mine Tailing with Hydrochloric Acid 

and Sodium Hydroxide Solutions

Jung-Seok 

Yang, Ju Young 

Lee, Young-

Tae Park, 

*Kitae Baek, 

Jaeyoung Choi

KIST-Gangneung 

Institute,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Mine waste 

treatment and 

management

Solidification of Arsenic and Heavy 

Metal Containing Tailings Using 

Cement and Blast Furnace Slag

Jung-Wook 

Kim, Myung 

Chae Jung, 

Soon Won 

Jeon, Ji Chul 

Kwon

Sejo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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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International 

Symposium 

on Mine 

Reclamation 

(2009. 9.24~25)

Mine water 

assessment 

and treatment

Removal of Arsenic from 

Groundwater by Adsorbent

Sunbaek Bang, 

*Maria E. Pena, 

*Xiaoguang 

Meng, **Manish 

Patel, **Lee 

Liippincott, 

Kyoung-Woong 

Kim, Ju-Yong Kim

GIST, *Stevens 

Institute of 

Technology 

(USA), **New 

Jersey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 (USA)

Mine water 

assessment 

and treatment

The Effect of Organic Solvent 

Treatment On Klebsiella Oxytoca for 

Biosorption of Iron

Young-Tae 

Park, Jung-

Seok Yang, 

Ju Young Lee, 

Jaeyoung Choi

KIST-Gangneung 

Institute

Mine water 

assessment 

and treatment

Heavy Metal Removal Through Cow 

Bone Phosphate from Acid Mine 

Drainage

Jihoon Cha, 

Mingcan 

Cui, Boyoun 

Kweon, Deok 

Hyun Moon, 

*Jeehyeong 

Khim

Keumjeong 

Calcore, *Korea 

University

Mine water 

assessment 

and treatment

Heavy Metal Treatment from Acid 

Mine Drainage (AMD) Through a 

New Adsorbent Coal Mine Drainage 

Sludge (CMDS) and Continuous 

Stirred Tank Reactor (CSTR)

Mingcan Cui, 

*Min Jang, 

**Junghyun Lim, 

**Deokhyun 

Moon and 

Jeehyeong 

Khim

Korea University, 

*MIRECO, 

**Keumjeong 

Calcore

Mine water 

assessment 

and treatment

Toxicity Assessment of Mine 

Drainages at Abandoned Coal and 

Metalliferous Mines

Sung-Wook 

Kang, Hyun-

Joon Lee, 

Hyun-Ju Oh, 

Jeong-Gyu 

Kim, Jinho Jung

Korea University

Recycling of 

mine waste 

materials

Investigation of Coal Mine Drainage 

Sludge for Removal of Metal Ions 

from Aqueous Solutions

Junghyun 

Lim*, Mingcan 

Cui, *Min 

Jang, **Deok 

Hyun Moon, 

Jeehyeong Khim

Korea University, 

*MIRECO, 

**Keumjeong 

Calcore

Recycling of 

mine waste 

materials

Recycling of Metals from Waste 

Mining Materials - A General Study

Jin-Young 

Lee, J. Rajesh 

Kumar, Joon-

Soo Kim and 

Ho-Sung Yoon

KI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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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International 

Symposium 

on Mine 

Reclamation 

(2009. 9.24~25)

Recycling of 

mine waste 

materials

Evaluation of the Separation 

Characteristics of the Gold/Silver 

Mine Tailings for the Recovery of 

Fine Values

Won Oh, 

Heechan Cho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ycling of 

mine waste 

materials

Zinc Sorption on Coal Mine 

Drainage Sludges

Hung Dinh 

Doan, Sue-A 

Kang, *Sae-

gang Oh, 

**Jai-young 

Lee, *Yoo-

hyun Sung, 

***Min Jang, 

Young Jae Lee

Korea University, 

*Korea 

Resources 

Corporation, 

**University 

of Seoul, 

***MIRECO

Recycling of 

mine waste 

materials

The Evaluation of the Barrier Liner 

with Sludge in the Acid Mine 

Drainage

Dae-Ryung 

Lee, Jai-

Young Lee, 

*Sae-Gang 

Oh, *Yoo-

Hyun Sung 

The University 

of Seoul, *Korea 

Resources 

Corporation

Risk 

assessment for 

mining sites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Ground Vibration from Mine Blast 

and Its Acceptance Level

Byung-Hee 

Choi, Chang-

Ha Ryu, *Ju-

Hwan Jeong

KIGAM, 

*Cheonnam 

National 

University

Risk 

assessment for 

mining sites

Assessment of Arsenic and Heavy 

Metals Contamination in the Vicinity 

of Boroo Gold Mine, Mongolia

Edu Inam, 

*Tamir Puntsag, 

Kyoung-Woong 

Kim, **Bulgan 

Tumendemberel, 

***Sugar 

Erdenetsetseg

GIST, *The Asia 

Foundation 

(Mongolia), 

**National Agency 

for Meteorology 

and Environmental 

Monitoring 

(Mongolia), ***The 

Ministry of Nature 

and Tourism 

(Mongolia)

Soil 

remediation

Immobilization of Cd using Chemical 

Ameliorants in Rice Paddy Soil 

Impacted by an Abandoned Metal 

Mine in Korea

Yong Sik Ok, 

Sung-Chul 

Kim, Dong-

Kuk Kim, 

*Jin-Soo Lee, 

**Jeffrey G. 

Skousen, Jae 

E. Ya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MIRECO, **West 

Virginia University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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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International 

Symposium 

on Mine 

Reclamation 

(2009. 9.24~25)

Soil 

remediation

Experimental Study on Adsorption 

of Heavy Metals and Arsenic onto 

Bacterial Biofilm Developed On Soil 

Particle Surfaces

M.S. Ko, *H.S. 

Park, **H.T. 

Chon, *J.S. 

Lee, ***J.U. 

Lee

GST, *MIRECO, 

**Seoul National 

Universit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Soil 

remediation

Study On Geomicrobial Behavior of 

Heavy Metals and Arsenic in Soil by 

Stimulating Indigenous Bacteria

M.S. Ko, *H.S. 

Park, **H.T. 

Chon, *J.S. 

Lee, ***K.M. 

Bang, ****J.U. 

Lee

GIST, *MIRECO, 

**Seoul National 

University, 

***Daewoo 

Engineeri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Soil 

remediation

In Situ Stabilization of Arsenic- and 

Heavy Metals Contaminated Soil 

Using Various Amendments

Sang-Hwan 

Lee, Jin-Soo 

Lee

MIRECO

Soil 

remediation

PGPR-assisted Phytoextraction 

of Lead from Contaminated Soil 

by Echinochloa crusgalli var. 

frumentacea in Soil Column Reactor

Bumhan Bae, 

Jung-Hyun 

Cho, *Joo-

Hyung Baek, 

*In-Sook Lee, 

**Jin-Soo Lee

Kyungwon 

University, 

*Ewha Womens 

University, 

**MIRECO

Soil 

remediation

Phytoremediation by Brassica 

Napus As a Tool for Biodiesel 

Production and Heavy Metal 

Contaminated Soils

Ji-Yeon Park, 

Ju-Yong Kim, 

Ah-Young 

Kim,   Kyoung-

Woong Kim

GIST

Soil 

remediation

Potential Leaching/Adsorption 

Factors of Arsenic of Mine Soils

Seung Mo 

Nam, Minhee 

Kim, Juhee 

Kim, Seunghun 

Hyun, Jeong-

Gyu Kim

Korea University

Soil 

remediation

Relative Extraction Ratio (RER) for 

Arsenic and Heavy Metals in Soils 

and Tailings from Various Metal 

Mines, Korea

Han Sik Kim, 

Myung Chae 

Jung, Chul Min 

Kwak

Sejong University

Soil 

remediation

Remediation Technology for Boron 

Contaminated Soil by Stabilization 

Treatment

Jinki Jeong, 

Kyung-Keun 

Yoo, Min Seuk 

Kim, Jae-Chun 

Lee, *Toyohisa 

Fusita

KIGAM, *The 

University of 

Tokyo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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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International 

Symposium 

on Mine 

Reclamation 

(2009. 9.24~25)

Soil 

remediation

Total Metal Contents and Its 

Speciation in Biosolids from 

Bangkok Central Wastewater 

Treatment Plants

Penradee 

Chanpiwat, 

Kyoung-

Woong Kim, 

Suthipong 

Sthiannopkao

GIST

Soil 

remediation

Prediction of Metal Bioavailability 

in Arable Soils Impacted by Mining 

Activity

Jae E. Yang, 

Sung-Chul Kim, 

DongGuk Kim, 

Yongsik OK

Kangwon 

National 

University

Soil 

remediation

Remediation of Cd-Contaminated 

Paddy Soil by Layer Reversing 

Management Combined with Zero-

valent Iron and Lime

Jae E. Yang, 

Se-Jin Oh, 

Tae-Hee Kim, 

Sung-Chul Kim, 

Dong-Kuk Kim, 

*Jin-Soo Le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MIRECO

Soil 

remediation

Range Sustainment Maintenance at 

Four Ranges, Republic of Korea

Jong-yeol Lee, 

Suk-young 

Lee, Seung-

won Seo, Hun-

ki An, Hyung-

haeng Lee, 

Ted Andrews, 

Jin-oh Jeon, 

Chae-wan Ku, 

Geon-woo Lee

Beautiful 

Environmental 

Construction Co., 

Ltd.

2010년 제94회 

춘계학술발표회 

(2010. 5. 6~7)

지구화학

응용지질

자원환경

Application of Bioelectrokinetic 

process for Removal of Arsenic and 

Heavy metals from Contaminated 

Soil 

Hyun-A Kim, 

Keun-Young 

Lee, Ju-yong 

Kim, Kyoung-

Woong Kim, 

*Soon-Oh Kim

GIST,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지구화학

응용지질

자원환경

Chemical Washing of As-

Contaminated Soil Under Subcritical 

Conditions 

Seok-Young 

Oh, Jong-Gil 

Son, Sol-Ji 

Choi, Myong-

Keun Yoon

University of 

Ulsan

지구화학

응용지질

자원환경

Degradation of 2,4-Dinitrotoluene 

by Persulfate Activated with Iron 

Sulfides

Seok-Young 

Oh, Seung-Ku 

Gang, *Pei C. 

Chiu

University of 

Ulsan, *University 

of Dela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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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제94회 

춘계학술발표회 

(2010. 5. 6~7)

지구화학

응용지질

자원환경

Arsenic Geochemistry in Southeast 

Asia 

Kyoung-

Woong Kim, 

Kongkea Phan, 

Hoang Thi 

Hanh, Nguyen 

Van Anh, 

Sunbaek Bang, 

Suthipong 

Sthiannopkao, 

Ju-Yong Kim

GIST

지구화학

응용지질

자원환경

광산폐기물을 이용한 광물찌꺼기 침출수

처리 

박제현, 박주현, 

이진수, 심연식, 

권현호

한국광해관리공단

지구화학

응용지질

자원환경

영동탄광과 임곡천 수계의 수질조사 

결과에 관한 고찰 

박현성, 지원현, 

이현주, 박제현, 

강만희, 심연식

한국광해관리공단

지구화학

응용지질

자원환경

강원도 도계 산성광산배수에 대한 지구

화학 

김계민, 조강희, 

김봉주, 박천영
조선대학교

지구화학

응용지질

자원환경

전기응집 반응조에서의 자유작용기

(Free Radical) 발생 효율 평가 

지상우, *Brian 

Dempsey, 

임길재, 정지원, 

**정진웅

한국지질자원연구원,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충남대학교

지구화학

응용지질

자원환경

라돈의 응용 기술 홍영국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구화학

응용지질

자원환경

중금속 오염토양의 미생물학적 용출에 

대한 NIS첨가의 영향 평가 

김윤수, 전효택, 

*이종운

서울대학교, 

*전남대학교

지구화학

응용지질

자원환경

Selection of Effective Organic 

Mixtures to Adapt the AMD Passive 

Treatment System to Korea 

Gooyong 

Lee, Carmen 

M.Neculita, 

*Hocheol Song, 

*Sangwoo Ji, 

*Joosung Ahn, 

*Giljae Yim, 

**Hyunsung 

Park

KAIST, *KIGAM, 

**MIRECO

지구화학

응용지질

자원환경

토착호산성박테리아를 이용한 광산폐석

토양의 중금속이온 용출특성 

조강희, 김계민, 

김봉주, 박천영
조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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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화학

응용지질

자원환경

GIS 기반의 폐광산지역 지반침하 

위험도 평가를 위한 빈도비모델과 계층

분석기법의 적용 

서장원, *최요순, 

최명훈, 박형동, 

**권현호, **윤석호, 

**고와라

서울대학교,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한국광해관리공단

지구화학

응용지질

자원환경

다양한 안정화제를 이용한 폐광산 주변 

토양 내 비소 안정화 효율연구 

고명수, 김주용, 

방선백, *이진수, 

*고주인, 김경웅

광주과학기술원, 

*한국광해관리공단

지구화학

응용지질

자원환경

산성 온천수의 토착호산성박테리아를 

이용한 황화광물 용출특성 

김봉주, 김계민, 

조강희, 박천영
조선대학교

지구화학

응용지질

자원환경

보령지역 석면 광산에서의 토양-대기 

상관성 분석 

이종훈, 김선준, 

박성숙, 오미혜, 

김현민, *박창원

한양대학교, 

*한국광해관리공단

물리탐사

지구물리
3차원 중합전 위상막 구조보정

신승일, 변중무, 

*고승원, *전재호 

한양대학교, 

*한국석유공사

물리탐사

지구물리
VTI 매질의 탄성파 이방성 축소모형실험 하영수, 신성렬 한국해양대학교

물리탐사

지구물리

3차원 탄성파 토모그래피 탐사를 이용한 

암반 탄성계수 추정에 관한 사례 연구 : 

경상북도 울진 지역

이재경, 박노춘, 

*김진후, *정지현

(주)동아컨설턴트, 

*동아대학교

물리탐사

지구물리

중합전 generalized-screen 구조보정 

모듈 개발

송호철, 변중무, 

설순지
한양대학교

물리탐사

지구물리
SIP 측정시스템 및 기초적 실험

성낙훈, 박삼규, 

조성준, 신승욱, 

박계순, *송영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전북대학교

물리탐사

지구물리
SIP 물성자료를 이용한 광체 분석

박계순, 박삼규, 

성낙훈, 조성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지구물리

건조무게 모니터링을 통한 암석 

시험편의 공극률 산출
이상규, 이태종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지구물리

천부지질조사를 위한 S파 반사법 탐사에 

대한 연구

김진욱, 옥수종, 

신성렬, *한원태

한국해양대학교, 

*(주)건설기술원

물리탐사

지구물리

확장차분연산자 고안과 3차원 음향파동

방정식에 적용

조철현, *신창수, 

**지 준, ***고승원, 

***곽준영, 

***전재호

지하정보기술, 

*서울대학교, 

**한성대학교, 

***한국석유공사

물리탐사

지구물리
Kimberlite 물리탐사 소고 정현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지구물리

Geophysical Well Logs to Delineate 

the Geological Features and 

Groundwater Flows in Basalt 

Jehyun Shin, 

Seho Hwang, 

*Joongmoo 

Byun

KIGAM, 

*Hany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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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탐사

지구물리
국내 암석 물성 DB 구축

박삼규, 성낙훈, 

*신승욱, 박계순, 

조성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공주대학교

물리탐사

지구물리

Seismic Forward Modeling for 

Vertical Transversally Isotropic 

Medium (VTI) 

Doan Huy Hien, 

*Seonghyung 

Jang, 

*Youngwan Kim

UST, *KIGAM

물리탐사

지구물리

탄성파 반사형태 분석에 의한 울릉분지 

서남지역 퇴적구조 고찰
박근필, 이호영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지구물리

Direct Simulation Monte Carlo법에 

의한 경상지역 모호면 검증연구
정태웅 세종대학교

물리탐사

지구물리
암석시료의 전기적 특성에 대한 연구

*신승욱, 박삼규, 

성낙훈, 박계순, 

조성준

*공주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지구물리

탄성파 간섭을 이용한 중합전 심도구조

보정

김영완, 장성형, 

Doan Huy Hien, 

*윤왕중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전남대학교

물리탐사

지구물리

CO2 지중격리 모니터링을 위한 

가상 S파 송신원 자료 생성

유정민, 변중무, 

설순지, *박권규, 

*박용찬

한양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지구물리

지구물리 정밀계측과 시그마델타 24bit 

AD Converter 
정현기, 조성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지구물리

Several VLF-EM Modeling Results 

Using 3D Finite-Difference Method 

HyunKey Jung,

*Yutaka Sasaki, 

**Dong-Joo Min, 

Seong-Kon Lee 

KIGAM, *Kyushu 

University, 

**Seoul National 

University

자원개발
한국의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근해역 통합채광 시험

윤치호, 박종명, 

강중석, 김영주, 

박용찬, 박삼규, 

김창렬, 강상수, 

김상배, 김완태, 

권석기, 신제현, 

안병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환경

소재개발

윤활제용 고품위 몰리브덴 정광제조를 

위한 부유선별 특성연구

전호석, *김진형, 

김상배, 김병곤, 

**한오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충남대학교, 

**조선대학교

자원환경

소재개발

해남 천열수 금은 광석의 부선에 관한 

연구

한인규, *김형석, 

*배광현, *지세정

UST, 

*한국지질자원연구원



 549

한국자원공학회

50th Anniversary
1962~2012

구분 주제 및 분야 제목 저자 소속

2010년 제94회 

춘계학술발표회 

(2010. 5. 6~7)

자원환경

소재개발

전기로 환원 슬래그를 이용한 CSA 

시멘트 합성

안용준, *김형석, 

한인규, *배광현, 

**한기석, 

***최재석

UST,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주)세와비전, 

***건자재시험연

자원환경

소재개발

Treatment of Spent Copper 

Electrolyte for the Recovery of Metal 

Values 

Archana 

Agrawal, 

V.Kumar, 

*B.D.Pandey

NML (India), 

*KIGAM

자원환경

소재개발

WC-Co계 초경합금 가공슬러지로부터 

코발트와 텅스텐의 회수연구

김지혜, 이재천, 

김은영, 김원백, 

김병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환경

소재개발

일반부선기에서 R.P.M.과 압축공기량이 

부선 효율에 미치는 영향

신승한, 한오형, 

강현호, 홍종원, 

*이진수

조선대학교, 

*한국광해관리공단

자원환경

소재개발

The Effect of Alkali-Fusion 

Treatment on the Leachability of 

Iridium 

김영진, 김지숙, 

이재령
강원대학교

자원환경

소재개발

가곡광산 섬아연석의 기초 부선 특성 

연구

김영훈, 현종영, 

노혜정
광물자원공사

자원환경

소재개발

미이용 석회석 정제 및 미분체 제조 특성 

연구

김수현, 김영훈, 

현종영, 곽용완
광물자원공사

자원환경

소재개발

삼광광산 광미를 이용한 갱도뒷채움재용 

고유동 모르타르 개발

김주익, 우정연, 

*권현호, *박제현, 

정문영

세명대학교, 

*한국광해관리공단

자원환경

소재개발

Ribbed Roll Crusher에 의한 

인도네시아 갈탄의 파쇄 특성 연구
권지회, 조희찬 서울대학교

자원환경

소재개발

생체모방공학적 이산화탄소 처리 기술 

개발

이승우, 전치완, 

장영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환경

소재개발

사이클론 내에서의 유체흐름에 대한 

물질이동 분석과 전해공정으로의 응용

김수경, 이재천, 

정진기, 손정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환경

소재개발

Bioleaching of Metal Values from 

Spent Refinery Catalysts Using 

Adapted Bacteria Culture 

*Debabrata 

Pradhan*, 

Dong-Jin Kim, 

Jong-Gwan 

Ahn, *Seoung-

Won Lee

한국지질자원연구원,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자원환경

소재개발

해사 티탄철광으로부터 TiO2 합성 및 

methylene blue의 분해 특성

한요셉, 김진수, 

*신희영, 박재구

한양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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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환경

소재개발

전해생성 염소를 이용한 폐인쇄회로

기판으로부터 유용금속침출: 반응조 

비교

김은영, 김민석, 

이재천, 정진기, 

김수경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환경

소재개발

탄산화 반응에 따른 폐콘크리트 시멘트 

미분말의 표면특성 연구

이성호, 유광석, 

황선호, 안지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환경

소재개발

저품위 규석 미분말이 혼입된 혼합 

시멘트의 알칼리 반응특성 연구

조진상, 최문관, 

유영환, 조계홍, 

*안지환

석회석신소재연구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환경

소재개발

Aragonite Precipitated Calcium 

Carbonate from Limestone and Its 

Applications in Automobile Industry 

Thenepalli 

Thriveni, 

Ji Whan Ahn

KIGAM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Surface oil and gas treatment 

facilities: Case study of Bashenkol 

field in West Kazakstan 

Rustem 

Arystanbay, 

Wisup Bae, 

Myungjin Nam, 

*Sang Soo 

Ryou, *Tae 

Heon Jang

Sejong university, 

*KNOC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Evaluation of RPM Performance for 

Permeability Modification 

Taemoon 

Chung, Wisup 

Bae, Tho N. 

Tu, Cuong 

T.Q. Dang, 

*Wonkyu Lee

Sejong university, 

*KNOC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앙상블을 이용한 민감도계수의 효율적 

계산방법

박완문, *정훈영, 

*이흥연, *이원규, 

박형동, 최종근

서울대학교, 

*한국석유공사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탄산염암 중질유전 생산예측을 위한 

시뮬레이션 기술 고찰
이원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시뮬레이션을 통한 가스하이드레이트 

퇴적층 유효 물성 규명

이원석, 이주용, 

이재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Subsurface Temperature Model 

for Simulating Downhole Thermal 

Conditions during Drilling and its 

Validation 

Ilyas Khurshid, 

Kyung-jae 

Lee, *Jang-

jun Bahk, 

Jonggeun 

Choe

Seoul National 

university, 

*KIGAM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울릉분지 1차 시추공 자료를 이용한 가스

하이드레이트 퇴적층 물성 예측

서광원, 임종세, 

*이재형

한국해양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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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천연가스 

지하수

다운스케일링에 따른 오일샌드 유전의 

생산량 분석

진정우, 임정택, 

이경재, 이혜선, 

*설창현, *박명호, 

최종근

서울대학교, 

*한국석유공사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제주 화산암 대수층에서 형광염료 

추적자 시험을 통한 도관 흐름 분석
김용철, 하규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Pc-Pnw 모델을 활용한 대염수층내 CO2 

유동양상 분석 연구

이영수, *박찬희, 

*Olaf Kolditz, 

성원모

한양대학교, 

*Helmholtz Centre 

for Enviromental 

Research-UFZ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상부 대수층 영향 최소화를 위한 SAGP 

공법의 최적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

정성훈, 민배현, 

이호영, 강주명, 

*최영락, *장일식

서울대학교, 

*한국석유공사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Effect of Water Formation Salinity 

to Polymer Gels in Conformance 

Control 

Tho N. Tu, 

Wisup Bae, 

Taemoon 

Chung, 

Hyunjin Koh, 

Seungtae Kim, 

*Wonkyu Lee

Sejong university, 

*Korea National 

Oil Corporation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Fast-SAGD, Hybrid-SAGD, Non-

continuous-SAGD, an Overview of 

Improved SAGD Technologies 

Tho N. Tu, 

Wisup Bae, 

Taemoon 

Chung, 

Seungtae Kim, 

Hyunjin Koh

Sejong University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열공법이 적용된 치밀탄산염암 

암체내에서의 오일 유동메커니즘 

분석연구

서준우, 이영수, 

박혜민, *권순일, 

**이정환, 성원모

한양대학교, 

*동아대학교, 

**한국가스공사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알제리의 석유ㆍ가스 부존지역 및 

잠재력(Hydrocarbon Provinces and 

Potential of Algeria) 

박영수, 

*Benayad 

Soumya, 김현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UST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Development and Optimization 

of Polymer Conformance Control 

Technology in Mature Reservoir: 

Road Map to Maximize Recovery 

Cuong T.Q. 

Dang, Wisup 

Bae, Ngoc 

T.B. Nguyen, 

Taemoon 

Chung, 

*Wonkyu Lee

Sejong University, 

*Korea National 

Oil Corporation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Economic Analysis and Efficiency 

Evaluation of Oil Sands Projects in 

Athabasca, Canada 

Huy Nguyen, 

Wisup Bae, 

Myungjin Nam

Sejo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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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반역학

발파·지하공간

터널내 제트팬 가동에 따른 기류유동 

특성의 CFD 분석 및 현장 연구

길세원, 김두영, 

윤수정, 이창우, 

*김상현

동아대학교, 

*한국가스공사

암반역학

발파·지하공간

발파공내 내시경 삽입을 통한 사전 취약

지점평가와 발파효과에 대한 연구

강대우, *안봉도, 

허원호 

동아대학교, 

*(주)고려노벨화약

암반역학

발파·지하공간

해저터널의 지하수침투와 배수층 기능을 

고려한 콘크리트라이닝 설계

장석부, 허도학, 

*서영호, *주광수, 

*남하용, 박명렬

(주)유신, *현대건설

암반역학

발파·지하공간

한국과 노르웨이에서의 터널시공방법 

비교
김양균, *문현구

코오롱건설, 

*한양대학교

암반역학

발파·지하공간

터널굴진발파에서 정량적인 발파결과 

평가기법에 대한 연구
정민수, *문현구

(주)한화, 

*한양대학교

암반역학

발파·지하공간

입체사진측량기법을 이용한 광산 갱도 

내 불연속면 조사에 대한 조도의 영향에 

관한 연구

한정훈, 송재준, 

*조영도

서울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암반역학

발파·지하공간

사진측량기법을 이용한 황등화강암의 

TBM 디스크 커터 절삭연구

조정우, 정호영, 

전석원, *장수호, 

*최순욱

서울대학교, 

*건설기술연구원

암반역학

발파·지하공간

Clumped Particle Model을 이용한 

암석의 역학적 거동 특성 평가

이창수, 전석원, 

*권상기 

서울대학교, 

*한국원자력연구원

암반역학

발파·지하공간

광센서를 이용한 비접촉식 낙석감지 

시스템 개발 및 적용

정용복, 송원경, 

김복철, *김명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휴비스

암반역학

발파·지하공간

순수 워터젯 시스템의 운용변수에 대한 

콘크리트 치핑(chipping) 효율

김정규, 송재준, 

*여창현, *권영철

서울대학교, 

*(주)건우기술

암반역학

발파·지하공간

강제대류시 계절에 따른 KURT 내 

열전달계수 결정에 관한 연구

윤찬훈, 황인필, 

*권상기, 김진

인하대학교, 

*한국원자력연구원

자원경제

자원정책

신재생에너지 보급보조정책 비교를 위한 

기준의 고찰 연구
이유아, *김윤경

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자원경제

자원정책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상대적 효율성 

측정 기법 연구: Data Envelopment 

Analysis를 중심으로

이동건, 문창건 서울대학교

자원경제

자원정책

지질자원 연구의 녹생성장 기여도 및 

지식 증대 효과 분석

안은영, 신중호, 

*김병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충북대학교

자원경제

자원정책
유가와 경제성장의 관계 김지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경제

자원정책

신재생에너지 지불의사액 산정을 위한 

방법론 연구

김지효, 김진수, 

허은녕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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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경제

자원정책

저열량탄 활용기술의 경제성평가를 위한 

방법론 연구
이슬기, *허은녕

기초전력연구원, 

*서울대학교

자원경제

자원정책
우리나라 지열에너지자원 통계구축 방안 송윤호, *허은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학교

자원경제

자원정책

자원경제학분야 교과목의 올바른 구성과 

내용
허은녕 서울대학교

자원경제

자원정책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술의 질적 수준 

결정요인 비교분석 - 연료전지, 태양광

전지 특허를 중심으로 - 

박정규, 김민지, 

허은녕
서울대학교

자원경제

자원정책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Matrix Balancing 방법론 비교: 신·재

생에너지 연관 산업을 중심으로

이동준, 강민주 서울대학교

자원경제

자원정책
미국 주(States)별 RPS 비교 분석 최혁준 서울대학교

자원경제

자원정책

포트폴리오 기법을 활용한 RPS제도의 

최적 원별 구성 방법론 검토
문창권 서울대학교

자원경제

자원정책

신재생에너지 전력의 지불의사액 추정을 

위한 요인분석

박주영, 김지효, 

김해연
서울대학교

자원특성화 교육

분과 세션

『자원개발특성화대학』을 추진하는 

대학별 교육과정 비교 분석

양형식, 김명준, 

이종운, 김원범
전남대학교

자원특성화 교육

분과 세션

문제중심형학습(PBL)을 적용한 자원

경제분야 교과목 개발사례: 서울대학교 

에너지환경기술경영 교과목의 사례

허은녕, *민혜리, 

*김진호, **이슬기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기초전력연구원

자원특성화 교육

분과 세션

E-learning 및 Matrix Archive 개념을 

적용한 교과목 운영 연구
허은녕, *이혜정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자원특성화 교육

분과 세션

자원공학 관련 기사 및 기술사 자격증 

연계 교육
오종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자원특성화 교육

분과 세션

에너지자원공학과에서의 지열에너지 

강좌 개설 사례
민기복 서울대학교

자원특성화 교육

분과 세션

에너지공학도를 위한 수치해석: 수업

사례 및 제언
최종근 서울대학교

자원특성화 교육

분과 세션

일본 벤치마킹을 통한 자원개발 인력에 

요구되는 직무능력 분석
김성용, 안은영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특성화 교육

분과 세션

자원개발인력양성 특성화대학사업 

1차년도 실적 및 제언
이창우 동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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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특성화 교육

분과 세션

에너지자원 GIS와 에너지자원 원격탐사 

수업 사례
현창욱 서울대학교

포스터
교차출력과 진폭다항식을 이용한 다양한 

지층모형의 AVO 분석

김원기, 김지수, 

*하희상, **민동주

충북대학교, 

*(주)지오맥스, 

**서울대학교

포스터
웨이블릿 기반 셈블런스에 의한 물리탐

사 자료의 필터링

오석훈, 지윤수, 

안태규
강원대학교

포스터
코어시료의 비저항을 이용한 3차원 

전기비저항 탐사 모델링 연구

노명근, 오석훈, 

서백수, 김한중, 

김기연, 임정은

강원대학교

포스터
탄성파 자료 다중반사파 및 잡음 제거를 

위한 특수 전산처리 모듈 적용성 검증

곽준영, 한수형, 

고승원, 전재호, 

유상훈

한국석유공사

포스터
채굴적 영역 규명을 위한 지표 및 

시추공 물리탐사의 적용 사례

이용재, 하희상, 

고광범
(주)지오맥스

포스터
양산 충적퇴적층 지역의 천부지질구조 

규명을 위한 지구물리탐사 사례연구

옥수종, 김진욱 

신성렬, *한원태

한국해양대학교, 

*(주)건설기술원

포스터
지표 및 지하수 수위를 고려한 단·장 

노멀 검층 모델링
남명진, *황세호

세종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서포트 벡터 머신을 이용한 탄산염암 

저류층에서의 암상 예측
서광원, 임종세 한국해양대학교

포스터
제주도 동부 해안대수층의 조석 주기별 

수직적 현장 수질 모니터링
전철민, 김구영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지표수 및 강우에 의한 6가 크롬 오염 

지하수 수질 변화
전철민, 김구영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생산수 내 염 제거를 위한 수처리 기술의 

분류와 비교
이근상, *김현태

경기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오일 제거를 위한 유전 생산수 처리 

기술 고찰
이근상, *김현태

경기대학교, *한국

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Equotip 반발경도계를 이용한 암석 강도 

추정에 관한 기초적 연구

안중량, 조상호, 

*Kawasaki 

Satoru, 

*Kaneko 

Satsuhiko, 

**김광염

전북대학교, 

*일본 북해도대학,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포스터
순발비전기뇌관과 도폭선을 결합한 여굴

저감 발파공법 개발

이현구, 김영근, 

*안봉도

삼성건설, 

*고려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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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RMR을 활용한 변형률 개념의 사전 터널 

안정성 평가 기법

임성빈, 김창용, 

신휴성, 김광염, 

*서용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충북대학교

포스터
Underwater터널 건설공법 선정시 고려

사항 및 설계요소

이호성, 정해성, 

*문현구

(주)평화엔지어링, 

*한양대학교

포스터
지반침하 발생 가능성 예측을 위한 수치

해석적 연구

최성웅, 이승중, 

김형준, 김병렬
강원대학교

포스터
박층 오일샌드에서의 SAGD, ES-SAGD 

공법 최적화

박상엽, 김종수, 

김재호, *이철위, 

*윤성훈, *유난숙, 

*김영훈

한국석유공사, 

*한국화학연구원

포스터
SAGD 모사장치에 의한 오일샌드로부터 

오일 회수 기술

유난숙, 윤성훈, 

김영훈, *박상엽, 

*김재호, *김종수, 

이철위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석유공사

포스터 공주지역 제4기 사력층의 분포와 품질
홍세선, 김주용, 

이진영, 오근창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광산 설계용 프로그램의 활용현황과 

전망

이동길, 조영도, 

김영주, 강중석, 

강상수, 이현복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모이산 광산의 개발현황 및 개선안
이동길, 조영도, 

고상모, 지세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국내 Steel/Iron의 Material-cycle 

Indicators 연구
김유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기술연구의 기술

융합가능성 고찰

이동준, 김민지, 

허은녕
서울대학교

포스터
국내·외 자원공학 관련 대학의 교육과

정 비교 분석

양형식, 김명준, 

이종운, 김원범
전남대학교

포스터
고수분 저급탄의 건조에 따른 물리화학

적 특성 변화
김재관, 이현동 전력공사

포스터
석탄 Pile 내부의 대기조건에 따른 온도

변화 특성
이현동, 김재관 전력공사

포스터
저급탄의 가스화를 위한 광물학적 특성 

및 마이크로웨이브 건조 특성 연구

박종력, 김병곤, 

박석환, 최홍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저품위 철광석으로부터 제강용 철광석 

생산을 위한 미립자 습식자력선별 기술

개발

전호석, *백상호, 

박철현, 김병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과학기술연합

대학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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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비중선별에 의한 모나자이트 희토류광 

정제기술 개발

전호석, *백상호, 

*김학순, 김병곤, 

김준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과학기술연합

대학원대학교

포스터 서남해안 해사의 중광물 회수

신희영, 채수천, 

배인국, 김정윤, 

김환기, *권성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다산

포스터 서남해안 해사의 유용광물 특성평가

신희영, 채수천, 

배인국, 김정윤, 

김환기 *권성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다산

포스터 해사 정광에 대한 정량분석법 제안

신희영, 채수천, 

장세원, 배인국, 

김정윤, 김환기, 

권성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다산

포스터
인도네시아 동 칼리만탄 석탄의 탈회 

기초연구

신희영, 배인국, 

김정윤, 강상수, 

박석환, 김환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전해 염소 용해법을 이용한 루테늄의 

복합 증류 및 삼염화 루테늄 제조

이아름, 이강명, 

*안종관, 이기웅, 

*김민석

성일하이텍(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폐PCB로부터 금속을 단체 분리하기 

위한 전처리 공정 연구

신우철, 정진기, 

이재천, *유경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해양대학교

포스터
규질이암으로부터 제조된 실리카 솔의 

입자특성

김철주, 윤호성, 

김성돈, 김병규, 

장희동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탈황폐촉매의 침출 및 유가금속 회수
강민우, 이진영, 

*민화식, 김준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고려대학교

포스터
티올계 포수제 부선계에서 해저열수 

황화광물의 부유특성

송보건, 김주익, 

김상우, 정문영, 

*이경용, *문재운

세명대학교, 

*한국해양연구원

포스터 저품위 우라늄광석의 산침출 거동 고찰

정경우, 김성돈, 

남철우, 김철주, 

윤호성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Leaching of Gold and Copper 

from Mobile Phone PCBs 

by a Cyanogenic Bacteria - 

Chromobacterium Violaceum 

Tram Dac Chi, 

*유경근, **이재천, 

**B.D. Pandey, 

**정진기

UST, 

*한국해양대학교, 

**한국지질자원

연구원

포스터

Characterization of Korean Uranium 

Ore and Isolation of Native Bacteria 

from Same Ore 

Debabrata 

Pradhan, Ajit 

Patra, Dong-

Jin Kim, Jong-

Gwan Ahn, 

*Seoung-Won 

Lee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충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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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석탄폐석의 폐갱도 충전용 골재로서의 

활용 가능성
송영준, 이계승 강원대학교

포스터 구리·코발트 산화광석의 부유선별
김형석, *한인규, 

김완태, 김상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UST

포스터
무기-유기 혼합광물을 이용한 

환경친화형 수성 도료에 대한 연구

황대주, 권정희, 

이승관, 조계홍, 

*안지환

석회석신소재연구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Research into Environmental 

Geochemistry in Korea 

Hyo-Taek 

Chon

Seoul National 

University

포스터 폐공을 이용한 지진 예측 기술 홍영국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토양 라돈 분석을 통한 지진 예측 기술 홍영국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라돈을 이용한 활성 단층 탐지 기술 홍영국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포졸란공법의 현장적용성 평가를 통한 

광물찌꺼기 고형화 기술개발

박주현, 박제현, 

이진수, 권현호
한국광해관리공단

포스터
영대광산 주변 논토양에서의 토양과 

식물의 유기적 관계규명

권지철, 서지호, 

정명채
세종대학교

포스터
폐금속광산 광물찌꺼기 적치장의 

효율적인 차폐재 선정

김영규, 김정욱, 

정명채
세종대학교

포스터
Chemolithoautotrophic Denitrification 

Using Biomedia 

Mingcan Cui, 

조상현, *장  민, 

김지형

고려대학교, 

*한국광해관리공단

포스터
SEM-EDX를 이용한 붕괴절토사면 구성 

암석의 광물형태 및 화학조성 특성 평가

김진환, *박미선, 

박근보,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광물자원공사

포스터
첨단 지반변위 계측장치에 대한 

연구사례
백   용, 권오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포스터

Operational Speciation of Heavy 

Metals in Tailings Using a Sequential 

Extraction Procedure 

T.W. Hwang, 

Carmen 

Mihaela 

Neculita

KIST

포스터
Slope/w과 Flac/Slope를 이용한 

사면안정성해석

김경만, 백환조, 

이동주
강원대학교

포스터
아이폰을 이용한 현장 지질/지반정보 

조사 어플리케이션 개발

노태달, 이희욱, 

오승찬, 서장원, 

현창욱, *김성수, 

박형동

서울대학교, 

*디엔에이소프트

포스터

국내 화강풍화토에 대한 Vanapalli 등의 

불포화 전단강도 추정식의 적용성에 관

한 연구

김대훈, 백환조, 

유재훈, 김동휘
강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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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비소 오염 폐광미의 고형화 처리에 관한 

연구

민경원, 이현철, 

이원섭
강원대학교

포스터 화순 폐석탄 광산배수의 지구화학
조강희, 김계민, 

김봉주, 박천영
조선대학교

포스터
Red Mud를 이용한 폐광미의 

고형화/안정화 처리에 관한 연구

민경원, 서의영, 

김호준, 장수진
강원대학교

포스터
붕괴 절토사면 대책공법 수립을 위한 

암반 물리탐사 적용 사례 연구
권오일, 백   용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포스터
중·자력 자료를 이용한 탐사 유망성 

분석

한수형, 곽준영, 

전재호, 유상훈
석유공사

포스터
다중분광 영상을 이용한 몽골 Oyu 

Tolgoi 광상 특성 고찰

손영선, *강문경, 

윤왕중

전남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유한맥상광체의 2차원 쌍극자-

쌍극자 전기비저항탐사 오차 분석

곽나은, 이호용, 

정우돈, *정현기, 

*이효선, 민동주

서울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원거리 다중노드 무선계측 시스템을 

위한 무선데이터 통신시스템 야외실험

조성호, 정현기, 

최종호, 성낙훈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철제 파일 탐지를 위한 시추공 3성분 

자기탐사자료 역산

이희순, *임형래, 

**정호준, *정현기

경인교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휴먼앤어스

포스터
자료분석기간에 따른 낙동강 지역의 

강우이동평균과 지하수위간의 상관관계
양정석, 김남기 국민대학교

포스터

Bitumen-물 분리공정에서 Dil-Bit의 

온도와 Diluent 양에 따른 점도예측 모델 

개발

강호성, 김서진, 

곽은성, *이영우, 

**배위섭, 김인원

건국대학교, 

*충남대학교, 

**세종대학교

포스터
Bitumen 생산을 위한 SAGD 공법의 

지상설비시스템 모사 연구

곽은성, 강호성, 

김서진, 송영훈, 

*배위섭, 김인원

건국대학교, 

*세종대학교

포스터
물리검층과 코어분석 자료를 이용한 

오일샌드 저류층 물성 해석

이동건, 강판상, 

김기하, 임종세
한국해양대학교

포스터
다성분 탄화수소혼합물 다상해석 수렴도 

향상 및 시뮬레이터 개발 연구

신창훈, 안승희, 

이정환, *성원모

한국가스공사, 

*한양대학교

포스터
광산 지하채굴공동 3차원 형상화장비 

개발(방수성능 개선을 중심으로) 

김수로, 장항석, 

김태혁, 권현호
한국광해관리공단

포스터

콘크리트 기둥발파에서 전색재에 의한 

폭발가스구속시간이 대상물의 파쇄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수치해석적 연구

김학만, 조상호, 

양정훈, 안중량, 

*박종호, *송영석, 

*진연호

전북대학교, 

*(주)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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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암석 시편의 물성 측정을 위한 

탄성파속도 측정기법 비교

방은석, 성낙훈, 

조성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마이크로 X-Ray 단층 촬영 시스템을 

이용한 동적 파괴 인성 실험 시료(SR)의 

3차원 가시화 분석

양정훈, 조상호, 

*이상은, *장윤호,

 **Kaneko 

Katsuhiko

전북대학교, 

*강원대학교, 

**북해도대

포스터
저품위 해외 금속자원(Ni, Mo)의 

직접침출 연구

남영일, 이연호, 

서상윤, 

Tam Tran

전남대학교

포스터
방향성 소구경 굴착에 따른 굴착 잔재물 

이송에 관한 연구

한상목, 최성욱, 

*김영주, 황영규

성균관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광산갱도 보강용 스프레이 콘크리트의 

현장 적용성 평가 
마상준, 김동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포스터
광산 갱도 보강용 스프레이 콘크리트의 

공극구조 분석
마상준, 강은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포스터
국내 및 선진국의 광업 환경리스크 전략 

분석 연구

김유정, 이예지, 

김륜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인도네시아 ABK탄의 특성 평가 및 탈회

신희영, 배인국, 

김정윤, 강상수, 

박석환, 김환기, 

*권성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다산

포스터
점토광물의 저에너지 소비형 건조 및 

해쇄를 위한 표면개질 기술

김병곤, 박종력, 

*최홍일, 전호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과학기술연합대

포스터 초음파처리에 의한 EVA 분해 연구

김도형, 노윤식, 
Bat Erdene 
Davaadorj, 
이재령

강원대학교

포스터
우라늄의 황산 침출시 3가철 이온의 

영향

남철우, 최영윤, 

김성돈, 윤호성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음이온 계면활성제를 이용한 탄산칼슘 

합성 

방준환, 장영남, 

송경선, 전치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슬러리환원법과 폴리올법을 이용한 전자

소재용 미세 니켈분말 제조 및 특성

신기웅, 안종관, 

김상배, *안재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대진대학교

포스터
선탄경석의 회분을 활용한 지오폴리머 

다공체의 제조

이계승, 이재환, 

송영준
강원대학교

포스터
선탄경석과 석회석을 지오폴리머의 

재료로 활용한 다공체의 제조방법개발

이계승, 이재환, 

송영준
강원대학교

포스터
우라늄 침출시 이산화망간 산화제의 

영향

김성돈, 남철우, 

김철주, 윤호성
한국지질자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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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계학술발표회 

(2010. 5. 6~7)

포스터

Extraction and Separation of 

Uranium(VI) and Vanadium(V) from 

Sulphuric Acid Solutions Using 

Alamine 308 as an Extractant 

Jyothi Rajesh 

Kumar, 이진영, 

김준수, 윤호성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산화니켈광의 침출용액중 Ni/Co의 선택

적 추출에 관한연구

김관영, 이진영, 

김준수, *안양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건양대학교

포스터
화력발전소 바닥재를 활용한 제올라이트 

합성시 비중선별이 미치는 영향

황선호, 유광석, 

이성호, 안지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BT 산업원료용 석회석의 고순도화에 

관한 연구

신의섭, 이수정, 

*김윤종, *조건준, 

조성백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주)미네월드

포스터 갈탄의 입자크기 제어에 관한 연구

신의섭, 박종력, 

조성백, *조건준, 

김병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주)미네월드

포스터
폐 Perlite와 국내 저품위 석회석를 활용

한 무기질 다공체 제조

최문관, 조진상, 

유영환, 조계홍, 

*안지환

석회석신소재연구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저품위 규석광물을 활용한 보수용 

폴리머 시멘트의 물리적 특성 연구

유영환, 조진상, 

최문관, 조계홍, 

*안지환

석회석신소재연구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제강슬래그 및 아연슬래그의 Acetic 

acid-H2O system 계에서의 Calcium 

용출 거동 연구

남성영, 한기천, 

유광석, 안지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제강공정에서 부산된 밀스케일을 활용한 

Cd, Pb, Cu의 중금속 거동 연구

남성영, 한기천, 

안지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산성 온천수의 토착호산성박테리아를 

이용한 황철석 용출 특성

김봉주, 김계민, 

조강희, 박천영 
조선대학교

포스터
GIS를 이용한 광산 폐기물 적치장에서의 

오염부하량 산정

김성민, *최요순, 

박형동, **권현호, 

**윤석호, 

**고와라

서울대학교,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한국광해관리공단

포스터
휴폐광산 주변 농경지 중금속 오염도에 

관한 연구
김종현, *김영훈

경북과학대, 

*안동대학교

포스터
소석회를 이용한 광산배수의 물리화학적 

처리방법에 대한 연구

이현주, 장   민, 

박현성, 지원현, 

심연식, 권현호

한국광해관리공단

포스터

산성비가 토양 내 비소 및 중금속의 

식물로의 전이 및 이용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김아영, 고명수, 

김주용, 김경웅
광주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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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계학술발표회 

(2010. 5. 6~7)

포스터

터널시공 중 급속안정화를 위한 VTK 

기반 3차원 가시화 및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이희욱, *최요순, 

박형동

서울대학교,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포스터 고로슬래그를 이용한 광물탄산화 반응

채수천, 장영남, 

류경원, 전치완, 

송경선, 이승우, 

방준환, 이명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일축압축하에서 암석 시편의 온도 분포 

변화

박지환, 조훈회, 

박창신, 현창욱, 

박형동

서울대학교

포스터
자연정화시설 기질물질 대체재로서 

왕겨에 대한 기초평가연구

정진웅, *임길재, 

*지상우, **안종만, 

**박현성, 이현구

충남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포스터
사문석의 전처리 및 용출이 광물탄산화

에 미치는 영향

이명규, *류경원, 

*장영남

과학기술연합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SAPS조 버섯퇴비 대체 기질물질 기초 

연구

임길재, 지상우, 

송호철, 안주성,

*정진웅, **이구용, 

***최동호, 정영욱,

**Carmen 

Mihaela Neculita 

****박현성, 

****심연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충남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밭대학교, 

****한국광해관리공단

포스터
Amphibole Carbonation under 

Subcritical Condition 

류경원, 장영남, 

*이명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UST

포스터

풍정 폐광산 주변 오염 농경지 내 토착미

생물을 이용한 산화환원전위 변화에 따

른 중금속 거동 연구

김성훈, *홍성조, 

*허준석, 이종운

전남대학교, 

*(주)태서산업

포스터

Acidithiobacillus thiooxidans와 A. 

ferrooxidans를 이용한 제련소 주변 

토양 내 중금속 용출 연구

한협조, 이종운, 

*전효택, **권영호

전남대학교, 

*서울대학교, 

**(주)한라건설

포스터 AMD 처리 슬러지의 중금속 흡착 특성 송영준, 이계승 강원대학교

포스터
Gd-Fe-Al-O system에서의 석류석 

합성

채수천, 장영남, 

배인국, 신희영, 

류경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토양개량 및 복원사업에 따른 중금속 

거동 특성

고주인, 이진수, 

권현호
한국광해관리공단

2010 녹색성장과 

자원기술 

심포지엄 

(2010. 5. 7)

특별강연 녹색성장과 자원기술 이준현
한국에너지기술

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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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녹색성장과 

자원기술 

심포지엄 

(2010. 5. 7)

특별강연 녹색성장을 위한 광해방지사업 이이재 한국광해관리공단

가스하이드레이트 연구개발 현황 및 

전망
이성록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단

녹색성장과 산업계 대응 오대균 에너지관리공단

석탄층 메탄가스(CBM)를 이용한 

그린에너지 사업 전망
이정환 한국가스공사

제주 물산업과 지하수 지속이용 가능량 

평가
하규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우리나라에서의 지열발전 타당성 송윤호, *허은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CO2 지중저장 기술 현황과 전망 박용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기후변화대응 기술로써 폐플라스틱 

재활용 자동 선별 시스템 개발
최우진 수원대학교

CO2 감축을 위한 무기성 폐기물 재활용 

CDM 현황과 전망
안지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10 광해방지

심포지엄

(2010. 9.17)

초청연사

Mine Rehabilitation in Malaysia: 

Experiences, Challenges and the 

Way Forward

Mustapha 

Mohd Lip

Minerals and 

Geoscience 

Department 

Malaysia

초청연사 광해방지정책 김성실 지식경제부

초청연사 광해방지기술개발 전략 권현호 광해기술연구소

수질·토양

재활용
광산배수 억제기술 최재영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수질·토양

재활용

폐금속 광산배수의 수질특성 및 

자연정화 적용성 평가
심연식 한국광해관리공단

수질·토양

재활용

슬러지의 연탄 부 원료재로서 타당성

연구
오세강, 이재영 한국광물자원공사

수질·토양

재활용
광물찌꺼기 무해화기술 개발 이진수, 박제현 한국광해관리공단

수질·토양

재활용
광물찌꺼기 재활용 기술 개발

박재구, *이재령, 

*신강호, **강헌찬, 

***조희찬, 

****정문영, 

*****한오형, 

******도현승

한양대학교, 

*강원대학교, 

**동아대학교, 

***서울대학교,

 ****세명대학교, 

*****조선대학교, 

******청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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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광해방지

심포지엄

(2010. 9.17)

수질·토양

재활용
광물찌꺼기 적치장 차폐공법 개발

정명채, 김영규, 

*김유성, *김중열, 

**권현호, 

**이진수

세종대학교, 

*㈜소암컨설턴트, 

**한국광해관리공단

수질·토양

재활용
석면오염 토양복원사업 박창원 한국광해관리공단

수질·토양

재활용

중금속 오염 농경지의 복합 복원기술 

개발
홍성조 ㈜태서산업

수질·토양

재활용

폐광지역 비소오염토양의 안정화기술 

현장적용

김경웅, 고명수, 

김기락, 김주용
GIST

지반침하

산림복구·GIS
지하공동 3차원 형상화 기술 김태혁 한국광해관리공단

지반침하

산림복구·GIS

광케이블 변형률 계측자료를 이용한 

지반변위 역산기법

김유성, 김중열, 

*장항석, *김태혁, 

*권현호

소암컨설턴트,

 *한국광해관리공단

지반침하

산림복구·GIS
지반침하 상부보강기술 신동춘 벽산ENG

지반침하

산림복구·GIS
GIS 최신기술동향 및 활용사례 고광철 메타GIS컨설팅

지반침하

산림복구·GIS
광해발생지역에 대한 GIS 모델링 현창욱, 박형동 서울대학교

지반침하

산림복구·GIS

ALOS PALSAR 위성자료를 이용한 

강원도 지역 지반 침하 분석

김상완, 조민지, 

박혁진
세종대학교

지반침하

산림복구·GIS

석탄폐석의 현행녹화방법 개선을 위한 

실연사업의 성과
정용호 산림과학원

2010 광해방지

심포지엄

(2010. 9.17)

지반침하

산림복구·GIS

우리나라 폐탄광 산림복구지 토양의 

지역별, 시간경과별 물리적 특성
정문호 한국광해관리공단

지반침하

산림복구·GIS

폐광지역 토양 환경 조건에 따른 

균근균 집단의 종 다양성
구창덕 충북대학교

2010년 제95회 

추계학술발표회 

(2010.10.20~21)

지구화학

응용지질

자원환경

Use of Exposure Assessment Model 

in Risk Assessment under REACH

차종문, *김종운, 

*김상헌
동아대학교, *KIST

지구화학

응용지질

자원환경

폐석면 광산 인근 지역의 석면입자 

대기 확산 연구

길세원, 김두영, 

윤수정, 이창우
동아대학교

지구화학

응용지질

자원환경

산화조에서의 광산배수 물성 분포특성에 

관한 현장실험 연구

이동길, 지상우, 

임길재, 정영욱
한국지질자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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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화학

응용지질

자원환경

Thermal and Reductive Treatment 

of PCB-Contaminated Soils by 

Zero-Valent Iron Under Subcritical 

Conditions

오석영, 서명교, 

*조성희, *장윤석, 

**신창훈

울산대학교, 

*POSTECH, 

**대일개발(주)

지구화학

응용지질

자원환경

Black Carbon-Mediated Reduction 

of Contaminants in Soils and 

Sediments

오석영, 손종길, 

*Pei C. Chiu

울산대학교, 

*University of 

Delaware

지구화학

응용지질

자원환경

해남 은산 금광산에서의 식물지구화학

탐사 기법의 적용

정지은, 김종남, 

전효택
서울대학교

지구화학

응용지질

자원환경

다양한 입자크기의 철수산화물을 이용한 

비소의 제거

김현종, 전효택, 

*이종운, *노 열

서울대학교, 

*전남대학교

지구화학

응용지질

자원환경

한국에서의 응용환경지구화학 교육 

연구: 지난 20여년의 review
전효택 서울대학교

지구화학

응용지질

자원환경

광산배수의 성상에 따른 효과적인 

비소 처리 기술 연구

김아영, 고명수, 

김주용, 김경웅, 

방선백, *심연식, 

*박현성

광주과학기술원, 

*한국광해관리공단

지구화학

응용지질

자원환경

Reduction of Heavy Metal Leaching 

Potential in Tailings by Organic 

Amendments

T. W. Hwang, 

C. M. Neculita
KAIST

지구화학

응용지질

자원환경

고화층 형성 광미 복토시스템의 현장 기

능성 평가

안주성, 정진웅, 

송호철, 임길재, 

지상우, 김재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구화학

응용지질

자원환경

영가철을 이용한 지하수 내 비소 제거

이상훈, 김선준, 

*전병훈, *정우식, 

**최재영,

***고주인

한양대학교, 

*연세대학교, *KIST, 

***한국광해관리공단

지구화학

응용지질

자원환경

Occurrence of the Antimicrobials in 

Agricultural Soils

차종문, *Alison 

M. Cupples

동아대학교, 

*Michigan State 

University

지구화학

응용지질

자원환경

중금속으로 오염된 지하심부 토양 내 토

착박테리아와 shewenella 종을 이용한 

비소의 미생물학적 용출

이소라, 전효택, 

*이종운

서울대학교, 

*전남대학교

지구화학

응용지질

자원환경

오염토양으로부터 황산화균 

Acidithiobacillus thiooxidans에 의한 

중금속의 미생물학적 용출 최적화 연구

김윤수, 전효택, 

*이종운

서울대학교, 

*전남대학교

자원경제

자원정책

경제 성장과 에너지 소비의 탈 동조화에 

대한 국가간 비교
김진수, 허은녕 서울대학교

자원경제

자원정책
지질자원 기술 및 정보의 산업효과 분석 안은영 한국지질자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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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경제

자원정책

비철금속 시장의 선물과 현물가격 분석을 

통한 효율적 시장 가설 검증
오선아 서울대학교

자원경제

자원정책

지질자원 분야 연구사업의 효과 분석을 

위한 계량경제지표 개발 및 적용

안은영, 신중호, 

*김병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충주대학교

자원경제

자원정책

에너지자원 연구개발 사업의 기술로드맵 

작성의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이유아, 문창권, 

허은녕 
서울대학교

물리탐사

지구물리

MCSEM을 이용한 천해 대염수층 CO2 

지중격리 모니터링 설계변수 고찰

강서기, 설순지, 

변중무
한양대학교

물리탐사

지구물리

고래 V구조에서의 MCSEM CO2 

지중격리 모니터링 가능성 고찰

강서기, 설순지, 

변중무
한양대학교

물리탐사

지구물리

자동·연속 측정장치를 이용한 석모도 

지표 암석의 탄성파 속도 특성 분석

이상규, 이태종, 

성낙훈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지구물리
VLF 탐사 계측 신기술 분석 정현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지구물리

해남 천열수광상일대 정밀항공탐사 및 

후속 수상탐사 1차적 자료처리 결과

정현기, 임형래,

*조성호, *이효선, 

*이혜연, 임무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과학기술연합대

물리탐사

지구물리

융합 전기-지화학탐사(CHIM)법의 

적용성 분석
이혜연, *정현기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지구물리

나머지 파동장 자름 전처리 기법을 

적용한 동시 송신원 파형역산

손우현, *편석준, 

신창수

서울대학교,

*인하대학교

물리탐사

지구물리

Reverse Time Migration for Tilted 

Transversely Isotropic (TTI) Media

*D. H. Hien,

**S. Jang, 

**Y. Kim

*UST,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지구물리

물리탐사 요소기술 융합 응용에 의한 지각

매질 투과 지하정보 통신기술 가능성
정현기, 신중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지구물리

축소모형 실험을 이용한 횡적 등방성 

매질에서의 탄성파 특성연구
하영수, 신성렬 해양대학교

자원활용

자원소재

하이드로퀴논과 플러렌 합성물의 

분광학적 분석과 수소 저장특성 연구

안숙현, 이형훈, 

김병수, 윤지호, 

*이강우, *문동현, 

*신형준

해양대학교, 

*㈜유성

자원활용

자원소재

자력선별에 의한 섬아연석 분리·선별 

특성

정수복, 정미희, 

김형석, 김병수, 

*김영훈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물자원공사

자원활용

자원소재
Bioleaching of Non-ferrous Metals B.D.Pandey

MEF Division, 

NML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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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활용

자원소재

시멘테이션 반응에 의한 이리듐 나노 

입자 생성

김영진, 김도형, 

김지숙, 이재령
강원대학교

자원활용

자원소재

콩고민주공화국 코발트 정광의 친환경 

제련 기초연구

손정수, 남철우, 

양동효, 김수경, 

신선명, 김병수, 

강진구, 박경호, 

이강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활용

자원소재
창수광산 몰리브덴광 부유선별 특성연구

전호석, 박철현, 

*김학순, 김병곤, 

*정수복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

자원활용

자원소재

스카른 복합광의 고전압 펄스 파분쇄

(ED: Electrical disintegration) 실험 및 

단체분리도 평가

양정훈, 조상호, 

정상선, *정수복, 

**김영훈, 

***박재구, 

****가네꼬 카츠히꼬

전북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물자원공사, 

***한양대학교,

****일본 북해도대학

자원활용

자원소재

휴대폰 PCBs기판으로부터 금의 선택적 

회수

김은영, 이재천, 

김민석, 

Nguyen.V.N,

정진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활용

자원소재

해사 중 monazite의 선택부선을 위한 

기초연구

송보건, 우정연, 

정문영, *신희영, 

*배인국, *채수천

세명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활용

자원소재

광산폐기물의 순환자원화를 위한 CTB 

개발

김주익, 김상우, 

정문영, *강헌찬, 

**박제현, 

**권현호

세명대학교, 

*동아대학교, 

**한국광해관리공단

자원활용

자원소재

Implication of Process Mineralogy 

for Beneficiation and Sustainable 

Exploitation of Low Grade High 

Alumina Iron Ore Resources from 

Eastern India

*Vinod Kumar, 

**G.N.Jadhav, 

**N.K.Khosla, 

***S.P.Mehrotra, 

K.K.Bhattacharyya, 

VinayKumar

NML (India),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Bombay,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Kanpur, *KIGAM

자원활용

자원소재

Effect of Lower CO2 Flow Rates 

on Aragonite PCC Particle Size at 

Lower Temperatures

Thenepalli 

Thriveni,

Kwang Suk 

You,

Ji-Whan Ahn

KIGAM

자원활용

자원소재

Pilot 규모의 비중선별 시스템을 이용한 

옹진해사의 중광물 선별특성

이영재, 김정윤, 

신희영, 배인국, 

채수천, 김동범, 

권성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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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천연가스

지하수

인공신경망 기법을 이용한 pH 민감성 

폴리머의 점도 모델 개발
강판상, 임종세 해양대학교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시추공 자료를 이용한 오일샌드 

저류층 물성 추정 연구

이동건, 임종세, 

*최종근

해양대학교,

*서울대학교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Investigation of Reservoir Parameter 

Effects on Polymer Properties by 

Using Experimental Design Method

Tho N. Tu, 

Wisup Bae, 

Taemoon 

Chung,

*Daeki Hur

Sejong University,

*KIGAM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Selection of an Optimal Artificial Lift 

Method for the Deep Light Oil Wells 

in West Kazakstan

Rustem 

Arystanbay, 

Wisup Bae, 

Myungjin Nam, 

*Sangsoo Ryou, 

*Taeheon Jang, 

*Minkyu Jung

Sejong University, 

*KNOC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Geological Modeling of Fractured 

Basement Reservoir-Using Artificial 

Neural Network Method

Nguyen Thi 

Bich Ngoc, 

Wisup Bae, 

*Nguyen Lam 

Anh,

**Dang Thanh 

Quy Cuong 

Sejong University, 

*Vietsovpetro 

JV (Vietnam), 

**Calgary University  

(Canada)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Optimum Operating Conditions 

for SAGD Process by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Huy X. Nguyen, 

Myung Jin Nam,

Wisup Bae, 

Ngoc B. T. 

Nguyen,

Tho N. Tu

Sejong University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북극지역 미발견 석유자원 현황 분석

권순일, 강일오, 

정지헌, *이정환, 

*안승희, *신창훈

동아대학교,

*가스공사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북아프리카의 석유시스템

박영수, 

*Soumya 

Beneyad,

김현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과학기술연합대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Wellbore storage effect를 제거한 

유정시험 해석기법 현장적용 연구

배재유, 장일식, 

조호범, 이원규, 

김영식

석유공사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대수층이 강한 중질유 생산광구의 증진

회수기법 전산모사 연구

김동균, 최진호, 

정성훈, 강주명, 

민배현, *송철환

서울대학교,

*석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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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천연가스

지하수

CSS 공법을 적용한 탄산염암 유전의 

흡입유동 메커니즘 분석 연구

박혜민, 이영수, 

서준우, 김주형, 

성원모

한양대학교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2D 균열유동이 적용된 3D DFN 유동 

시뮬레이터 개발 및 응용

이태훈, 이영수, 

장영호, 서문혁, 

성원모

한양대학교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다공질 매체 내 CO2 주입에 의한 오일회

수능력에서 슬러그 사이즈의 영향
차지홍, 전보현 인하대학교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다공질 매체 내에서 CO2 주입 시 Oil의 

점성도에 따른 회수율의 차이에 대한 연구
오주영, 전보현 인하대학교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Sequential Polymer Injection 

Treatments for Enhancing 

Oil Production Using Relative 

Permeability Modifier: Laboratory 

Experiment for Novel Conformance 

Control

Taemoon 

Chung,

Wisup Bae, 

Seungtae Kim, 

Sangmin Oh, 

Tho N. Tu, 

*Moonsuk Baek

Sejong University, 

*KOGAS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강력 저반수 유전의 가스·물코닝 분석을 

통한 오일 생산성 증진 연구

이우철, 이영수, 

김기홍, 성원모
한양대학교

암반역학

발파·지하공간

3차원 지하공동 굴착 및 지보의 진행에 

따른 암반의 응력경로에 관한 연구

임성범, 손   민, 

김민관, 문현구
한양대학교

암반역학

발파·지하공간

입체사진측량기법을 이용한 파쇄암 입도

분포 추정
한정훈, 송재준 서울대학교

암반역학

발파·지하공간

인공신경망을 활용한 암반사면 안정성 

예측 및 안정대책 결정
변이석, 문현구 한양대학교

암반역학

발파·지하공간

Constant stress rate 방법을 이용한 

암석의 임계하 균열 성장 지수 결정
고태영, *문현구

SK건설,

*한양대학교

암반역학

발파·지하공간

한계변형률 예측치를 이용한 지하공동 

안정성 평가 방안

강윤경, 장원일, 

정진
해양대학교

암반역학

발파·지하공간
한일터널의 기본구상과 향후과제 최치국 부산발전연구원

암반역학

발파·지하공간
부산 및 거제지역의 지질특성

김재영, 김찬홍, 

최재우
㈜동아지질

암반역학

발파·지하공간

해저지반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해저터널

의 조사기법
박의섭, 신희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암반역학

발파·지하공간
해저터널의 건설공법별 주요 고려사항 장석부, 권승 ㈜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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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반역학

발파·지하공간
장대 해저터널의 굴착기술 장수호 건설기술연구원

암반역학

발파·지하공간

해저터널의 지하수침투를 고려한 차수

그라우팅 설계와 굴착 위험시나리오 

계획

허도학, 장석부, 

*서영호, *주광수, 

*남하용

㈜유신, *현대건설

암반역학

발파·지하공간

해저터널의 환기 및 방재대책CS의 CDM 

사업화 논의내용 및 전망
이창우 동아대학교

포스터
CO2 지중저장을 위한 주입공정시 고려

사항
이대수, 이강렬 한국전력공사

포스터
인광석의 수급현황과 해외 프로젝트 

조사사례

김종남, *이희숙, 

전효택

서울대학교,

*광물자원공사

포스터
우기 사면안정 해석을 위한 적정 지하

수위 평가 연구

김진환, 백 용, 

권오일, 윤천주
건설기술연구원

포스터
붕괴가 발생한 편마암질 풍화암 절토

사면의 대책공법 선정 연구

권오일, 김진환, 

백   용
건설기술연구원

포스터
불포화 사면의 수치해석 방법에 관한 

연구

김대훈, 백환조, 

김경만
강원대학교

포스터
철산화균을 이용한 중금속 오염토양의 

미생물학적 용출 최적화 연구

한협조, 이종운, 

*전효택,

**권영호

전남대학교,

*서울대학교,

**한라건설㈜

포스터
영가철을 이용한 토양 내 비소의 환원

고정처리기술 개발

이상훈, *정우식, 

김현민, 김선준, 

*전병훈,

**최재영,

***고주인

한양대학교,

*연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포스터
폐금속광산 광미의 고형화/안정화 

처리에 따른 중금속 용출 특성 연구

민경원, 이현철, 

서의영, 이원섭, 

이효길

강원대학교

포스터
폐석적치장 산성광산배수 발생 억제를 

위한 석탄회의 적용

고주인, 이진수, 

권현호, *김동국, 

*오세진, *양재의, 

**황인호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대학교,

**㈜소암컨설턴트

포스터
AMD 처리를 위한 유기기질물질 Lab-

scale test

정진웅, *임길재, 

*지상우, *정영욱, 

**심연식, 이현구

충남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포스터
광물 분석을 이용한 지하 암반 연약대의 

풍화도 평가

박창신, 현창욱, 

박형동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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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광산폐기물 복토시스템에서 모관차수 및 

다짐성능 평가

임길재, 정영욱, 

지상우, *정진웅, 

김재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충남대학교

포스터
박테리아 세포외 중합체(EPS)에 의한 

크롬의 흡착 및 산화상태 변화

조정희, *박현성, 

**고명수, 이종운

전남대학교,

*한국광해관리공단,

** 광주과학기술원

포스터
동결-융해 인공풍화에 의한 암석의 지질

공학적 물성 변화

박지환, 현창욱, 

박형동
서울대학교

포스터 인공 산성비에 의한 암석의 풍화도 분석

조훈회, 현창욱, 

*신동준, *신동진, 

*유종호, *임정균, 

*윤명섭, 박형동

서울대학교,

*서울한성과학고

포스터
폐알루미늄을 이용한 수중 비소 제거에 

관한 연구

정지원, 지상우, 

임길재, 정영욱, 

*정진웅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충남대학교

포스터
인산염 및 계면활성제에 의한 토양의 

분산 특성

전철민, 박정식, 

김재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오염된 토양으로부터 비소 및 중금속 

용출 효율 향상을 위한 Acidithiobacillus 

ferrooxidans를 이용한 Bioleaching 

적용에 관한 연구

김현아, 이근영, 

김주용, *권영호, 

*김병규, 김경웅

광주과학기술원,

*한라건설㈜

포스터
안정화 물질 주입을 통한 토양 내 비소 

안정화 현장연구

고명수, 김주용, 

*이진수, *고주인, 

김경웅 

광주과학기술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포스터
몽골 Choibalsan지역 발전소 석면

폐기물 처리를 위한 조사 및 분석

정선우, 백승한, 

김봉섭, 최승진, 

윤성문, 박창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포스터
지질 특성에 따른 토양 안정화제 비율 

선정

김탁현, 정영국, 

서병성, 남광수
한국광해관리공단

포스터
IE기법 및 IR기법을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 연구

노명근, 오석훈, 

서백수, 김기연, 

안태규

강원대학교

포스터
암석 물성과 전기 비저항을 이용한 광체 

매장량에 관한 연구

노명근, 오석훈, 

한성미, 지윤수
강원대학교

포스터
효율적인 에너지 전달을 위한 타격판 

설계

김진후, 이영현, 

김성보
동아대학교

포스터
최신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한 USN 개념 

탐사장비 개발

조성호, *정현기, 

이효선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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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고속 VLF, SBAS DGPS 수신기, 3축자

기/2축경사계 통합 제어계측 구축 시험
조성호, *정현기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MRS탐사 현장적용시의 배경잡음 극소

화 배열 대책

이효선, *정현기, 

이혜연, *손정술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폐갱도 탐지 시추공간 전기탐사 토모 

적용성 전산모델링 결과 분석

이효선, *정현기, 

*손정술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화강암에 대한 Burgers 모형의 

유변학적 상수 결정

윤용균, *김병철, 

**조영도

세명대학교,

*주한엔지니어링,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3차원 개별요소해석을 통한 갱내 파쇄 

시설의 안정성 평가

정   진, 장원일, 

강윤경
해양대학교

포스터
지반침하 변수의 가중치 산정에 관한 

연구

최성웅, 이승중, 

이덕환, 김형준, 

황희영, 김병렬

강원대학교

포스터
광산 지보 수치해석을 통한 스프레이 

콘크리트 보강도 평가
마상준, 강은구 건설기술연구원

포스터
광산 스프레이 콘크리트 활용을 위한 

이동식 믹서(Mobile Mixer)의 적용성 평가
김동민, 마상준 건설기술연구원

포스터
석회석 광산 막장에서의 환기특성에 

관한 전산유동해석

이동길, 조영도, 

강중석, 강상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몽골 자원개발·광해방지시장 현황 및 

향후 전망

백승한, 김봉섭, 

정선우, 최승진, 

윤성문

한국광해관리공단

포스터
고수분 저등급 KBB탄의 물리화학적 

특성 평가
김재관, 이현동 한전

포스터
석탄의 열적 특성과 석탄 Pile 내부 온도

변화의 상관관계 연구
이현동, 김재관 한전

포스터
다구치 강건설계법을 이용한 햄머밀의 

석탄분쇄 최적조건 설계

박종력, 김병곤, 

최홍일, 전호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양양철광 철광석의 품위 향상을 위한 

자력선별

전호석, *김진형, 

**백상호, 김병곤, 

**김학순, 정수복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충남대학교,

**과학기술연합대학

원대학교

포스터
미립자 모나자이트광의 부유선별 특성 

연구

전호석, 백상호, 

박철현, *한오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조선대학교



572  · · The Korean Society of Mineral and Energy Resources Engineers 50th Anniversary

구분 주제 및 분야 제목 저자 소속

2010년 제95회 

추계학술발표회 

(2010.10.20~21)

포스터
해사 중광물의 유가물 침출을 위한 기초

조사

유경근, 박홍기, 

*신희영

해양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EAF 분진으로부터 유가금속을 회수하기 

위한 기초 연구

박남준, 강정권, 

배준일
㈜원진월드와이드

포스터
하소와 NaOH용해에 의한 WC-Co계 

초경합금 슬러지로부터 텅스텐의 회수

김지혜, 이재천, 

정진기, 김병수, 

김수경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폐인쇄회로기판으로부터 금속과 

플라스틱의 분리 기술 연구

신우철, 정진기, 

이재천, *유경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해양대학교

포스터
질소첨가에 따른 매립가스 

하이드레이트의 특성연구

이형훈, 안숙현, 

남병욱, 윤지호, 

*이강우, *문동현, 

*신형준

해양대학교,

*㈜유성

포스터
지중열교환기 뒤채움재의 역학적 성질 

향상에 관한 연구

이동주, 유재훈, 

김동휘
강원대학교

포스터
하이드로퀴논을 첨가한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특성연구

남병욱, 이형훈, 

김병수, 윤지호, 

*이강우, *문동현, 

*신형준

해양대학교,

*㈜유성

포스터
메탄, 이산화탄소 가스하이드레이트 

펠릿 강도 연구

김병수, 안숙현, 

남병욱, 윤지호, 

*이강우, *문동현, 

*신형준

해양대학교,

*㈜유성

포스터 전기화학공정에 의한 중금속 이온제거

김영진, 

Davaadorj,

정다정, 이재령

강원대학교

포스터

Role of Copper in Bioleaching of 

Gold from Waste Mobile Phone 

PCBs using C. Violaceum

Chi Dac Tran. 

*Kyoungkeun 

Yoo,

**Jae-chun Lee,

**Jinki Jeong, 

***B.D.Pandey

UST,

*Korea Maritime 

University, 

**KIGAM,

***NML (India)

포스터

Study on the Kinetics of the 

Oxidation of Thiosulphate by 

Copper(II) Ammines

Ha Vinh Hung, 

*Jae-chun Lee, 

*Jinki Jeong, 

HuynhTrungHai, 

**B.D.Pandey, 

*Soo-Kyung 

Kim

HUST (Vietnam), 

*KIGAM,

**NML (India)

포스터
전기로 산화 슬래그의 탄산화 반응을 

통한 잔골재 제조에 관한 연구

이성호, 유광석, 

안지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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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석회석을 이용한 산업원료용 미분체 

제조에 관한 연구

안응모, *이수정, 

**김윤종,

**조건준, *조성백

충남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미네월드

포스터

Effect of pH on Bioleaching of 

Uranium from Low-grade ore 

using Unadapted Acidithiobacillus 

ferrooxidans

Ajit Kumar 

Patra, 

Debabrata 

Pradhan, 

Dong-Jin Kim, 

Jong-Gwan 

Ahn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가곡광산 연·아연광 분리부선을 위한 

기초 특성

노혜정, 김영훈, 

현종영, 유승우, 

이기형

광물자원공사

포스터
폐플라스틱 재생복합소재의 기계적 성질

에 미치는 첨가제의 효과
김종민, 홍현선 고등기술연구원

포스터
역학 모델을 이용한 파이프 내 2상 

유동의 패턴 결정
이근상, *김현태

경기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산화마그네슘-폴리우레탄 합성매체를 

사용한 산성광산배수의 망간제거 가능성

최한나, 우남칠, 

*장   민

연세대학교,

*한국광해관리공단

포스터
가스전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시뮬레이션 연구

신창훈, 한정민, 

박승수, 안승희, 

주우성, 이정환

가스공사

포스터
PR EOS를 이용한 아스팔텐 침전 분석 

모델 연구

손한암, 이영수, 

서준우, 김상진, 

성원모

한양대학교

포스터
석유 생산최적화 설계를 위한 노달분석 

기술개발 동향

김기하, 임종세, 

*김현태

해양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생산 유·가스전 유동안정성 확보 기술
강판상, 백승영, 

임종세, *강성필

해양대학교,

*에너지기술연구원

포스터
오일샌드 저류층내의 이상투수층 분포에 

의한 스팀챔버 형성 영향 분석

김승태,Tu N. Tho, 

정태문, 

배위섭, *이원규

세종대학교,

*석유공사

포스터
CTD(Coiled Tubing Drilling) 운영 

시스템 구축

이경북, 주성규, 

*여명준, **박완문, 

성국주, 임정택, 

박형동, 최종근

서울대학교,

*석유공사,

**Schlumberger

포스터
지식흐름 관점에서 가스하이드레이트 

연구의 학제간 다양성 분석
김민지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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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화학

응용지질

자원환경

Association between Arsenic 

Concentrations in Paddy Soils and 

Rice Grains in the Mekong River 

basin of Cambodia: A Consequence 

of the Application of Groundwater 

Irrigation in Agricultural Practice 

Kongkea Phan, 

*Savoeun 

Heng, 

**Suthipong 

Sthiannopkao, 

*Samrach 

Phan, 

*Laingshun 

Huoy, Kyoung-

Woong Kim

GIST, *Royal 

university of 

Phnom Penh 

(Cambodia), 

**National Cheng 

Kung University 

(Taiwan), 

***Resource 

Development 

International-

Cambodia 

(Cambodia)

지구화학

응용지질

자원환경

Distributions of Pharmaceuticals in 

Hospital Wastewaters During both 

Hot and Cold Seasons 

Do Manh 

Cuong, 

Kyoung-

Woong Kim, 

*Nurfaizah 

Abu Tahrim, 

Jaeweon Cho, 

Eun Kyung Lee, 

Seo-Young 

Kang, **Tran 

Quang Toan, 

***Tran Dac 

Phu 

GIST, *Universiti 

Kebangsaan 

(Malaysia), 

**National Institute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ealth (Vietnam), 

***Ministry of 

Health (Vietnam)

지구화학

응용지질

자원환경

알칼리공급조 상부에 침전되는 산성광산

배수 슬러지에 관한 연구 

박현성, 심연식, 

이현주, 권현호, 

*남진식

한국광해관리공단, 

*수원여자대학

지구화학

응용지질

자원환경

사격장 중금속 오염토양 정화를 위한 

물리적, 화학적 복합공정 

박제현, 이진수, 

권현호, 오세강, 

*이성주

한국광해관리공단, 

*서울대학교

지구화학

응용지질

자원환경

사격장 토양 내 중금속의 처리를 위한 

미생물학적 용출 기법의 적용

한협조, 이종운, 

*전효택

전남대학교,

*서울대학교

지구화학

응용지질

자원환경

환원환경 석회석의 알카리도 발생 평가 

정영욱, 임길재, 

지상우, *박현성, 

*심연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광해관리공단

지구화학

응용지질

자원환경

Metal Pollution Assessment of 

Sediment and Water in the Saigon 

River, Vietnam 

Penradee 

Chanpiwat, 

*Suthipong 

Sthiannopkao, 

Kyoung-

Woong Kim, 

**Nguyen Thi 

Van Ha

GIST, *National 

Cheng Kung 

University 

(Taiwan), **Ho 

Chi Minh City 

University of Tech.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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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화학

응용지질

자원환경

Black Carbon: Carbon Sequestration 

and Environmental Application 

오석영, 손종길, 

*Pei C. Chiu

울산대학교, 

*University of 

Delaware (USA)

지구화학

응용지질

자원환경

The Influence of Dissolved Organic 

Carbon on Metal Leaching Behavior 

in Weathered Tailings 

황태운, Carmen 

M. Neculita
KAIST

지구화학

응용지질

자원환경

알파 비적 검출기의 지질학적 이용 기술 홍영국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구화학

응용지질

자원환경

라돈을 이용한 지진 및 화산 분화예측 

기술 
홍영국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구화학

응용지질

자원환경

Mineral Assemblages of Gold in the 

Porphyry-epithermal Systems in the 

Srednogorie Zone, Bulgaria 

Kamen 

Bogdanov

Bulgaria Sofia 

University

지구화학

응용지질

자원환경

Platinum Group Metals and Other 

Heavy Elements in Urban Dust 

Samples of Seoul and Budapest 

Manfred Sager

Austrian Agency 

for Health and 

Food Safety 

(Austria)

지구화학

응용지질

자원환경

일동 Fe-스카른광산 부근에서의 

Orientation Biogeochemical

Exploration 

전수현, 김종남, 

전효택
서울대학교

지구화학

응용지질

자원환경

일동 Fe-스카른광상 주변에서의 암석-

토양-식물중의 희토류원소 분산 특성 

김종남, 전수현, 

전효택
서울대학교

지구화학

응용지질

자원환경

강우량과 시간변화에 따른 GIS 기반의 

광물찌꺼기 이동 모델링 

김성민, *최요순, 

박형동, **권현호, 

**윤석호, **고와라

서울대학교,

*부경대학교,

**한국광해관리공단

지구화학

응용지질

자원환경

Fate of Triclocarban and Triclosan 

in Soils 

차종문,

*Alison M. 

Cupples

동아대학교, 

*Michigan State 

University (USA)

지구화학

응용지질

자원환경

Community Exposure to Arsenic in 

the Mekong River Delta, Southern 

Vietnam 

Hoang 

Thi Hanh, 

*Sunbaek 

Bang, Kyoung-

Woong Kim, 

**Nguyen My 

Hoa

GIST,

*MIRECO, 

**Cantho 

University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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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천연가스

지하수

Sequential Polymer Injection 

Treatments Using RPM: Effects of 

Multi-layer Adsorption of Cationic 

and Anionic Polymers 

Taemoon 

Chung, Wisup 

Bae, Hyunjin 

Koh, Sangmin 

Oh, *Won Ryoo, 

**Jeonghwan 

Lee, 

***Byounghi 

Jung 

Sejong University, 

*Hongik Universit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A Study on Horizontal Well Efficiency 

with Reference to Improved Oil 

Recovery of the Fracture Basement 

Reservoir in Vietnam 

Lu Dinh Vi, 

*Nguyen Minh 

Quy, Wisup 

Bae, Taemoon 

Chung, 

Seungtae Kim 

Sejong University, 

*Vietnam 

Petroleum Institute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Hydraulic Fracturing Design in 

Oligocene Reservoir in Vietnam 

Danh H. 

Nguyen, *Huy 

N. T. Nguyen, 

Wisup Bae, 

Taemoon 

Chung, 

Seungtae Kim, 

**Jeonghwan 

Lee 

Sejong University 

*PVEP (Vietnam), 

**Chonnam 

National University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석유 회수증진기법 

적용 가능성 평가 

신효진, 강판상, 

임종세
해양대학교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유선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오일샌드 

저류층의 비유사성거리 계산 

진정우, 임정택, 

이혜선, 최종근
서울대학교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몽골 CBM 시추공 가스량 측정 실험 

연구 

한동권, 강일오, 

권순일, *김영완, 

**김현태, **허대기

동아대학교,

*가스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CO2 혼합주입 시뮬레이션 연구 이원석, 김현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CO2-CH4의 흡·탈착 현상이 CBM의 

생산증진에 미치는 영향분석 

김기홍, 김상진, 

이민규, 이근상, 

성원모

한양대학교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Investigation into Effects of 

Operational Parameters on Steam 

Circulation for Start-up Procedure 

of SAGD Process 

Seungtae Kim, 

*Changhyup 

Park, Wisup 

Bae, Taemoon 

Chung, 

**Byounghi 

Jung

Sejong Universit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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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천연가스

지하수

가스하이드레이트 함유층의 생산성 예비

타당성 분석 

김세준, 

*George J. 

Moridis

KIGAM, 

*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oratory (USA)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거래 특성을 고려한 미국의 유형별 

생산 유·가스전 가치평가 특성요소 분석 

신승헌, 박희원, 

*임종세, **김현태

에너지홀딩스그룹㈜, 

*해양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수공법 적용시 유전의 EUR에 관한 이론

적 평가 연구 

신창훈, 이영수, 

*이정환

가스공사,

*전남대학교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미얀마 해상 가스전에서 컨덴세이트 

폐기 처리 

박재현, 양수영, 

이흥범
대우인터내셔널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Case Study on Optimization of PC 

Pump Operation with a TWM System 

at an Oil Field in West Kazakhstan 

Rustem 

Arystanbay, 

Wisup Bae, 

Myung Jin Nam,

*Sangsoo Ryou, 

*Taeheon Jang, 

*Jaekyung Park

Sejong University, 

*KNOC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가스하이드레이트 지층의 온도 및 압력 

분포 모델링

이경재, *박장준, 

최종근

서울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Investigation into Surfactant Phase 

Behavior in EOR Process 

Kwan-min Ko, 

Bohyun Chon
Inha University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The Effect of Varying Concentration 

and Pore Volumes of Polymer 

Injected in Polymer Flooding for 

Heavy Oil Recovery 

Jaechul Jung, 

Bohyun Chon
Inha University

암반역학

발파·지하공간

Split Hopkinson Pressure Bar를 이용

한 암석의 동적인장강도 평가 

강명수, 안중량, 

조상호, 김승곤, 

*이연규

전북대학교,

*군산대학교

암반역학

발파·지하공간

Assessment of Treating Soft Soil 

with Lime, Cement and Additive 

Ngo Tan 

Phong, 

*Nguyen Manh 

Thuy, Hyung-

Sik Yang

Chonam National 

University, 

*HCMUT 

(Vietnam)

암반역학

발파·지하공간

Simulation of the Propagation 

of Fracture Geometries in the 

Hydraulic Fracturing Process 

Do Quang 

Khanh, Hyung-

Sik Yang

Chonam National 

University

암반역학

발파·지하공간

도심지 지하도로 대기환경부하 저감방안 

연구 

김두영, 이승호, 

이창우, *윤성욱

동아대학교,

*GS건설

암반역학

발파·지하공간

중간 주응력을 고려한 암석의 3차원 

선형 파괴조건식 
이연규 군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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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반역학

발파·지하공간

분포형 광섬유케이블 측정기법을 이용한 

폐탄광지역 지반침하 장기모니터링 

장항석, *송재준, 

김태혁, 권현호

한국광해관리공단, 

*서울대학교

암반역학

발파·지하공간

Pillardesign under Large Angular 

Discontinuities in Underground 

Limestone Mines 

Mahrous A. M. 

Ali, Hyung-Sik 

Yang

Chonam National 

University

물리탐사

지구물리

Mw 7.0 이상의 지진에 의한 뉴질랜드 

지하수위 변동 특성 

송성호, *COX, S., 

*WHITE, P., 

*ZEMANSKY, G., 

최종학

농어촌공사,

*GNS Science, 

New Zealand

물리탐사

지구물리

Core-Transducer 간 밀착력이 탄성파

속도 측정에 미치는 영향 
이상규, 이태종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지구물리

가스하이드레이트 탄성파탐사자료로

부터 유사공극률 검층자료 생성

이덕영, 변중무, 

설순지, *유동근

한양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지구물리

3D 탄성파 탐사자료에서 확인되는 

해저면 근처 가스하이드레이트 

강동효, 유동근, 

류병재, *김지수, 

강년건, 이보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충북대학교

물리탐사

지구물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국제공동연구 

호주 Otway CO2 지중저장 프로젝트의 

CRC-2 시추공의 Well Completion 소개

황세호, 박용찬, 

박찬희, 허대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지구물리

심해저 광물자원 양광시스템의 모니터링 

방안 

윤치호, *조철현, 

박종명, 박삼규, 

강중석, *이광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하정보기술㈜

물리탐사

지구물리

감쇠 파동방정식과 등가분포 송신원을 

이용한 3차원 주시 계산 

곽상민, *편석준, 

손우현, 신창수

서울대학교,

*인하대학교

물리탐사

지구물리

육상 탄성파탐사를 위한 에어건 커플러 

고안 
김진후, 이종철 동아대학교

물리탐사

지구물리
MCNP를 이용한 밀도검층 시뮬레이션 

구본진, 남명진, 

*황세호

세종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지구물리

인도네시아 Atadei 지열 사이트 MT 

자료의 3차원 역산

남명진, 한누리,

장재화, *송윤호,

*이태종, 

**Toshihiro 

Uchida

세종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AIST

물리탐사

지구물리

3차원 해양 전자탐사 모델링 알고리듬 

개발 및 반응 분석

한누리, 남명진, 

구본진, *김희준

세종대학교,

*부경대학교

자원활용

자원소재

고전압 펄스 파분쇄 실험 및 Microfocus 

X-ray CT를 이용한 단체분리도 평가 

양정훈, 조상호, 

*정수복, **김영훈, 

***박재구,

****가네꼬 카츠히꼬

전북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물자원공사, 

***한양대학교, 

****북해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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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활용

자원소재

자원처리 기술을 이용한 클레이 사격장 

오염토양에서 납탄의 분리·선별 

정미희, 정수복, 

*온정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소암컨설턴트

자원활용

자원소재

영남육괴 장군석회암층에서 산출되는 

연·아연광의 부유선별 특성 

최도영, *최준현, 

**김완태, **김관호, 

**김상배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활용

자원소재

Leaching of PGM from Spent 

Autocatalyst using Electro-

generated Chlorine in Hydrochloric 

Acid

A.K.Upadhyay, 

Jinki Jeong, 

Jae-Chun Lee

KIGAM

자원활용

자원소재

Optimization of Process Variable 

of Air Elutriation for Separation of 

Valuable Metals from the Ground 

Printed Circuit Boards 

Vinod Kumar, 

Jae-chun Lee, 

Jinki Jeong, 

Jae-min Yoo

KIGAM

자원활용

자원소재

Microbubble Column 부선에 의한 

고품위 인상흑연 선별에 관한 연구 

홍종원, 한오형, 

강현호, Jambal 

Davaasuren,

박신웅, *전호석

조선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활용

자원소재
황화광물의 표면특성과 소수성과의 관계 

정문영, 우정연, 

허   원, *이경용, 

*문재운, **김주익

세명대학교,

*한국해양연구원, 

**대우조선해양SMC㈜

자원활용

자원소재

IN-TH 광산 갈탄산물의 활용성 증대를 

위한 분리연구특성 

권성원, 김정윤, 

배인국, 신희영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활용

자원소재

Gold Recovery from Waste Rinse 

Water Containing Iodine by 

Activated Charcoal 

Nghiem V. 

Nguyen,

*Jinki Jeong,

*Jae-chun Lee, 

*Doyun Shin

UST,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활용

자원소재

변혁기의 한국 자동차리싸이클링

시스템과 발전과제

오재현, *김준수, 

**문석민,

***민지원

연세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ACN, ***KIRR

자원활용

자원소재
동보 텅스텐광 선별시스템 개발 

전호석, 양정일, 

김병곤, *백상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

자원활용

자원소재
황산용액에서의 해사 Ilmenite 침출 거동 

이성훈, 박승수, 

한요셉, 최준철, 

박재구, *신희영

한양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활용

자원소재

팽창질석을 이용한 흡음재의 

Impedance Tubes와 잔향실법의 흡음

특성 비교 

박미정, 김창수, 

강헌찬
동아대학교

자원활용

자원소재

유기용매 종류에 따른 태양전지 모듈 

EVA 분해특성 

김영진, 신형욱, 

정다정, 이재령
강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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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활용

자원소재

분자생물학적 방법을 이용한 매립지 

복토용 슬러지 고화물내 이산화탄소 

생광물화 고정균 분석 

안창민, 민동희, 

한지선, *전은정, 

*원종철, *천승규, 

김창균

인하대학교,

*수도권매립지관리

공사

자원활용

자원소재

기체방정식을 응용한 제지슬러지 소각비

산재의 CO2 Sequestration Capacity 

특성분석 

임미희, 남성영, 

이종규, 안지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활용

자원소재

산업폐기물 소각 비산재, 바닥재의 

탄산화 및 중금속 안정화 특성 연구 

남성영, 정성명, 

이성호, 임미희, 

유광석, 안지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교육/자원공학 

교재개발 성과보고

해외자원개발 인력양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안 

양형식, 김명준, 

이종운, 김원범 
전남대학교

자원경제

자원정책

원유시장의 효율성 분석을 위한 기초 

연구 
김민지, 허은녕 서울대학교

자원경제

자원정책

유가와 경제성장의 관계연구

-OECD국가 패널분석 
김지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경제

자원정책

CO2 파이프라인 수송의 호주사례를 

적용한 비용시산 
김지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경제

자원정책

CO2 공법 적용시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에서 CCS의 경제성
나익환, 전보현 인하대학교

자원경제

자원정책
지질자원분야 미래유망기술 선정 황지호, 권수연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자원경제

자원정책

에너지기술개발 기본계획 자원기술 선정

지표 연구 

안은영, *박정규, 

이재욱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산업기술진흥원

자원경제

자원정책

자원기술별 산업시장분석을 통한 전략

분야 도출 

안은영, 이재욱, 

*정지복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대전대학교

자원경제

자원정책

해외자원개발업의 최적 자본구조 산출을 

위한 기초연구: 해외자원개발업 기업 

분류를 중심으로 

최혁준 서울대학교

자원경제

자원정책
지역에너지기본계획 작성 표준화 연구 

이동준, 김민지, 

허은녕
서울대학교

자원경제

자원정책

국내 희유금속 수요예측 모형에 대한 

고찰 
김진수 한양대학교

자원경제

자원정책
광물 가격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김해연, 허은녕 서울대학교

포스터
토착박테리아의 황화광물 표면 부착 특

성에 관한 연구 -제2연화광산- 

김봉주, 조강희, 

위대웅, *최낙철, 

박천영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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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토착박테리아에 의한 섬아연석의 부식

특성 

위대웅, 조강희, 

김봉주, 오스지, 

박천영

조선대학교

포스터

Characteristic of Selective Oxidation 

and Secondary Material using by 

Thermophilic Indigenous Bacteria 

조강희, 김봉주, 

위대웅, *최낙철, 

박천영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포스터

수치해석을 통한 지속 강우 침투 사면의 

경사각 변화가 침투특성 및 사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동휘, 백환조, 

김대훈, 김경만
강원대학교

포스터

The Removal of Sulfate from 

Aqueous Solution by Electro-

coagulation 

김경조, 지상우, 

임길재, 정영욱, 

서의영, *백기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금오공과대학교

포스터
폐광미-시멘트 고형화에 의한 

수화생성물의 미세구조에 관한 연구 

이원섭, 민경원, 

이현철
강원대학교

포스터
암반 불연속면 측정 및 절리군 분류를 

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손진, 이상호, 

서장원, 박형동
서울대학교

포스터
혐기환경에서 황산염환원 미생물에 의한 

비소거동연구 

고명수, 김주용, 

*이진수, *고주인, 

김경웅

광주과학기술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포스터
고농도 크롬 오염토양 정화를 위한 Soil 

washing 기법의 최적조건 도출 

김현아, 김주용, 

김경웅
광주과학기술원

포스터
광산배수 자연정화처리 시설 내 온도변

화에 따른 정화효율 고찰 

이현주, 박현성, 

강만희, 심연식, 

권현호

한국광해관리공단

포스터

A Parametric Study and 

Comprehensive Analysis for 

Controlling Viscosity in ASP 

Flooding 

Ngoc Nguyen, 

Wisup Bae, 

Sangmin Oh, 

*Cuong Dang, 

Hyunjin Koh, 

**Won Ryoo, 

***Wonkyu Lee

Sejong University, 

*University of 

Calgary (Canada), 

**Hongik 

University, 

***KNOC

포스터

Development of Wettability 

Measuring Apparatus using 

Centrifuge in Fluid-Fluid System 

Hyunjin Koh, 

Taemoon 

Chung, Wisup 

Bae, Sangmin 

Oh, *Won Ryoo

Sejong University, 

*Hongik University

포스터
초음파를 이용한 오일샌드로부터의 

비튜멘 추출 

오상민, 배위섭, 

*류원선, **이원규, 

정태문, 민병언

세종대학교,

*홍익대학교,

**석유공사

포스터
석유 생산시스템 내 유동안정성 확보를 

위한 고형물생성분석장비 설계 

강판상, 백승영, 

임종세
해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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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해양 석유·천연가스 개발을 위한 해저 

생산시스템 기술 동향 분석 

이동건, 백승영, 

임종세
해양대학교

포스터
동적 노달분석 기법을 이용한 단일 석유 

생산정 생산성 예측 
김기하, 임종세 해양대학교

포스터
다점 지구통계학적 기법을 이용한 

저류층 내 채널 모델링 
정선영, 임종세 해양대학교

포스터
오일샌드 저류층 시추공 분석 자료를 

이용한 3차원 공간 물성 추정

이동건, 정선영, 

임종세
해양대학교

포스터
가스하이드레이트 퇴적층 물성 예측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시추공 자료 해석

서광원, *이동건, 

*임종세, **이재형

석유공사,

*해양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SA 기법을 이용한 저류층 특성 역산 

모델 개발 및 활용 

정지헌, 이선민, 

권순일
동아대학교

포스터 브라질 캄포스분지의 석유지질 양우헌 전북대학교

포스터 이란 크옴분지의 석유지질 양우헌 전북대학교

포스터
다중 돔(Dome) 저류층의 생산성 분석을 

위한 해석적 연구 

신창훈, *김지영, 

**이정환

가스공사, *석유공사, 

**전남대학교

포스터
석유 생산 시스템의 파이프 내 2상유동 

시 상관식을 이용한 압력 감소 계산 
이근상, *김현태

한양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다항식 신경망 기법(Polynomial Neural 

Network)을 이용한 탄성파 탐사 자료로

부터의 유사공극률 검층자료 생성 

최재원, *변중무, 

*설순지

석유공사,

*한양대학교

포스터
콘크리트 교각 모형을 이용한 측정위치 

변화에 따른 IE 및 IR기법 적용 연구

노명근, 오석훈, 

서백수, 김기연, 

최재혁, 임정은

강원대학교

포스터
지질적 특성을 고려한 암석코어 상관성 

분석 자료의 3차원 모델링 

안태규, 오석훈, 

서백수, 노명근, 

지윤수, 김기연

강원대학교

포스터

Building Saturated Rock Physics 

Models for 4D Seismic Feasibility 

Study 

Phung K.T. 

Nguyen, Myung 

Jin Nam, 

*Seungpil Jung, 

**Won Sik Kim

Sejong University, 

*KNOC, **KIGAM

포스터
현장계측을 통한 광산 스프레이 

콘크리트의 지보효과에 대한 고찰 

강은구, 마상준, 

김동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포스터
지하수압이 갱도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윤용균, *백영준, 

**조영도

세명대학교,

*성신미네필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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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불연속면을 포함한 석회석 광산 필라 

안정성 평가 

양형식, *장명환, 

김원범, 장형두, 

김정균, 문희숙

전남대학교,

*광물자원공사

포스터
외부 폭발에 의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충격손상에 관한 수치해석적 연구 

김현수, 조상호, 

김승곤, *박   훈, 

**최현훈

전북대학교,

*코리아카코,

**삼성기술연구소

포스터
Real-Time GIS를 이용한 노천광산 

트럭 Dispatching 시스템 개발 
최요순 부경대학교

포스터
도심지역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시공간적 잠재성 평가 
최요순 부경대학교

포스터
광산 스프레이 콘크리트용 이동식 믹서의 

보강섬유 공급장치 개발 

김동민, 마상준, 

강은구
건설기술연

포스터
양양철광 재개광을 위한 광산개발 계획 

연구 

손영진, *최용근, 

김재동

강원대학교,

*㈜지오제니컨설턴트

포스터
Sedimentation Velocity of Ta and 

Nb Pentoxide in the Heavy Medium 

Davaadorj 

Bat-Erdene, 

Junghoon Lee, 

Jaeryeong Le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포스터

Heavy Medium Separation of an 

Artificiality Mineral Including SiO2, 

Ta2O5 and Nb2O5 

Davaadorj 

Bat-Erdene, 

Jeesook Kim, 

Jaeryeong Le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포스터
Delamination of Waste PCBs by 

Attrition Mill 

신우철, 황택성, 

*정진기, *이재천

충남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하소와 NaOH용해에 의한 WC-Co계 

초경합금 슬러지의 순환활용 

김지혜, 이재천, 

정진기, 김병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Hallimond tube를 이용한 해사 내 

유용광물의 선택부선 

정문영, 송보건, 

김상우, 오수현, 

*신희영, *배인국

세명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키르기즈스탄 유연탄을 활용한 한국형 

연탄의 제조 및 특성분석 

양정화, 김윤수, 

백승한, 김봉섭
한국광해관리공단

포스터 리튬 운모광의 부유선별 특성연구 

전호석, 김학순, 

*백상호, 김병곤, 

양정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

포스터
홍천산 모나자이트 희토류광 선별기술 

개발 

전호석, *백상호, 

김병곤, 김학순, 

정수복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

포스터
모나자이트로부터 희토류회수를 위한 

침출거동 조사 

박홍기, 이광석, 

*신희영, 유경근

해양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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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국내 광미로부터 금 침출을 위한 기초

연구 

이광석, 박홍기, 

유경근, *박제현, 

*이진수

해양대학교,

*한국광해관리공단

포스터
흑색셰일형 저품위 우라늄광 기초 선별 

특성 연구 

김영훈, 현종영, 

이기형, 노혜정, 

유승우, 신인수

광물자원공사

포스터
무기성폐기물의 성분에 따른 Calcium 

Sulfoaluminate 합성 거동 연구 

이성호, 유광석, 

황선호, 안지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제지슬러지 소각재의 소성 온도에 따른 

폐지의 백색도 향상 연구 

이종규, 임미희, 

남성영, 안지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광업분야 국가기술자격 동향 및 발전

방향 

남광수, 정영국, 

조희정
한국광해관리공단

포스터
주요 선진국의 전력시장 구조에 따른

에너지 보급지원제도 연구 

유경진, 신영은, 

김해연
서울대학교

포스터
소구경 경사 환형관내 비뉴튼 2상 

유체의 유동 특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최성욱, 한상목, 

황영규
성균관대학교

2011년 제97회 

추계학술발표회 

(2011. 9. 21)

지구화학

응용지질

자원환경

비소제거를 위한 미생물학적 황산염 

환원 산물의 지구미생물학적 영향

고명수, *이종운, 

김주용, **이진수, 

**고주인, 김경웅

광주과학기술원,

*전남대학교,

**한국광해관리공단

지구화학

응용지질

자원환경

스마트폰 기반의 현장 지질구조 측정 및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이상호, 서장원, 

박형동
서울대학교

지구화학

응용지질

자원환경

X-선 단층촬영과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한 저온 환경에서의 암석의 동결

-융해 풍화 분석

박지환, *현창욱, 

박형동

서울대학교, 

*university of 

Alberta

지구화학

응용지질

자원환경

영가철을 이용한 비소오염토양의 정화

이상훈, 김현민, 

강준희, 정병인, 

김선준, *전병훈, 

*정우식, **최재영, 

***고주인

한양대학교,

*연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광해관리공단

지구화학

응용지질

자원환경

덕평지역의 흑색셰일내 저품위 우라늄

광상에서의 Orientation 

Biogeochemical Exploration

김종남, 유영준, 

김국환, *전효택

광물자원공사,

*서울대학교

지구화학

응용지질

자원환경

16S rRNA 염기서열을 이용한 고성, 

연화 및 일본 토착호산성박테리아 동정

김봉주, 조강희, 

위대웅, *백근식, 

*성치남, **최낙철, 

박천영

조선대학교,

*순천대학교,

**전남대학교

지구화학

응용지질

자원환경

적응효과에 따른 폐광석으로부터 

생물학적 용출 향상

위대웅, 조강희, 

김봉주, *최낙철, 

박천영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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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화학

응용지질

자원환경

알카리공급조 후단에서 산화/침전조의 

필요성 유무

정영욱, *서의영, 

임길재, 지상우, 

**심연식, 

**박현성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강원대학교,

**한국광해관리공단

지구화학

응용지질

자원환경

방사선을 조사한 미생물 분해산물에 

의한 깁사이트 및 석영 용해
이종운 전남대학교

지구화학

응용지질

자원환경

미생물과 철 나노입자를 이용한 용존 

비소제거 연구
이종운, *김현철

전남대학교,

*㈜에코덤

물리탐사

지구물리

전기비저항 모니터링에 의한 침출수 

누출 탐지 기법

박삼규, *김현승, 

*송영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전북대학교

물리탐사

지구물리

부정합형 우라늄 광상 지역에서의 시간

영역전자탐사 반응 및 판상체 모델링 해석

유영준, 신홍준, 

*이명종,

**Karl 

Schimann

광물자원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CanAlaska Inc. 

(Canada)

물리탐사

지구물리

해저 열수광상 탐지용 소형 루프형 전자

탐사 시스템의 전자기 반응 계산

최지향, 송윤호, 

이태종, 이성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지구물리
자연전위 모니터링 자료의 효율적 해석

용환호, *강혜진, 

*조인기, **김정호, 

박영규, 이상선, 

권영덕

농어촌공사,

*강원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지구물리

전기비저항에 의한 가축 매몰지 침출수 

누출 조사

김현승, 송영수, 

*박삼규

전북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지구물리

해남군 황산면 일대 물리탐사 이상대 

규명 시도

정현기, 임형래, 

김창렬, *조성호, 

*이효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UST

물리탐사

지구물리

차량탑재형 지상 SAR를 이용한 초정밀 

미세변위 모니터링

김광은, 조성준, 

성낙훈, 강문경, 

이재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지구물리

금속광물 탐사를 위한 시추공내 정밀 

3축 자기 계측 사례들

조성호, *정현기, 

*임형래, 이효선

UST,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지구물리

광물자원 물리탐사용 USN기반 측정체계 

개발 및 현장적용성

정현기, 방은석, 

*조성호, *이효선, 

*이혜연, 배준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UST

물리탐사

지구물리

금속광물탐사용 In-situ 코어 

전기전도도/대자율 측정 사례

이효선, *정현기, 

*손정술, 조성호, 

이혜연

UST,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지구물리

수포화 및 가열건조 암석코어의 시간

경과에 따른 탄성파속도 이방성

이상규, *고휘철, 

이태종

한국지질자원연구원, 

*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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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탐사

지구물리

스카른 광상의 암석 및 광석 물성측정 

결과

신승욱, *박삼규, 

*조성준, 서만철

공주대학교, *한국

지질자원연구원

물리탐사

지구물리

VTI 매질에서의 이방성변수 자동 추출 

모듈개발

권택현, 변중무, 

설순지
한양대학교

물리탐사

지구물리

다성분 VSP 탐사자료의 P파와 PS파 

분리

정수철, 변중무, 

설순지
한양대학교

암반역학

발파·지하공간

아산 편마암, 보령 셰일, 연천 편암의 

역학적 물성, 탄성파 속도, 열전도도 

이방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김한나, *조정우, 

**송인선, 민기복

서울대학교,

*펜실베니아주립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암반역학

발파·지하공간

굴착에 의한 응력경로가 절리암반의 

유동특성에 미치는 영향

손   민, 김민관, 

문현구
한양대학교

암반역학

발파·지하공간

미생물의 풍화에 의한 자류철석의 물성

변화 특성

박영호, 이찬우, 

김봉주, 위대웅, 

윤지성, 박지혜, 

박천영, 강성승

조선대학교

암반역학

발파·지하공간

자연 환기력 추정을 위한 기압장벽고 

개념의 재고찰

김두영, 이승호, 

이창우
동아대학교

암반역학

발파·지하공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설계 및 

Diagonal 공기 회로내 공기흐름 분석에 

관한 연구

황인필, *최희주, 

김   진

인하대학교,

*원자력연구원

암반역학

발파·지하공간

지하 처분장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발열량에 따른 자연환기력 평가

노장훈, *최희주, 

김   진

인하대학교, *원자

력연구원

암반역학

발파·지하공간

전단 및 수직하중하에서 암석 절리의 

접촉면 판별 알고리즘
박정욱, 송재준 서울대학교

자원경제

자원정책
자원분야 국가기술자격 활성화 방안 남광수, 정영국 한국광해관리공단

자원경제

자원정책
유가추세의 변화에 관한 연구 김지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경제

자원정책

국제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간 동조화의 

지역별 비교연구

황광수, *김진수, 

**황영래

가스공사,

*한양대학교,

**지경부

자원경제

자원정책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매장량 기초금융

(RBF) 적용 방안 연구
최혁준 서울대학교

자원경제

자원정책
원유시장 효율성 체계화 연구 김민지 서울대학교

자원경제

자원정책

광물의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고찰-몰리브덴을 중심으로
김해연, 허은녕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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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활용

소재개발

Smoothed Particle Hydrodynamics를 

이용한 충전층 유동의 전산적 모사
권지회, 조희찬 서울대학교

자원활용

소재개발
연속식 원심밀의 분쇄성능연구

문명욱, 이대양, 

조희찬
서울대학교

자원활용

소재개발

반응표면설계법을 이용한 광물찌꺼기의 

고형화/안정화

김상우, 우정연, 

오수현, 허   원, 

김명수, 정문영

세명대학교

자원활용

소재개발

석탄의 고전압 펄스 분쇄 실험 및 

단체분리도 평가

정상선, 조상호, 

강명수, *정수복, 

*김병곤, *양정훈

전북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활용

소재개발

Mechanical Recycling Techniques 

to Separate Valuable and Rare 

Metals from Waste Printed Circuit 

Boards

Vinod Kumar, 

Jae-chun Lee, 

Jinki Jeong, 

Jae-min Yoo, 

Woo-chul Sin, 

Doyun Shin, 

V.Kumar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활용

소재개발

텅스텐광 선별효율 향상 및 처리비용 

저감을 위한 공정개발

전호석, 양정일, 

*백상호, 김병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UST

자원활용

소재개발

Pre-concentration of Ul-Jin 

Cassiterite Ore by a Knelson 

Concentrator

S. I. Angadi, 

*Ho-Seok 

Jeon, **Sang-

Ho Baek, 

*Hak-Soon Kim

CSIR (India), 

*KIGAM, **UST

자원활용

소재개발

Possibility to Use Perovskite 

Oxynitrides as High-k Dielectric 

Materials in Capacitors

Jutharat 

Ahchawarattaworn

Ministry of Industry 

(Thailand)

자원활용

소재개발

하이드로퀴논 포접 화합물의 압력 

변화에 따른 구조 전이에 대한 연구

김병수, 이형훈, 

남병욱, 윤지호, 

*이강우, *문동현, 

*신형준, *한규원

해양대학교,

*㈜유성

자원활용

소재개발

THF 하이드레이트의 온도변화에 따른 

실시간 라만 분광학적 분석에 대한 연구

남병욱, 이형훈, 

김병수, 윤지호, 

*이강우, *문동현, 

*신형준, *한규원

해양대학교,

*㈜유성

자원활용

소재개발

이산화탄소-메탄-질소 혼합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상평형, 분광학적 

분석 및 가스 저장에 관한 연구

이형훈, 안숙현, 

남병욱, 김병수, 

윤지호, *이강우, 

*문동현, *신형준, 

*한규원

해양대학교,

*㈜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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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활용

소재개발

Leaching of Nickel from 

Ni-Al2O3 Spent Catalyst Using 

Hydrochloricacid

P.K. Parhi, 

K.H.Park, 

*G.Senanayake

KIGAM, *Murdoch 

University 

(Australia)

자원활용

소재개발

금풍광산 광물찌꺼기로부터 Cd과 As의 

제거에 관한 연구

박미정, 차종문, 

강헌찬, *박제현, 

*이진수, *권현호

동아대학교,

*한국광해관리공단

자원활용

소재개발

Diol계 추출제를 이용한 염수 중 보론 

추출에 관한 연구

윤미희, 강동준, 

안전웅, *민동준

광물자원공사,

*연세대학교

자원활용

소재개발

A Processing Optimization in 

Electrolytic Dissolution of Tin from 

Lead-free Solder in Alkaline 

Solutions

Soo-Kyung 

Kim, Byung-

Su Kim, Jinki 

Jeong, Jae-

chun Lee

KIGAM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Minifrac Test Analysis in Hydraulic 

Fracturing

Danh H. 

Nguyen, 

Hyunjin Koh, 

Wisup Bae, 

Sangmin Oh, 

*Wonkyu Lee

Sejong University, 

*KNOC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셰일/치밀가스 저류층 유동해석을 위한 

전산유체역학적 연구
신창훈, *박원규

가스공사,

*부산대학교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서부 Texas Eagle Ford 셰일에서의 

수압파쇄 효율성 증진을 위한 암석물리

학적 고찰 및 평가

진규호, 이재욱 석유공사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분리 균열망 모델을 이용한 셰일가스 

저류층에서의 최적 수압파쇄 설계 연구
이재욱, 진규호 석유공사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SA 역산 모델의 변수 민감도 분석

정지헌, 이선민, 

권순일
동아대학교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Status of Coalbed Methane 

Development in Lignite Coal 

Deposits

Amarjargal 

Baatar, 

Youngwan Kim, 

Jeongmin Han, 

*Jeonghwan 

Lee, 

Youngsoon 

Baek

KOGA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Measurement of CO2-brine Relative 

Permeability at Aquifer Condition

정구선, *이재형, 

*허대기
UST, *KIGAM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심부 대수층에 주입된 이산화탄소 누출

탐지를 위한 상부지층 압력모니터링 

타당성 검토

박용찬, 허대기, 

박찬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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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천연가스

지하수

탄산염암 유전에서 열공법 적용시 암체

공극내 모세관흡입 Convective 유동이 

오일생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주형, 박혜민, 

서준우, 이근상, 

성원모

한양대학교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석유 생산 시 온도구배 및 전단율 변화와 

왁스집적 현상 관계 분석을 위한 실험 연구

강판상, 백승영, 

임종세
해양대학교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생산조건 변화에 따른 단일 석유 생산정 

생산성 예측
김기하, 임종세 해양대학교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Prediction of Petroleum Reservoir 

Fluid Properties Using PVT 

Experiments

Lu Dinh Vi, 

Nguyen T.B. 

Ngoc, Wisup 

Bae, *Hoang 

Manh Tan, 

**Jeong 

Hwan Lee, 

***Yunsun Park, 

****Byounghi 

Jung

Sejong University, 

*Vietnam 

Petroleum 

Institute (Vietnam), 

**Chonnam 

National University, 

***Myongji 

University, 

****MKE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Quantification of Economic 

Uncertainties in Polymer Flooding 

Process

Huy Xuan 

Nguyen, Wisup 

Bae, *Wonkyu 

Lee

Sejong University, 

*KNOC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Experimental Evaluation of 

Wettability Alterations for EOR 

Process: Performance of Affecting 

Parameters

Hyunjin Koh, 

Taemoon 

Chung, T.A. 

Gunnadi, Wisup 

Bae, *Won Ryoo, 

**Taewon Uhm, 

**Jinkyu Choi

Sejong University, 

*Hongik University, 

**SK Innovation 

Co., Ltd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Phase Behavior of Mixtures 

between Single and Double Tail 

Anionic Surfactants

Ngoc T.B. 

Nguyen, 

Taemoon 

Chung, Wisup 

Bae, *Jinkyu 

Choi, *Taewon 

Uhm, **Thuoc 

H. Phung, 

**Phuong L. 

Tran, ***Cuong 

T.Q. Dang

Sejong University, 

*SK Innovation 

Co., Ltd., 

**Vietsovpetro 

JVT (Vietnam), 

***Calgary 

University 

(Canada)

석유·천연가스

지하수

Swelling Factors and Diffusion 

Coefficients of High-pressure CO2 

in Bitumen

Sangmin Oh, 

Wisup Bae, 

Taemoon 

Chung, Suranto, 

*Won Ryoo

Sejong University, 

*Hongik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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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Oxidation of Spent Caustic by 

Hydrogen Peroxide and Persulfate 

Activated with Zero-Valent Iron

오석영, 신동식 울산대학교

포스터

Oxidation of Diesel-Contaminated 

Soil by Hydrogen Peroxide and 

Persulfate Activated with Zero-

Valent Iron

오석영, 신동식 울산대학교

포스터 고로슬래그 시멘트의 열전도도 특성
김동휘, 백환조, 

김대훈, 이현준
강원대학교

포스터
폐광미-시멘트 고형화물의 동결융해 저

항성에 관한 연구

서의영, 민경원, 

이현철, 이원섭
강원대학교

포스터
불균질 조건에서 As(V)가 Fe(II)의 산화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강준희, 이상훈, 

김선준, *정우식, 

*전병훈, **최재영, 

***고주인

한양대학교,

*연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포스터

The Removal of Fluoride from 

Aqueous Solution by a Continuous 

Flow Electro-coagulation

김경조, 지상우, 

임길재, 정영욱, 

서의영, *백기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금오공과대학교

포스터
황화광물 피복을 이용한 산성암석배수 

발생 억제 기초연구

서의영, *임길재, 

*지상우, *정영욱, 

민경원

강원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호남탄광 광산배수 자연정화시설의 수질

정화 효율

이학규, 유경근, 

*정영욱, *임길재, 

*지상우, *서의영

해양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전기응집을 이용한 호남탄광 광산배수의 

황산염 이온제거

정유리, *지상우, 

*임길재, *정영욱, 

*김경조, 유경근

해양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토착호산성박테리아를 이용한 동정광의 

생물학적 용출

김봉주, 오스지, 

조성영, 박천영
조선대학교

포스터
입자크기 영향에 따른 Bioleaching의 효

율향상에 관한 연구

위대웅, 최승환, 

김희섭, 박천영
조선대학교

포스터
광미댐 배수설계를 위한 GIS와 ASI 알고

리듬의 적용
최요순 부경대학교

포스터
지하수내 자연기원 비소용출에 미치는 

미생물 영향

조정희, 이종운, 

*안주성

전남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국내 암반지하수의 자연기원 비소 오염

취약성 평가

안주성, 조용찬, 

전철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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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폐광산 배수로에 형성된 바이오매트의 

산성광산배수 내 중금속 제거 효과

유훈선, 강동환, 

권병혁, 김박사, 

김광호, 김민성, 

진광호

부경대학교

포스터
전산해석을 통한 알카리공급조 

Channeling 현상 해석

이동길, 정영욱, 

임길재, 지상우, 

*심연식, *박현성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포스터
국내 광물자원탐사를 위한 물리검층의 

적용성 분석

황세호, 박삼규, 

신제현, *유영준, 

*정연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물자원공사

포스터
물리탐사 및 이종자료를 이용한 철광

지역의 3차원 모델링 해석

노명근, 오석훈, 

서백수, 안태규, 

최재혁

강원대학교

포스터
화강암 시료의 동적 파괴인성의 

이방성에 관한 연구

강명수, 조상호, 

*이상은, *장윤호, 

**양정훈

전북대학교,

*강원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노천 채광장의 적재-운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개발
최요순 부경대학교

포스터 강섬유 보강 숏크리트의 성능평가 연구 이호운, 김재동 강원대학교

포스터
폐PCB의 층 분리를 위한 전처리 공정 

연구(II)

신우철, 정진기 

이재천, *황택성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충남대학교

포스터
저품위 광석에서 금 침출을 위한 시안 

생산 미생물의 평가

신도연, 정진기, 

*B.D. Pandey, 

이재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NML (India)

포스터
폐 비디오기판으로부터 부품회수 및 

선별

김영진, 정다정, 

이정훈, 이재령
강원대학교

포스터

초음파 강도에 따른 태양전지모듈 내 

EVA(Ethylene Vinyl Acetate)분해 

특성 변화

김영진, 

Davaadorj Bat-

Erdene, 신형욱, 

이재령

강원대학교

포스터
리튬광의 품위향상을 위한 부유선별 

시스템 개발

전호석, 김학순, 

*백상호, 김병곤, 

정수복

한국지질자원연구원, 

*UST

포스터

Investigation of the Bioleaching 

Yields of Ni, Mo, V and Al from 

Petroleum Refinery Spent Catalyst 

Using Moderate Thermophiles at 

Three Different Size Fractions

Haragobinda 

Srichandan, 

Dong-Jin 

Kim, Chandra 

Sekhar Gahan

KI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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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Microbial Desulfurization of Three 

Different Coals in 9K Growth 

Medium without Fe-Source Using 

Mixed Mesophilic Chemolithotrophic 

Acidophiles

Seo-Yun Choi, 

Dong-Jin 

Kim, Chandra 

Sekhar Gahan

KIGAM

포스터
Development of Reutilization 

Technology for Mineral Tailings

Davaasuren 

Jambal, Jong-

Won Hong, Sin-

Woong Park, 

Jun-Hee Kim, 

Oh-Hyung Han, 

*Jay-Hyun Park

Chosun University, 

*Mireco

포스터
염산용액에서의 폐솔더로부터 주석 

침출을 위한 과산화수소의 영향

이광석, 박홍기, 

유경근, *이재천, 

*정진기

해양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폐미역을 이용한 광산배수로부터 

중금속의 흡착

이광석, 박홍기, 

이학규, 조현석, 

방미선, 유경근

해양대학교

포스터 유기산을 이용한 광미로부터 비소 침출

박홍기, 이광석, 

하성민, 박다원, 

정유리, 유경근

해양대학교

포스터
망간단괴 분쇄산물의 밀도 및 금속함량 

평가

박홍기, 이광석, 

유경근, *윤치호

해양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X선 회절 정량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한 

NHL의 광물상 분석 연구

최문관, 문기연, 

조진상, 조계홍, 

*안지환, **연규석

한국석회석신소재

연구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강원대학교

포스터
Dry coating 법에 의한 CaCO3 표면

코팅에 미치는 TiO2의 특성에 관한 영향

유영환, 조진상, 

최문관, 조계홍, 

*안지환

한국석회석신소재

연구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석회석 종류에 따른 천연수경성석회 

소성 특성 연구

문기연, 조진상, 

최문관, 조계홍, 

*안지환, **연규석

한국석회석신소재

연구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강원대학교

포스터
선탄경석과 철산화물을 이용한 중금속

흡착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이계승, 송영준, 

신강호
강원대학교

포스터
볼리비아 우유니 염수로부터 탄산리튬

제조에 관한 연구

안전웅, 강동준, 

김영훈, 윤미희
광물자원공사

포스터 석면 폐기물 처리기술
김종헌, 조진동, 

이상권, 차성기

한국과학기술정보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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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목질계통 바이오매스와 석탄의 혼합

연소 평가
이현동, 김재관 한전

포스터 러시아산 토탄의 자연발화 특성 평가 김재관, 이현동 한전

포스터
염수의 적정 농축률 선정 및 탄산리튬 

제조 연구

윤미희, 강동준, 

안전웅
광물자원공사

포스터

Effect of CO2 Carbonation on the 

Chemical Properties of Waste 

Cement: CEC and the Heavy Metal 

Adsorption Ability

Kwang-Suk 

You, Seong-

Ho Lee, Sun-

Ho Hwang, Ji-

Whan Ahn

KIGAM

포스터

Carbonation Treatment of Municipal 

Solid Waste Incineration Bottom Ash 

for Filling Abandoned Mine Cavities

Mihee Lim, 

Seong-Young 

Nam, Ji-Whan 

Ahn

KIGAM

포스터
적니와 폐석회석을 이용한 광미의 친환

경적 재활용 공정

손정수, 양동효, 

김수경, 이강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Sensitivity Analysis through 

Numerical Simulation for Stable CO2 

Sequestration

Kim, Jong-Soo, 

Jo, So-Hyun, 

Park, Myong-

Ho, *Kwon, Yi-

Kyun, **Sung, 

Won-Mo

KNOC, *KIGAM, 

**Hanyang 

University

포스터
오일샌드 저류층 물성 추정을 위한 

사용자 친화적 S/W 개발

신효진, 이동건, 

임종세
해양대학교

포스터
울릉분지 2차 시추공 자료를 이용한 

가스하이드레이트 퇴적층 물성 추정

신효진, *서광원, 

임종세, **김세준

해양대학교,

*석유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Trend Study of EOR Technology 

Using NT & BT

Han am Son, 

Hyun tae Kim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상태방정식을 적용한 유성이수의 킥 

감지 분석

성국주, 주성규, 

이경북, 박영숙, 

이태엽, 최종근

서울대학교

포스터
다양한 유정궤도에서의 수성이수 

유정제어 특성 분석

성국주, 주성규, 

이경북, 박영숙, 

이태엽, 최종근

서울대학교

포스터
생산정 위치 최적화를 위한 설계변수 

민감도 분석

강일오, 한동권, 

권순일
동아대학교

포스터 新가스자원 개발현황 및 산업전망
장호창, *배위섭, 

**신창훈, 이정환

전남대학교,

*세종대학교,

**가스공사



594  · · The Korean Society of Mineral and Energy Resources Engineers 50th Anniversary

구분 주제 및 분야 제목 저자 소속

2011년 제97회 

추계학술발표회 

(2011. 9. 21)

포스터
A Study on the Development Status 

and Prospect of Coalbed Methane

Unurbayan 

Budzaya, 

*Jeongmin Han, 

**Byounghi Jung, 

***Dae-Gee Huh, 

Jeonghwan Le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OGAS, **MKE, 

***KIGAM

포스터
셰일가스 암체 저투과도 측정 

실험방법론 개발

김정균, *신창훈, 

*이영수, **김현태, 

이정환

전남대학교,

*가스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Near wellbore flow 영향인자의 파악 

및 분석

김성일, 주성규, 

이경북, 이혜선, 

백고은, *조경남, 

최종근

서울대학교,

*대우조선해양

포스터
셰일가스 생산을 위한 다단계수압파쇄 

기법의 인자분석

박영숙, 성국주, 

윤현철, 주성규, 

진정우, 최종근

서울대학교

포스터

An Overview of Low Salinity 

Waterflooding: Factors Influencing 

Improved Oil Recovery

Taemoon 

Chung, Hyunjin 

Koh, Wisup Bae, 

*Wonkyu Lee, 

**Yunsun Park

Sejong University, 

*KNOC,

**Myongji 

University

포스터

SAGD공정 시 증기체류제어 (Steam 

Trap Control) 기술의 최적운영을 통한 

수평정거리 영향 평가

이재훈, 김승태, 

홍정재, 배위섭, 

*박창협

세종대학교,

*강원대학교

포스터
열화상 감지 카메라를 활용한 SAGD

공법의 증기챔버 성장분석 장치 설계

홍정재, 배위섭, 

김승태, 이재훈, 

*박창협

세종대학교,

*강원대학교

포스터
불균질 저류층의 수공법 회수율 평가를 

위한 시뮬레이션 연구

신창훈, 이영수, 

백영순
가스공사

포스터
The Operation and Development of 

the Maxhamish Gas Field in Canada

Sangho Moon, 

Robert Poole, 

Mark Powell, 

Hunsub Jung, 

Samyoul Kim

STX Energy 

Canada Inc.

포스터

The Analysis of Productivity with 

Condensate Bank Phenomena near 

Well

Woocheol Lee, 

Youngho Jang, 

Kyejeong Lee, 

Jeongmin Han, 

Wonmo Sung

Hanyang 

University

포스터
효율적인 SAGD 시뮬레이션을 위한 

랭킹기법의 적용

이혜선, 임정택, 

진정우, 윤현철, 

최종근

서울대학교



 595

한국자원공학회

50th Anniversary
1962~2012

구분 주제 및 분야 제목 저자 소속

2011년 제97회 

추계학술발표회 

(2011. 9. 21)

포스터
열 유선시뮬레이션을 이용한 SAGD 내 

스팀챔버 거동 모델링

윤현철, 임정택, 

진정우, 이혜선, 

최종근

서울대학교

포스터

Distribution of Coal Mine and 

Potentialities of Coalbed Methane in 

Mongolia

Unurbayan 

Budzaya, 

Yvan Christian 

Supartono, 

Hochang Jang, 

Junggyun Kim, 

Jeonghwan Le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포스터 리튬의 국내외 수급 구조 분석 이경한, 김유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해외자원개발 진단 및 관리 지표 연구 김유정, 김대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스터
지자체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역에너지계획 고찰

이유아, 이동준, 

최혁준
서울대학교

2011 

International 

Symposium 

on Mine 

Reclamation 

with 

Sustainable 

Development 

Program

(2011. 9.22~23)

Symposium 

Presentation

Policy of Mining Industry and Mine 

Reclamation in Korea

Min Jang, 

Tae-Heok 

Kim, Jin Soo 

Lee, Yon-Sik 

Shim, Hyun-

Ho Kwon

MIRECO

Symposium 

Presentation

Enhanced Iron Oxidation to Improve 

AMD Treatment

Brian A. 

Dempsey, 

*Jon Dietz, 

**Woosik Jung, 

**Byong-Hun 

Jeon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USA), *Dietz-

Gourley Consulting, 

**Yonsei University

Symposium 

Presentation

National Law and Policy on 

Sustainable Mining in Malaysia

Azimuddin Bin 

Bahari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Malaysia)

Symposium 

Presentation

“Why is Mining Reclamation Crucial 

in Mongolia?”

Oyun 

Sanjaasuren

The State 

Parliament of 

Mongolia

Water·Soi

Recycling

Uranium Tailings Disposal Facilities 

and Waste Rock Dumps in the 

Kyrgyz Republic

Esenamanov 

Zamir, *Meng 

Svetlana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Kyrgyz Republic), 

*Bishkek city 

(Kyrgyz Republic)

Water·Soi

Recycling

Coal Mining Legacy Issues in 

Britain-Understanding, Managing 

and Communicating the Risks

Simon M. 

Reed

The Coal 

Authority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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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International 

Symposium 

on Mine 

Reclamation 

with 

Sustainable 

Development 

Program

(2011. 9.22~23)

Water·Soi

Recycling

Mine Waste Water Treatment and 

Management in Coal Mines in 

Vietnam

Tran Mien
VINACOMIN 

(Vietnam)

Water·Soi

Recycling

Philippine Policy and Programs on 

Mine Rehabilitation

Noel B. 

Angeles

Mines and 

Geosciences 

Bureau 

(Philippines)

Water·Soi

Recycling

Utilization of Coal Fly Ash and 

Synthetic Zeolite to Improve the 

Quality of Acid Mine Drainage (AMD) 

Generated from Malaysian Tin Mine

Shamsul Kamal 

Sulaiman, 

Norinsafrina 

Mustaffa Kamal

Mineral Research 

Centre (Malaysia)

Water·Soi

Recycling

Research and Development of 

Mine Drainage Treatment Utilizing 

Anaerobic Passive Bioreactor

Hisatoshi 

Furuya, Takuya 

Kodera, Naoki 

Sato, Nobuyuki 

Masuda, Mikio 

Kobayashi, 

Atsushi Osame, 

Hideo Asano, 

Kousuke 

Takamoto, 

Hidekatsu 

Nakamura, 

Masao 

Okumura, Ayumi 

Kurosaka, 

Tatsuru 

Takahashi, 

Kazuya Sunada

Japan Oil, Gas 

and Metals 

National 

Corporation 

(Japan)

Water·Soi

Recycling

Asbestos Mine Reclamation Global 

Project in Greece (Zidani Kozanis)

Stoilopoulos 

Vassilios

Ministry of 

Environment, 

Energy and Climate 

Change (Greece)

Water·Soi

Recycling

Chemical Extraction of Arsenic from 

Contaminated Soils under Subcritical 

Conditions

Seok-Young 

Oh, Myung-

Keun Yoon, 

*Ju Yup Kim

University of 

Ulsan, *Daeil E&C 

Co., Ltd.

Water·Soi

Recycling

Pilot-scale Testing of Cyanide, 

Arsenic and Heavy Metal Removal 

in a Gold Mine Tailing Water

Ui Kyu Choi, Min 

Jang, Sunbaek 

Bang, Misun 

Park, Hyun-

Ho Kwon, 

*Cui Mingcan, 

*Seban Lee, 

**Jae K. Park

MIRECO, *Korea 

University,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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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International 

Symposium 

on Mine 

Reclamation 

with 

Sustainable 

Development 

Program

(2011. 9.22~23)

Water·Soi

Recycling

Separation Technology of Heavy 

Metals from the Tailings

Mi Jeong Park, 

*Jayhyun 

Park, *Jin-Soo 

Lee, *Hyunho 

Kwon, 

Jongmun Cha, 

Heon Chan 

Kang

Dong-A 

University, 

*MIRECO

Subsidence

Restoration

GIS

Application of Coal Combustion By-

Products in Mine Reclamation: Case 

Studies in the USA

Jeff Skousen, 

Paul 

Ziemkiewicz

West Virginia 

University (USA)

Subsidence

Restoration

GIS

Mine Reclamation with Sustainable 

Development in Lao PDR

Soukhansak 

Sisouk

Ministry of 

Energy and 

Mines (Lao PDR)

Subsidence

Restoration

GIS

Present Status of Mining and Mine 

Rehabilitation in Cambodia
Sieng Sotham

Ministry of Industry, 

Mine and Energy 

(Cambodia)

Subsidence

Restoration

GIS

Rehabilitation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Coal Mining 

Regions in Central Queensland, 

Australia

David Mulligan

University of 

Queensland 

(Australia)

Subsidence

Restoration

GIS

Post-Mining Development: The 

Case of Song Toh Mine

Kridtaya 

Sakamornsnguan, 

Songwut Artittong

Ministry of 

Industry 

(Thailand)

Subsidence

Restoration

GIS

GIS-based Time Variant Transport 

Modeling of Mine Leachate on the 

Surface

Sung Min Kim, 

*Yosoon Choi, 

Hyeong Dong 

Park, **Hyun 

Ho Kwon, 

**Suk Ho Yoon, 

**Wa Ra Go

Seoul National 

University, 

*Pukyong 

National 

University, 

**MIRECO

Subsidence

Restoration

GIS

Application of Distributed Optical 

Sensing to Mine Subsidence 

Monitoring

Tae Heok Kim, 

Hang Seok 

Jang, Hyun Ho 

Kwon, *Jae 

Joon Song, 

**Jung Yul Kim

MIRECO, 

*Seoul National 

University, 

**Soam 

Consultant Co., 

Ltd.

Subsidence

Restoration

GIS

Numerical Analysis of Effect of 

Mined Opening Size and Location 

on Surface Subsidence in 

Abandoned Mine Area

Byungkyu Jeon, 

Seokwon Jeon, 

*Jaedong Kim, 

**Tae Heok 

Kim, **Hyun Ho 

Kwon

Seoul National 

Universit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MIR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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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International 

Symposium 

on Mine 

Reclamation 

with 

Sustainable 

Development 

Program

(2011. 9.22~23)

Subsidence

Restoration

GIS

Characteristics of Soil Chemical 

Characteristics in Abandoned Coal 

Mine Forest Rehabilitation Areas, 

Korea

Mun Ho Jung, 

Hyun-Ho 

Kwon, Tae-

Heok Kim, 

Hang Seok 

Jang, Soo-Lo 

Kim, Ji Young 

Oh

MIRECO

Sustainable 

Development

Malaysia’s Experience in 

Rehabilitation of Mining Land

Mustapha 

Mohd Lip

Department of 

Minerals and 

Geoscience 

Malaysia 

(Malaysia)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Mineral Resources 

Development Policy
Eung Kil Jeon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Sustainable 

Development

Best Practices in Logistics and 

Supply Chain Management for 

Economic and Environmental 

Concerns of Mining Industries in 

Thailand

Anong 

Paijitprapapon

Ministry of 

Industry 

(Thailand)

Sustainable 

Development

KEPCO’s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Jong Wook 

Kim, Young 

Seng Kim

KEPCO

Sustainable 

Development

Case Study of an Open Pit Coal 

Mine Design Using Pit Optimization

Chung-In 

Lee, Seung 

Heo, Soon 

Bang Ko, Mi 

Kyoung Shin, 

SangWook 

Kwon, 

*Myeong-Jae 

Ko, *Jae Ho 

Kim

GeoGeny 

Consultants 

Group Inc., 

*KOCOAL

Sustainable 

Development

Guatemala’s Resource Development 

and Policy for Sustainability

Sergio David 

Aldana 

Morataya

INDE 

(Guatemala)

Sustainable 

Development

Energy Resources Development 

and Policy for Its Sustainability in 

Ethiopia

Ephrem 

Hassen 

Gossoma

Ministry of Mines 

and Energy 

(Ethiopia)

Sustainable 

Development

Nigeria’s Hydrocarbon Resources 

Development and Policy for 

Sustainability

Habib Nuhu

Ministry of 

Petroleum 

Resources 

(Nig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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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International 

Symposium 

on Mine 

Reclamation 

with 

Sustainable 

Development 

Program

(2011. 9.22~23)

Sustainable 

Development

Energy Resourc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dil 

Kairdinovich 

Mergenayev

Ministry of 

Industry and 

New Technology 

(Kazakhstan)

Sustainable 

Development

Energy System of the Kyrgyz 

Republic

Ularbek 

Ruslanovich 

Niyazaliev

Ministry of 

Energy (Kyrgyz 

Republic)

Poster Session: 

Mine water 

assessment 

and trearment

Passivation of Sulfide Mineral 

Oxidation by Surface Coating Agent: 

Batch Study

Hyun-Shik 

Yun, Min-Kyu 

Ji, Eung-Do 

Gee, Woo-Ram 

Lee, *Young-

Tae Park, 

*Jung-Seok 

Yang, *Man 

Jae Kwon, 

**Byong-

Hun Jeon, 

*Jaeyoung 

Choi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Gangneung 

Institute, Yonsei 

University,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Gangneung 

Institute, **Yonsei 

University

Poster Session: 

Mine water 

assessment 

and trearment

Passivation of Sulfide Mineral 

Oxidation by Phosphate Coating 

Agent: Field Study

Min-Kyu Ji, 

Hyun-Shik 

Yun, Eung-

Do Gee, Woo-

Ram Lee, 

*Young-

Tae Park, 

*Jung-Seok 

Yang, *Man 

Jae Kwon, 

**Byong-

Hun Jeon, 

*Jaeyoung 

Choi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Gangneung 

Institute, Yonsei 

University,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Gangneung 

Institute, **Yonsei 

University

Poster Session: 

Mine water 

assessment 

and trearment

Integrated Treatment of Acid Mine 

Drainage Using Biochar and Zero-

Valent Iron

Seok-Young 

Oh, Sang-

Hyun Cho, 

Jong-Gil Son

University of 

Ulsan

Poster Session: 

Mine water 

assessment 

and trearment

Development of Granular Composite 

Media for Removing Arsenic and 

Copper in Gold Mining Effluent

Ui Kyu Choi, 

Min Jang, 

Misun Park, 

Sunbaek 

Bang, Hyun-

Ho Kwon, 

*Cui Mingcan, 

**Jae K. Park

MIRECO, *Korea 

University,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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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International 

Symposium 

on Mine 

Reclamation 

with 

Sustainable 

Development 

Program

(2011. 9.22~23)

Poster Session: 

Mine water 

assessment 

and trearment

Efficiency of MgO Impregnated 

Polyurethane Foams for the 

Removal of Dissolved Mn(II) in Acid 

Mine Drainage

Hanna Choi, 

Nam Chil Woo, 

*Min Jang, 

**Sang Hoon 

Lee

Yonsei 

University, 

*MIRECO, 

**Catholic 

University

Poster Session: 

Mine water 

assessment 

and trearment

Fate and Transport Characteristics 

of Iron Oxide Nano-particles in 

the Acid Mine Drainage Sediment: 

Influence of pH and Natural Organic 

Matter

Sol-Ji Choi, 

Byung-Tae 

Lee, Kyoung-

Woong Kim

GIST

Poster Session: 

Mine water 

assessment 

and trearment

Treatment of Arsenic Contaminated 

Mine Drainage Using Mine Sludge

Ki-Rak Kim, 

Myoung-Soo 

Ko, Sang-Ho 

Lee, Ju-Yong 

Kim, *Soondong 

Kwon, *Yon-Sik 

Shim, Kyoung-

Woong Kim

GIST, *MIRECO

Poster Session: 

Mine water 

assessment 

and trearment

Simulation for Remediation of 

Groundwater Contaminated by 

Heavy Metals Using Immobilized 

Carrier Beads with Dead Bacillus 

sp. B1 and Polysulfone

Han Na Seo, 

*Soo Kyun 

Wang

MIRECO, 

*Pukyung 

National 

University

Poster Session: 

Mine water 

assessment 

and trearment

Oxidation Kinetic of Fe(II) with As(V) 

by Low Concentration of Dissolved 

Oxygen (DO)

Woosik Jung, 

*Sunjoon Kim, 

**Jae-Young 

Choi, ***Maxim 

I Boyanov, 

****Brian A. 

Dempsey, 

Byong-Hun 

Jeon

Yonsei University, 

*Hanyang 

University, **KIST, 

***Argonne 

National 

Laboratory (USA),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oster Session: 

Mine water 

assessment 

and trearment

The Removal of Fluoride from 

Aqueous Solution by a Continuous 

Flow Electro-Coagulation

Kyung Jo Kim, 

Sang Woo Ji, 

Young-Wook 

Cheong, Gil-

Jae Yim, Eui-

Young  Seo, 

*Kitae Baek

KIGAM, *KNIT

Poster Session: 

Mine water 

assessment 

and trearment

A Study on Removal Efficiency of 

Heavy Metals by the Temperature 

Change in the Acid Mine 

Drainage(AMD) Treatment System

Hyun Ju Lee, 

Soondong 

Kwon, Hyun 

sung Park, 

Yon Sik Shim

MIRECO



 601

한국자원공학회

50th Anniversary
1962~2012

구분 주제 및 분야 제목 저자 소속

2011 

International 

Symposium 

on Mine 

Reclamation 

with 

Sustainable 

Development 

Program

(2011. 9.22~23)

Poster Session: 

Mine water 

assessment 

and trearment

A Study of Chemical Characteristics 

for Prevention of Acid Rock 

Drainage

Eui Young Seo, 

*Gil Jae Yim, 

*Sang Woo Ji, 

*Young Wook 

Cheong, Kyoung 

Won Mi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KIGAM

Poster Session: 

Mine water 

assessment 

and trearment

Adsorption of Heavy Metals in Acid 

Mine Drainage Using Waste Mustard

Kwangseok Lee, 

Hongki Park, 

Hakyu Lee, 

Hyunseok Cho, 

Miseon Bang, 

Kyoungkeun 

Yoo

Korea Maritime 

University

Poster Session: 

Mine water 

assessment 

and trearment

Treatment Efficiency of Acid Mine 

Drainage by Ho-Nam Coal Mine 

Passive Treatment System

Hak-Kyu Lee, 

Kyoungkeun 

Yoo, *Young 

Wook Cheong, 

*Gil Jae Lim, 

*Sang Woo Ji, 

*Yui Young Seo

Korea Maritime 

University, 

*KIGAM

Poster Session: 

Mine water 

assessment 

and trearment

The Removal of Sulphate Ions of 

AMD from Ho-Nam Coal Mine by 

Electro-Coagulation Method

Yuri Jeong, 

*Sang Woo 

Ji, *Gil Jae 

Lim, *Young 

Wook Cheong, 

*Kyoungjo Kim, 

Kyoungkeun 

Yoo

Korea Maritime 

University, 

*KIGAM

Poster Session:

Soil 

remediation

Correlations of As, Cd, Cu and Pb 

Concentrations Extracted by Diluted 

Acid and Aqua Regia of Agricultural 

Soils from Abandoned Metal Mines 

in Korea

Ji Cheol Kwon, 

Myung Chae 

Jung

Sejong University

Poster Session:

Soil 

remediation

Bioleaching of Heavy Metals 

from Refinery Soil Using a 

Sulfur-Oxidizing Bacterium, 

Acidithiobacillus Thiooxidans

Hyeop-Jo 

Han, Jong-Un 

Lee, *Young-

Ho Kw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alla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Co.

Poster Session:

Soil 

remediation

Study on Heavy Metals Stabilization 

through Activation of Indigenous 

Sulfate Reducing Bacteria in Arable 

Soil Contaminated with Heavy 

Metals

Seong-Hoon 

Kim, Jong-Un 

Lee, *Jin-Soo 

Lee, **Seong-

Jo Hong, 

**Jun-Seok 

Heo

Chonnam 

National 

University, 

*MIRECO, 

**Tae-Seo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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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International 

Symposium 

on Mine 

Reclamation 

with 

Sustainable 

Development 

Program

(2011. 9.22~23)

Poster Session:

Soil 

remediation

Immobilization of As, Cu and Pb 

in Contaminated Soil Using Waste 

Oyster Shells and Coal Mine 

Drainage Sludge

Deok Hyun 

Moon, Kyung 

Hoon Cheong, 

*Jeehyeong 

Khim, **Tae 

Sung Kim, 

Kyoung 

Ran Moon, 

***Mahmoud 

Wazne, 

****Yong Sik 

Ok, *****Yoon-

Young Chang

Chosun University, 

*Korea University, 

**Haechun 

ETS Co., Ltd., 

***Stevens 

Institute of 

Technology (USA), 

****Kangwon 

National University, 

*****Kwangwoon 

University

Poster Session:

Soil 

remediation

Remediation of Arsenic 

Contaminated Soil Using Zero 

Valent Iron

Sang-Hun Lee, 

SunJoon Kim, 

HyunMin Kim, 

ByungIn Jeong, 

JoonHee Kang, 

*Woosik Jung, 

*Byong-Hun 

Jeon, **Jae-

Young Choi, 

***JuIn Ko

Hanyang 

University, 

*Yonsei 

University, 

**KIST, 

***MIRECO

Poster Session:

Soil 

remediation

Evaluation of Release and Sorption 

for Silver Nanoparticles and Ag+ 

Ions in the Aquatic and Soil System

Hyun-A Kim, 

Byung-Tae Lee, 

Kyoung-Woong 

Kim

GIST

Poster Session:

Soil 

remediation

Remediation of Petroleum-

Contaminated Railroad Soils by Soil 

Washing

Wan-Hyup 

Kang, Jun-

Gyo Cheong, 

Kangsuk Kim, 

Chung-Hee 

Chang, Dal Sun 

Kim

Hyundai 

Engineering & 

Construction

Poster Session:

Soil 

remediation

Comparison of Extractants for 

Evaluating Bioavailability of Heavy 

Metals in Remediated Paddy Field

Se Jin Oh, Hyun 

Soo Yun, Min 

A Wei, Sung 

Chul Kim, *Gyu 

Hoon Yeon, *Jin 

Soo Lee, Jae E. 

Ya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MIRECO

Poster Session: 

Mine waste 

treatment and 

management

Transportation of Mercury from 

Mine Waste Materials to the Air with 

Temperature Variation

Han Sik Kim, 

Myung Chae 

Jung

Sejo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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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International 

Symposium 

on Mine 

Reclamation 

with 

Sustainable 

Development 

Program

(2011. 9.22~23)

Poster Session: 

Mine waste 

treatment and 

management

In Situ Application of Releasable 

Asbestos Sampler for Soils

Jeong-Wook 

Kim, In Ja Kim, 

Myung Chae 

Jung

Sejong University

Poster Session: 

Mine waste 

treatment and 

management

Field Performance of the Solidified 

Layer as an Engineered Cover for 

Abandoned Mine Tailings

Joo Sung 

Ahn, *Hocheol 

Song, Gil-

Jae Yim, Sang 

Woo Ji and 

Jae-Gon Kim

KIGAM, *Sejong 

University

Poster Session: 

Mine waste 

treatment and 

management

A Study on the Removal of 

Manganese in Aqueous Phase by 

Waste Oyster Shell(WOS): Kinetics 

and Mechanism

Seban Lee, 

Mingcan Cui, 

*Min Jang, 

Seungmin Na, 

Jeehyeong 

Khim

Korea University, 

*MIRECO

Poster Session: 

Mine waste 

treatment and 

management

Arsenite and Arsenate Adsorption 

on Coal Mine Drainage 

Sludge-polyurethane Granular 

Multifunctional Media (CMDS-PU 

GMM): Adsorption Kinetics and 

Mechanisms

Mingcan Cui, 

*Min Jang, 

Seban Lee,  

Jeehyeong 

Khim

Korea University, 

*MIRECO

Poster Session: 

Mine waste 

treatment and 

management

Evaluation of UV LEDs Performance 

in Sono-oxidation Process of As3+

Eun Ju Cho, 

Ming Can 

Cui, Seong 

Min Na, Beom 

Guk Park, Jee 

Hyeong Khim

Korea University

Poster Session: 

Mine waste 

treatment and 

management

Photochemical Degradation 

Properties of Cyanide with at 

Various UV Wavelengths in 

Aqueous Solution

Seungmin Na, 

Mingcan Cui, 

Jinhua Cai, 

Bumguk Park, 

*Min Jang, 

Jeehyeong 

Khim

Korea University, 

*MIRECO

Poster Session: 

Mine waste 

treatment and 

management

A Study on Experimental 

Techniques of a Pilot-scale Field 

Demonstration for the Performance 

Assessment of Alternative Landfill 

Covers of Mine Tailings

Yoosung Kim, 

Jungyul Kim, 

*Myungchae 

Jung, 

*Youngkyu 

Kim, **Kwan-

In Park, **Jin-

Soo Lee, 

**Yon-Sik 

Shim

Soam Consultant 

Co., Ltd., 

*Sejong 

University, 

**MIR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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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International 

Symposium 

on Mine 

Reclamation 

with 

Sustainable 

Development 

Program

(2011. 9.22~23)

Poster Session: 

Mine waste 

treatment and 

management

The Extraction of Arsenic from 

Tailing Impoundment Sediment 

Using Organic Acids

Hongki Park, 

Kwangseok 

Lee, Seongmin 

Ha, Dawon 

Park, Yuri 

Jeong, 

Kyoungkeun 

Yoo

Korea Maritime 

University

Poster Session: 

Recycling of 

mine waste 

materials

Applicapability of Coal Mine 

Drainage Sludge as an Adsorbent 

for Arsenic Removal

Misun Park, 

Min Jang, Ui 

Kyu Choi, 

*Cui Mingcan, 

**Jae K. Park

MIRECO, *Korea 

University,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USA)

Poster Session: 

Recycling of 

mine waste 

materials

Precious Metals Recovery from 

Mining Waste by Hydrometallurgical 

Routes-An Overview

J. Rajesh 

Kumar, Ho-

Seok Jeon, 

Jin-Young 

Lee, Ho-Sung 

Yoon

KIGAM

Poster Session: 

Recycling of 

mine waste 

materials

Effect of CO2 Carbonation on the 

Chemical Properties of Waste 

Cement: CEC and the Heavy Metal 

Adsorption Ability

Kwang-Suk 

You, Seong-

Ho Lee, Sun-

Ho Hwang, Ji-

Whan Ahn

KIGAM

Poster Session: 

Recycling of 

mine waste 

materials

Carbonation Treatment of Municipal 

Solid Waste Incineration Bottom Ash 

for Filling Abandoned Mine Cavities

Mihee Lim, 

Seong-Young 

Nam, Ji-Whan 

Ahn

KIGAM

Poster Session: 

Recycling of 

mine waste 

materials

Eco-friendly Process for Recycling 

of Tailing Using Red Mud and 

Waste Limestone

Jeongsoo 

Sohn, 

Donghyo 

Yang, 

Sookyung Kim, 

Kangin Rhee

KIGAM

Poster Session: 

Forest 

restoration

Effect of Endomycorrhizas on 

Survival and Growth of Tree 

Seedlings in Coal Mine Talings

Seung-Jin 

Hong, Chang-

Duck Koo, 

Hwa-Yong 

Lee, *Jae-

Hong Yim, 

**Mun-Ho 

Jung, **Tae-

Heok Kim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eh 

Lim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MIR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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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International 

Symposium 

on Mine 

Reclamation 

with 

Sustainable 

Development 

Program

(2011. 9.22~23)

Poster Session: 

Forest 

restoration

Micrometeorology, Soil Temperature, 

and Moisture Content Monitoring in 

Mine Restoration Site

Hyun-jae 

Kwon, Cho-

won Kim, 

Gwang-Hyun 

Han, *Jae-

Hong Yim, 

**Mun-Ho 

Jung, Tae-

Heok Kim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eh 

Lim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MIRECO

Poster Session: 

Forest 

restoration

Forest Restoration and Heavy Metal 

Stabilization of Overburden Piles 

with Coal Combustion Product 

(CCP)

Se Jin Oh, Tae 

Ho Pak, Sang 

Pil Lee, Sung 

Chul Kim, *Ju 

In Ko, Jin Soo 

Lee, Jae E. 

Ya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MIRECO

Poster Session:

Mine 

subsidence 

and monitoring

The Elastic Wave Response 

Analysis around Abandoned 

Coalmine Contained Fracture Zones

Byeongho 

Han, Soon 

Jee Seol, 

Joongmoo 

Byun

Hanyang 

University

Poster Session:

Mine 

subsidence 

and monitoring

Development of Microseismic 

Monitoring and Analysis System for 

Prediction of Ground Subsidence

Jungyul Kim, 

Yoosung Kim, 

Sungil Kwon, 

Hyoungil 

Kwon, 

*Hangseok 

Jang, 

*Taeheok 

Kim, *Hyunho 

Kwon

Soam Consultant 

Co. Ltd., 

*MIRECO

Poster Session:

Risk 

assessment for 

mining sites

A Case Study of DC Resistivity 

Survey and Density Profiling on the 

Tailing Dam

Sung bo Kim, 

Jin hoo Kim, Ji 

hyun Jeong, 

Jong chul Lee

Dong-A 

University

Poster Session:

Risk 

assessment for 

mining sites

Antibacterial Effect of Engineered 

Silver Nanoparticles in Escherichia 

Coli K-12

Yoo Jin Cho, 

Byung-Tae 

Lee, Kyoung-

Woong Kim

GIST

Poster Session:

Mine 

development 

technology

A Simulation Study on the Recovery 

Factor Estimation for the Water 

Flooded Heterogeneous Reservoir

Chang Hoon 

Shin, Young 

Soo Lee, 

Young Soon 

Baek

KO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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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International 

Symposium 

on Mine 

Reclamation 

with 

Sustainable 

Development 

Program

(2011. 9.22~23)

Poster Session:

Mine 

development 

technology

High-voltage Pulse Crushing of 

Coals and Estimation of Degree 

of Liberation of Coal Constituent 

Minerals

Sang Sun 

Jeong, Sang 

Ho Cho, 

Myoung Soo 

Kang, *Su 

Bok Jeong, 

*Byoung Gon 

Kim, *Jeong 

Hun Yang

Chonbuk 

National 

University, 

*KIGAM

Poster Session:

Mine 

development 

technology

A Preliminary Study on Density Log 

Using Numerical Simulation

Bonjin Ku, 

Myung Jin 

Nam, *Seho 

Hwang

Sejong 

University, 

*KIGAM

Poster Session:

Mine 

development 

technology

Distribution of Coal Mine and 

Potentialities of Coalbed Methane in 

Mongolia

Unurbayan 

Budzaya, 

Yvan Christian 

Supartono, Ho 

Chang Jang, 

Jung Gyun 

Kim, Jeong 

Hwan Le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oster Session:

Mine 

development 

technology

A Study on the Development Status 

and Prospect of Coalbed Methane

Unurbayan 

budzaya, 

*Jeong 

Min Han, 

**Byoung Hi 

Jung, ***Dae-

Gee Huh, 

Jeong Hwan 

Le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OGAS, **MKE, 

***KIGAM

Poster Session:

Mine 

development 

technology

Sensitivity Analysis through 

Numerical Simulation for Stable CO2 

Sequestration

Jong-Soo 

Kim, So-Hyun 

Jo, Myong-

Ho Park, *Yi-

Kyun Kwon, 

**Wonmo 

Sung

KNOC, *KIGAM, 

**Hanyang 

University

Poster Session:

Mine 

development 

technology

The Operation and Development of 

the Maxhamish Gas Field in Canada

Sangho Moon, 

Robert Poole, 

Mark Powell, 

Hunsub Jung, 

Samyoul Kim

STX Energy 

Canada Inc.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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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International 

Symposium 

on Mine 

Reclamation 

with 

Sustainable 

Development 

Program

(2011. 9.22~23)

Poster Session:

Mine 

development 

technology

The Analysis of Productivity with 

Condensate Bank Phenomena near 

Well

Woocheol Lee, 

Youngho Jang, 

Kyejeong Lee, 

Jeongmin Han, 

Wonmo Sung

Hanyang 

University

Poster Session: 

International 

Cooperations 

and Case 

study

Optimized Manufacturing of Korean 

Style-Briquette (Yontan) Utilizing 

Bituminous Coal and Lignite of 

Kyrgyz Republic

Yoon Su Kim, 

Jung Hwa 

Yang, Seung 

Han Baek, 

Bong Sob Kim

MIRECO

Poster Session:

Soil 

remediation

Asbestos Particle Dispersion near 

the Abandoned Mine Portal Area

Chang Woo 

Lee, *Se Won 

Kil, Doo Young 

Kim

Dong-A 

University, 

*MIRECO

Poster Session:

Soil 

remediation

Extraction of Heavy Metal and 

Amelioration of Soil Fertility through 

Culturing Hairy Vetch (Viciavillosa 

Roth.) in Winter in the Upland Soil 

Treated with Several Amendments

Min-Suk Kim, 

Jeong-Sik 

Park, Namin 

Koo, *Sang-

Hwan Lee, 

*Jin-Soo Lee, 

Jeong-Gyu 

Kim

Korea University, 

*MIRECO

Poster Session:

Risk 

assessment for 

mining sites

Difference Characteristics of 

Accumulation, Exposure and the 

Risk Prediction for Heavy Metals 

among Various Food Crops

Min-Suk Kim, 

Jeong-Sik 

Park, Namin 

Koo, *Sang-

Hwan Lee, 

*Jin-Soo Lee, 

Jeong-Gyu 

Kim

Korea University, 

*MIRECO

Poster Session:

Risk 

assessment for 

mining sites

Assessment of Amendment Effects 

on Cd, Cu, Pb and Zn Plant-

availability Using Various Single 

Extraction Methods

Jeong-Sik 

Park, Min-Suk 

Kim, Namin 

Koo, *Sang-

Hwan Lee, 

*Jin-Soo Lee, 

Jeong-Gyu 

Kim

Korea University, 

*MIRECO



608  · · The Korean Society of Mineral and Energy Resources Engineers 50th Anniversary

학회지 연도 권호 Code 구분 제 목 저 자 Page

광산학회지 1964 제1권 제1호 G 보고 불란서의 석탄광업 한정석 45-51

광산학회지 1964 제1권 제1호 G 해설 대단위탄좌의 당면문제 호상철 55-57

광산학회지 1964 제1권 제1호 G 해설 한국의 석탄자원과 그 수급성 김동기 61-72

광산학회지 1965 제2권 제3호 G 자료
종합 에너지 수급전망과 

개발계획의 요약 
이광모 202-208

광산학회지 1965 제2권 제1호 G 해설 광산기업과 원광품위 정창근 70-73

광산학회지 1966 제3권 제1호 G 자료 Canada의 광업계의 현황 김재극 36-39

광산학회지 1966 제3권 제2호 G 세미나
1966년도 하기 광산지질학 세미나 

특집 : 한국지하자원의 특성 (요약) 
홍준기 62-63

광산학회지 1966 제3권 제3호 G 해설 중석휘수연광업의 전망 
허   진, 

김웅수
153-162

광산학회지 1967 제4권 제3호 G 보고 대만의 유전착정 현황 이한진 197-200

광산학회지 1967 제4권 제3호 G 자료 한국의 광산재해 현황 상공부 204

광산학회지 1967 제4권 제3호 G 해설
광산자원개발과 그 관련공업의 

촉진 
박인규 216-226

광산학회지 1968 제5권 제1호 G 해설
한국 광업기술진흥 전망에 대한 

방향설정 
허   진 39-44

광산학회지 1968
제5권 

제2-3호
G 해설 Trends in World Mining 

Harold M. 

VonColln
93-98

광산학회지 1969 제6권 제2호 G 해설 해양광물 및 한국의 해저광물자원 홍준기 82-97

광산학회지 1969 제6권 제4호 G 해설 1969년 한국광업기술 회고 허   진 178-184

광산학회지 1969 제6권 제4호 G 보고
한국 지하수개발의 수문지질학적 

전망 
현병구 160-166

광산학회지 1970 제7권 제2호 G 특별강연 우리나라 광업의 추세 황기룡 52-54

광산학회지 1970 제7권 제2호 G 해설 한국시멘트 공업의 현황과 전망 정영기 70-80

2.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지 논문코드목록 

General, 광업일반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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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학회지 1970 제7권 제2호 G 해설
호주의 코크스 원료탄의 특성과 

코크스 산업의 현황 
안재휴 81-96

광산학회지 1971 제8권 제2호 G 특별강연 대만의 광산현황 빙대종 87-90

광산학회지 1971 제8권 제2호 G 해설
일본의 광업에 대한 지원정책과 

탐광현황 
백사익 91-94

광산학회지 1971 제8권 제2호 G 해설 한국광업경영과 덕대제 허   진 95-97

광산학회지 1971 제8권 제3호 G 해설 Climax 모리브덴광산 시찰기 민재호 136-144

광산학회지 1971 제8권 제4호 G 해설
광산보안대책 시행상의 몇가지 

문제점 
염창록 190-193

광산학회지 1972 제9권 제4호 G 해설 일본의 석탄광업 전용원 169-175

광산학회지 1973 제10권 제1호 G 해설
한국 대륙붕 탐사의 배경과 

동지나해 대륙붕 
박인규 48-52

광산학회지 1973 제10권 제4호 G 특별강연 우리나라의 광산개발 방향 박영석 209-211

광산학회지 1973 제10권 제4호 G 특별강연
연료 에너지 위기의 실태와 일본 

석탄산업에 대하여 
염중수 218-220

광산학회지 1973 제10권 제4호 G 특별강연
중화학공업화 추진과 국내자원 

개발 
황기룡 221-224

광산학회지 1973 제10권 제4호 G 특별강연
한국 양회공업의 현황과 전망 

(석회석 광산의 개발과 관련하여) 
정영기 225-230

광산학회지 1973 제10권 제4호 G 특별강연
Progress of Coal Mine Safety 

in Taiwan

Chin Fu 

Kao
231-233

광산학회지 1974 제11권 제3호 G 특별강연
An Optimistic Outlook at World 

Potential Sources of Energy

George V. 

Chilingar
178-180

광산학회지 1974 제11권 제4호 G 특별강연
특별강연 : 광진의 당면문제와 

진로개척 
박영석 183-185

광산학회지 1975 제12권 제2호 G 특별강연
1975년도 광업개발 조성사업의 

추진 상황과 전망 
박영석 41-42

광산학회지 1975 제12권 제2호 G 특별강연
우리나라 석탄광업 투자에 대한 

음미 
최형순 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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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학회지 1975 제12권 제4호 G 자료
Marcona 철광상 및 Peru의 

광업 현황 
송창수 185-191

광산학회지 1976 제13권 제1호 G 보고
한수이남의 탄전 개발에 관한 

기초 연구 
홍준기 21-37

광산학회지 1976 제13권 제3호 G 자료 세계의 주요광산 160-185

광산학회지 1976 제13권 제4호 G 특별강연 광업조성의 개황과 전망 정진완 187-189

광산학회지 1976 제13권 제4호 G 특별강연 우리나라 석탄정책의 방향 이훈섭 190-205

광산학회지 1976 제13권 제4호 G 특별강연
Oil and Gas Exploration in 

Taiwan
S. Yang 210-211

광산학회지 1977 제14권 제2호 G 해설 석탄광 재해 분석 유관희 137-141

광산학회지 1978 제15권 제2호 G 특별강연
Review of Coal Mine Safety 

Program in Taiwan 

Patzen 

Wu
75-83

광산학회지 1978 제15권 제3호 G 보문

국산비철금속의 품질 향상에 관한 

연구 (조동에 함유된 As 와 Sb 

금속을 양극동 정제과정에서 제거

하는 방법에 관하 연구) 

이   관, 

홍준화, 

이상실, 

조만형, 

이상익

236-241

광산학회지 1978 제15권 제4호 G 특별강연 일본 광업의 현황과 조성제도 정진완 269-275

광산학회지 1978 제15권 제4호 G 해설 캐나다국 Michel 탄광의 수력채탄 김인기 351-355

광산학회지 1978 제15권 제4호 G 해설 대성탄좌 문경광업소 현황 윤한욱 356-363

광산학회지 1979 제16권 제1호 G 보문
서울특별시 장기저탄 계획에 관한 

조사연구 

서정희, 

이상규
28-40

광산학회지 1979 제16권 제2호 G 해설
대한석탄공사 시추기술 개선과 

그 결과에 대하여 
김학천 169-177

광산학회지 1979 제16권 제2호 G 전면광고
광산자동화를 위한 스웨덴의 

신장비 소개 
한대림 178-180

광산학회지 1979 제16권 제3호 G 해설 해외자원개발수입 여건조성방안 

현병구, 

최기련, 

정재훈

214-217

광산학회지 1979 제16권 제4호 G 보문 광산시설장비의 수명문제 김순창 24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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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학회지 1979 제16권 제4호 G 해설 광업법의 몇가지 기술적 문제점 김순창 295-297

광산학회지 1980 제17권 제2호 G 보문
광산개발로 발생하는 탄진에 관한 

연구 

김재극, 

이희근, 

양형식, 

김호영

73-84

광산학회지 1980 제17권 제2호 G 보문
장성지역 보안탄주 개발과 

양수발전에 관한 연구 

변정규, 

이동남, 

최용석, 

함태준

85-96

광산학회지 1980 제17권 제2호 G 해설
일본 Mitsui Sunakawa (사천) 

탄광의 현황 
이춘택 120-130

광산학회지 1980 제17권 제3호 G 보문

석탄광산의 갱내 출수가 생산원가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통계학적인 

분석 

김두영, 

주석복
138-147

광산학회지 1981 제18권 제2호 G 특별강연

Utilization of limestone and 

serpentine in CSC steel making 

operation

William. 

C. Chao
41-43

광산학회지 1981 제18권 제2호 G 보문
수요부문별 에너지 점유율모형에 

의한 석탄의 수요예측에 관한 연구 

민철구, 

최창근, 

이희근

64-73

광산학회지 1981 제18권 제3호 G 기행문 구라파 탄광순방기 김재극 150-152

광산학회지 1981 제18권 제3호 G 기행문
석탄광 심포지엄 ' 81 

<발표논문요약> 
이경운 153-156

광산학회지 1982
제19권 

특집 제1호
G 개발현황

국내 일반광 개발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방   희 102-111

광산학회지 1982
제19권 

특집 제1호
G 개발현황 비금속광물의 개발현황과 전망 박재복 112-119

광산학회지 1982
제19권 

특집 제1호
G 개발현황 소요규석광산의 개발현황 김치호 120-122

광산학회지 1982
제19권 

특집 제1호
G 개발현황 하동고령토 하동광업소 123-132

광산학회지 1982
제19권 

특집 제1호
G 개발현황 도계광업소 업무개선사례 보고 임성섭 133-135

광산학회지 1982
제19권 

특집 제1호
G 개발현황 전주일 광산 개발 현황 김상온 136-141

광산학회지 1982
제19권 

특집 제1호
G 개발현황 양양철산의 현황 이경상 142-148



612  · · The Korean Society of Mineral and Energy Resources Engineers 50th Anniversary

학회지 연도 권호 Code 구분 제 목 저 자 Page

광산학회지 1982
제19권 

특집 제1호
G 개발현황 장군광산의 개발 현황 민재호 149-152

광산학회지 1983
제20권 

특집 제2호
G 기술해설 우리나라 탄광의 나갈길 김유선 6-10

광산학회지 1983
제20권 

특집 제2호
G 개발현황 중석광업의 현황과 전망 이종대 61-64

광산학회지 1983
제20권 

특집 제2호
G 개발현황 연화광업소의 지나온 발자취 장내철 65-76

광산학회지 1983
제20권 

특집 제2호
G 개발현황 제2 연화광산의 탐사현황 나병준 77-82

광산학회지 1983
제20권 

특집 제2호
G 개발현황

제철, 제강, 요업 원료광물 개발 

방안
최종훈 83-87

광산학회지 1983
제20권 

특집 제2호
G 개발현황 국내점토광물자원의 현황 박동만 88-95

광산학회지 1983
제20권 

특집 제2호
G 개발현황 동양활석광업소 장기개발계획 개요 조광현 96-104

광산학회지 1983
제20권 

특집 제2호
G 개발현황

논산 석회광산의 현황과 석회의 

소성 
서준석 105-110

광산학회지 1984 제21권 제2호 G 해설
공기압축기의 합리적인 운영관리에 

관한 고찰 

성낙진, 

김   호
138-144

광산학회지 1984
제21권 

특집 제3호
G 기술해설

국제자원, 에너지정세와 Mining 

Engineer 의 역할
최기련 46-51

광산학회지 1986 제23권 제1호 G 기술해설
탄광용 중앙집중감시 시스템에 

관하여 

노세환, 

조원재
20-24

광산학회지 1986 제23권 제1호 G 기술해설
The Selby Coalfield 

Development : United Kingdom

J. F. 

Tunnicliffe
25-39

광산학회지 1986 제23권 제1호 G 기술해설 장성 제2 수갱 방수공법에 대하여 김진원 40-46

광산학회지 1986 제23권 제4호 G 보문

Optimal Investment Criteria 

and Production Rate in a Mine 

Planning

Soon 

Chang 

Kim

277-284

광산학회지 1988 제25권 제4호 G 해설
우리나라 비철금속제련공업의 

어제와 오늘 
오재현 267-272

자원공학회지 1991 제28권 제4호 G 기술자료
국내 장석광의 부존현황과 

수급전망 

이동남, 

조영도, 

권광수

327-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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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공학회지 1991 제28권 제5호 G 보문
소결광의 피환원성에 미치는 

기공구조의 영향 
임병일 348-356

자원공학회지 1993 제30권 제3호 G 보문 Marble Industry in Taiwan 
Jui Chih 

Cheng
177-182

자원공학회지 1993 제30권 제4호 G 보문 국내 잠두광체 부존가능지역 2개소 문건주 341-351

자원공학회지 1993 제30권 제4호 G 기술보고 심해저 광물자원 현황 및 개발전망 
권광수, 

윤치호
361-365

자원공학회지 1993 제30권 제6호 G 기행문
중국기행문 - 제16회 국제 지구화

학탐사 심포지움에 다녀와서 - 
서효준 536-540

자원공학회지 1994 제31권 제1호 G 기행문
중국기행문 (2) - 국제지구화학탐

사 심포지움에 다녀와서 - 
서효준 82-87

자원공학회지 1994 제31권 제1호 G 기행문
일본 일반광산 작업현황 및 

분체산업 현지를 돌아보고 
윤   문 88-98

자원공학회지 1994 제31권 제1호 G 기행문 중국 광야공정학회 참관기 김옥배 99-102

자원공학회지 1995 제32권 제4호 G 기술보고
중국 해남성 문창현 규사광상 

조사보고 
방기문 342-349

자원공학회지 1997 제34권 제4호 G 보문 광물자원의 수명과 해외자원 문건주 374-379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3
제40권 

제2호
G 단신

Survey of Mongolian Oil 

Reserve 

S. Adiya*, 
N. Erdene, 
O. Bayanjargal

133-139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7 제44권 제5호 G 해설 기회의 땅, 자원부국 몽골 김영석* 474-476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8 제45권 제6호 G 해설
우즈베키스탄의 광물자원 부존 

현황 및 개발 여건

이동길*, 

강중석, 

지세정, 

김영주, 

강상수, 

김복철

743-751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9
제46권 

제6호
G 총설

자원부족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도시광산업의 동향
홍승표* 842-847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1 제48권 제1호 G 총설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발전을 

위한 학회의 역할
정규창* 8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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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학회지 1964 제1권 제1호 A 논문
상동광상주맥중의 누대분포와 

그 성인에 대한 고찰 
정창근 3-8

광산학회지 1964 제1권 제2호 A 논문 상동중석광산의 지질과 성인 전용원 92-101

광산학회지 1965 제2권 제3호 A 보고
과잉금속이온이 표징식물체에 

미치는 영향 
정호근 176-179

광산학회지 1966 제3권 제2호 A 세미나

1966년도 하기 광산지질학 세미나 

특집: 일본의 광맥광상에 있어서의 

열하의 생성과 그 광화작용 

Hideki 

Imai 

(今井秀喜) 

64-89

광산학회지 1966 제3권 제2호 A 세미나

1966년도 하기 광산지질학 세미나 

특집: Electron Probe 

Microanalyser와 그 응용 

전용원 90-98

광산학회지 1966 제3권 제2호 A 세미나

1966년도 하기 광산지질학 세미나 

특집: 한국에 있어서의 

지구화학탐광의 역할 

David K. 

Jordt
106-116

광산학회지 1966 제3권 제2호 A 세미나

1966년도 하기 광산지질학 세미나 

특집: 상동광산부근 지질구조와 

광상의 특성 

정창근 117-121

광산학회지 1966 제3권 제2호 A 세미나

1966년도 하기 광산지질학 세미나 

특집: 일본에 있어서의 

고온교대광상

Hideki 

Imai 

(今井秀喜) 

122-128

광산학회지 1966 제3권 제2호 A 세미나

1966년도 하기 광산지질학 세미나 

특집: 지구생물화학적 탐사의 

전망 (요약) 

정호근 129

광산학회지 1967 제4권 제1호 A 논문
과잉금속이온이 표징식물에 미치는

영향 (2) 
정호근 16-20

광산학회지 1968 제5권 제1호 A 보고
홍천부근의 지질과 회중석 

광화작용

박홍봉, 

김웅수
19-25

광산학회지 1968
제5권 제2-3

호
A 보고 양양철산의 지질광상 및 탐광현황 이은대 45-54

광산학회지 1969 제6권 제1호 A 논문
고온교대광상의 가리장석에 

관한 연구 
전용원 1-4

광산학회지 1969 제6권 제2호 A 보문

규질석회암과 백운암의 변성작용시 

생기는 고토감람석과 투휘석의 

생성순위 

박홍봉 43-45

광산학회지 1969 제6권 제3호 A 보문 고농도 Ag+ 하의 변형식물 정호근 100-105

Applied Geology, 응용지질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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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학회지 1969 제6권 제4호 A 해설
광상의 탐사에 있어서의 

실험지질학의 역할 

Sugui 

Takeuchi 

(武內壽久 )

185-192

광산학회지 1970 제7권 제1호 A 보문
경북 영양지구 자연동광화작용의 

성인에 관한 연구 
전용원 1-10

광산학회지 1970 제7권 제4호 A 보문
강원도지역의 수정류 및 준보석용 

원석자원 조사보고 
허   진 133-138

광산학회지 1971 제8권 제1호 A 보문
한국에 분포하는 각역광상의 

성인에 관한 연구 
전용원 10-19

광산학회지 1971 제8권 제2호 A 보문 함태탄광 고목지구의 지질구조 최창일 62-67

광산학회지 1971 제8권 제2호 A 보문
표징식물 시료채취법의 기초연구 (1)

(엽면적비에 관하여) 
정호근 68-76

광산학회지 1971 제8권 제4호 A 보문
보문: 지표수와 갱내수의 

지구화학적 연구 
김재형 185-189

광산학회지 1972 제9권 제3호 A 보문
표징식물 시료채취법의 기초연구 (2) 

(미량원소의 축적에 관하여) 

정호근, 

전창원, 

성학제

93-98

광산학회지 1973 제10권 제1호 A 보문
Alaskite 금광맥의 광화작용에 

관한 연구 
전용원 5-9

광산학회지 1973 제10권 제2호 A 보문
표징식물 시료채취법의 기초연구 (3) 

(불확정요인을 중심으로) 
정호근 55-61

광산학회지 1973 제10권 제2호 A 보문
부평은연광산의 광화작용과 

모암변질 

전효택, 

전용원
72-82

광산학회지 1973 제10권 제4호 A 보문
금은광맥 주변의 수은원소에 

관한 지구화학적 연구 
김재형 273-279

광산학회지 1973 제10권 제4호 A 자료 연화광산 부근의 지질 및 광상 개요 조일제 312-313

광산학회지 1974 제11권 제1호 A 보문
연화광산의 능만암광맥과 연·아연 

광화작용과의 관계 
전용원 1-8

광산학회지 1974 제11권 제2호 A 보문

단양규질석회암 및 Dolomite 내에 

생성된 변성광물 및 이들 광물의 

수열합성에 관한 연구 

박홍봉 105-121

광산학회지 1974 제11권 제4호 A 보문
연·아연을 지시원소로 한 

송광광산의 지구화학적인 조사 
김옥배 194-203

광산학회지 1975 제12권 제2호 A 보문

모암중의 미량원소의 상관관계에 

의한 금은광의 지구화학적 

탐사 연구 

김재형 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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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학회지 1975 제12권 제3호 A 보문
함마그네슘대리석의 풍화작용에 

관한 연구 

전효택, 

전용원
128-134

광산학회지 1975 제12권 제3호 A 보문 화순철광상에 대한 연구 이희보 135-138

광산학회지 1975 제12권 제4호 A 보문
수원일대의 함티탄철 및 함금 

각섬석질암의 지화학적 연구 

김상명, 

소칠섭, 

최병렬

159-165

광산학회지 1975 제12권 제4호 A 자료
Tungsten and Molybdenum 

Deposits in South Korea

Chang 

Kun 

Chung

192-199

광산학회지 1976 제13권 제1호 A 보문
장천광산의 지구화학탐사에 

관한 연구 
김재형 1-8

광산학회지 1976 제13권 제1호 A 보문

포천 철산의 철광상과 그에 수반하

는 각섬석질암의 지화학 및 성인에 

관한 연구 

소칠섭, 

손대성
38-47

광산학회지 1976 제13권 제3호 A 해설
Process Petrography in Mineral 

Industry 

Won 

Choon 

Park

149-151

광산학회지 1976 제13권 제3호 A 해설

The Geostatistical Ore Reserve 

Estimation Method-A Superior 

Tool?

Young 

Chang 

Kim

152-159

광산학회지 1976 제13권 제4호 A 보문
일광중석·동광산의 광화작용과 

각력파이프의 성인에 관한 연구 

강주명, 

전효택, 

전용원

218-228

광산학회지 1976 제13권 제4호 A 보문
백운석 및 석영을 원료로 하는 

요업광물의 합성 
박홍봉 229-236

광산학회지 1977 제14권 제1호 A 보문
금속광상의 탐사를 위한 식물반점 

연구 
김재형 40-45

광산학회지 1977 제14권 제4호 A 보문
우리나라 경량골재 원료자원의 

개발활용에 관한 연구 
전용원 221-229

광산학회지 1977 제14권 제4호 A 보문

천안지구 함금석영맥광상의 

지구화학탐사를 위한 연구 

-서교금광산 일대를 중심으로-

전효택, 

김옥배, 

전용원 

269-283

광산학회지 1978 제15권 제2호 A 보문
천안지구 함금석영맥광상과 관련된 

미량원소의 1차분산에 관한 연구 
전효택 8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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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학회지 1978 제15권 제3호 A 보문
한반도 중·고생대 일부 퇴적암류

의 물리적 성질과 그의 연관성 

김재극, 

소칠섭, 

최병렬

197-208

광산학회지 1978 제15권 제3호 A 보문

무기재료의 확보방안 (1) -화순 고 

Alumina 광상의 광물학적 및 광상

성인 조사-

박홍봉, 

신방섭, 

곽창섭 

209-216

광산학회지 1978 제15권 제3호 A 해설
컴퓨터에 의한 지질구조의 방향성 

해석 

전용원, 

전효택, 

민경원

263-266

광산학회지 1979 제16권 제1호 A 보문
월악중석광산의 광화작용과 관련된 

미량원소의 1차분산에 관한 연구 

민경원, 

전효택, 

전용원 

10-19

광산학회지 1980 제17권 제1호 A 보문

한국의 저질탄중에 부존되어 있는 

우라늄 광상의 지구화학 탐사를 

위한 연구 (옥천계에 협재한 

함우라늄 탄층을 중심으로) 

김옥배 1-11

광산학회지 1980 제17권 제2호 A 보문

옥천계 함우라늄 탄층중에 부존하

는 우라늄의 성인에 관한 실험적인 

연구 

김옥배, 

전용원
57-66

광산학회지 1980 제17권 제2호 A 보문 가평지역의 인산우라늄 광물 정수진 67-72

광산학회지 1981 제18권 제1호 A 보문 Chiastolite 광상에 관한 연구 
박홍봉, 

신상은
1-8

광산학회지 1981 제18권 제4호 A 보문
지구화학탐사를 위한 통계학적 

연구 
김옥배 169-176

광산학회지 1981 제18권 제4호 A 보문
Alkali 장석계내 고용선의 열화학적 

유도 및 지질온도계로의 응용 

허   종, 

전효택, 

전용원

177-184

광산학회지 1981 제18권 제4호 A 보문
물금철광산에 분포하는 안산암류의 

모암변질 및 지구화학 

김명균, 

전효택, 

전용원 

185-193

광산학회지 1982 제19권 제2호 A 보문
전주일광산의 지구화학탐사에 

관한 연구 
김재형 75-82

광산학회지 1982 제19권 제3호 A 보문

우리나라산 섬아연석의 조성 변화

와 광상 성인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제1보) 

전효택 19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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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학회지 1982 제19권 제3호 A 보문
하동-산천지역 고령토 및 수반 

불순물에 대한 광물학적 연구 

이덕원, 

전효택, 

전용원 

199-208

광산학회지 1983 제20권 제1호 A 보문
한국의 통계적 지진위험분포와 

온천지대와의 관계 
양승진 1-7

광산학회지 1983 제20권 제2호 A 보문

The Geology and Sulfide 

Mineralization in the Sinyulri 

Area, Dongbog, Jeonnam 

Korea

Chang 

Shin 

Lee

61-67

광산학회지 1983 제20권 제2호 A 보문
부평 은·연 광산의 모암변질과 

지구화학 

박흥준, 

전용원
68-74

광산학회지 1983 제20권 제2호 A 보문

가열현미경 및 파열시험에 의한 

월악중석-몰리브덴 광상 석영맥의 

생성환경 연구 

김일형, 

전용원
75-81

광산학회지 1983 제20권 제4호 A 보문
월악산화강암체의 암석지구화학적 

특징과 광화작용과의 관련성 
전효택 199-208

광산학회지 1983 제20권 제4호 A 보문
석탄광의 산성폐수와 중금속유해성에 

관한 기초적 조사연구 

이춘택, 

류시영 
222-232

광산학회지 1984 제21권 제1호 A 보문
지질도작성을 위한 Pattern 

Recognition Techniques 의 응용 
박종남 1-8

광산학회지 1984 제21권 제1호 A 보문

우리나라산 철망간중석의 광물학적 

특성과 생성환경에 따른 조성변화에 

관한 연구 

서인국, 

전효택, 

전용원 

16-22

광산학회지 1984 제21권 제1호 A 보문
우리나라 석탄의 암석광물 및 

지구화학적 연구 

전용원, 

안재휴, 

전효택, 

김명균, 

이양원 

23-32

광산학회지 1984 제21권 제2호 A 보문

고 Alumina (Al2O3 성분 60% 내외 

함유) 광석 광물의 성인과 분포

-천운산층내의 것을 중심으로-

박홍봉, 

김용준, 

박배영, 

신상은 

73-80

광산학회지 1984 제21권 제3호 A 보문

국내 화강암류중의 As, Sb, Bi, Te 

함량과 지시원소로서의 이용 

가능성 

전효택 169-176

광산학회지 1984 제21권 제3호 A 보문

제1 연화광산산 자류철석의 

변형조직에 관한 연구 

(Kink Bands 를 중심으로) 

이진석, 

전효택, 

전용원 

17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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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학회지 1985 제22권 제1호 A 보문
Paragenesis of the Ore Bodies 

in the U.S Steel Mine 

Chang 

Shin 

Lee, 

Hee 

Nam 

Kim, 

Bang 

Sup 

Shin

1-6

광산학회지 1985 제22권 제1호 A 보문

생산성 심성암체의 지구화학적 

특징과 광상탐사에의 응용에 

관한 연구 

전용원, 

전효택, 

김명균, 

김현수 

7-16

광산학회지 1985 제22권 제2호 A 보문

서유리 온천지역의 지열상태에 

관한 지질학적 및 지구물리학적 

조사연구 

권숙문, 

윤정한 
154-162

광산학회지 1985 제22권 제3호 A 보문
성산 및 옥리산 광산 도석의 

광석광물 및 성인 

이해정, 

신상은, 

박홍봉 

163-169

광산학회지 1985 제22권 제3호 A 보문

지구화학탐사에서 자료집단의 

Threshold 결정을 위한 통계처리에 

관한 연구 

김옥배 207-214

광산학회지 1985 제22권 제5호 A 보문
풍화화강암의 물리적, 암석학적 

및 지구화학적 특성 

강승철, 

전효택, 

전용원 

339-352

광산학회지 1986 제23권 제2호 A 보문
국내 일부 선캄브리아시대 

화강암류의 주석 함량 

전효택, 

이덕원, 

홍영국, 

김문영, 

전용원 

62-71

광산학회지 1986 제23권 제2호 A 보문
아라스카이트 금광상의 지구화학과 

광화작용에 관한 연구 

전용원, 

김현수, 

전효택 

72-80

광산학회지 1986 제23권 제2호 A 보문

평안계내의 고아루미나 탄질세일

에 관한 연구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박홍봉, 

김용준, 

박배영, 

신상은 

81-86

광산학회지 1986 제23권 제3호 A 보문
국내 제3기층 점토질 암석의 

열팽창 특성 

백환조, 

전효택 
151-160

광산학회지 1987 제24권 제1호 A 보문
울진지역 주석광화작용과 관련된 

화강암류의 다원소 지구화학 

전효택, 

이덕원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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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학회지 1987 제24권 제2호 A 보문

상동지역 주석광화작용과 관련된 

선캄브리아시대 화강암류의 

암석지구화학 

전효택, 

이덕원
83-96

광산학회지 1987 제24권 제2호 A 보문

국내 제3기층내 산출되는 

벤토나이트의 지구화학적 및 

공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전용원, 

이철규 
97-106

광산학회지 1987 제24권 제3호 A 보문
산포상 황화광석의 암석지구화학탐

사에 부분추출법의 응용 

전효택, 

손헌준, 

오대균 

165-176

광산학회지 1987 제24권 제4호 A 보문
금속광상의 탐사를 위한 자연수지

구화학탐사법의 개발에 관한 연구 

김옥배, 

나춘기
255-266

광산학회지 1987 제24권 제5호 A 보고

충적퇴적층의 전기비저항과 투수량

계수와의 상관관계 규명을 위한 

수리지구물리학적인 분석 

한정상, 

강장신, 

한규상 

333-347

광산학회지 1988 제25권 제1호 A 보문
구시 납석 광산의 광물조성과 

광상 성인에 대한 연구 
신상은 1-9

광산학회지 1988 제25권 제1호 A 보문
백운지역 금은광상의 광화작용에 

관한 연구 

이창신, 

박영석, 

신방섭 

10-20

광산학회지 1988 제25권 제3호 A 보문

동양활석광상의 관련암인 염기성 

변성암과 돌로마이트의 지구화학적 

연구 

박찬영, 

전효택
135-147

광산학회지 1988 제25권 제6호 A 보문

방사능원소들의 지질매체에서의 

지구화학적인 이동에 관한 연구 

(방사성동위원소의 폐기물처리를 

위한 기초연구) 

김옥배, 

나춘기
355-365

광산학회지 1989 제26권 제1호 A 보문 은적금은광상의 성인에 관한 연구 

윤정한, 

전용원, 

전효택, 

박순진 

12-17

광산학회지 1989 제26권 제2호 A 보문

석포 - 분천 - 울진지역 선캄브리

아시대 화강암질암의 암석지구화학

적 특성과 생산성 심성암으로서의 

가능성 

전효택, 

홍영국, 

김문영

66-78

광산학회지 1989 제26권 제3호 A 보문
우리나라 페그마타이트 광상에 

관한 연구 

전용원, 

김명균, 

손창일 

161-170

광산학회지 1989 제26권 제3호 A 보문
한국의 사금광상 탐광을 위한 

지구화학탐사법의 개발에 관한 연구 

김옥배, 
황인호 

17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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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공학회지 1989 제26권 제4호 A 보문 광양금은광상의 성인에 관한 연구 

박천영, 

윤정한, 

박영석

249-263

자원공학회지 1989 제26권 제4호 A 보문
갱내배수의 정화장치 개발에 

관한 연구 

이춘택, 

이상권, 

이종림, 

주석복 

284-293

자원공학회지 1989 제26권 제5호 A 보문
국내 일부 금은광상의 광화작용에 

관한 연구 

윤정한, 

전용원 
313-327

자원공학회지 1989 제26권 제5호 A 보문

춘천-화천 형석 광화대에 분포하는 

화강암류에 대한 암석 지구화학적 

연구 

민경원, 

진호일, 

전효택

328-341

자원공학회지 1989 제26권 제5호 A 보문

국내 불소 광화작용과 관련된 

화강암류에서의 불소의 분포특징과 

지시원소로서의 응용연구 

전효택, 

민경원 
342-353

자원공학회지 1990 제27권 제2호 A 보문
전남 화순, 다도 및 해남지역 

납석광상의 지구화학적 연구 

정영욱, 

전효택 
63-76

자원공학회지 1990 제27권 제3호 A 보문
덕곡 금-은 광상의 광물학적 및 

지화학적 연구 

김세현, 

윤성택, 

지세정, 

소칠섭 

131-144

자원공학회지 1990 제27권 제3호 A 보문
풍화단계에 따른 서울화강암의 

지질공학적 특성연구 

전효택, 

이수곤, 

박형동 

145-153

자원공학회지 1990 제27권 제4호 A 보문

경상북도 봉화지구에 부존하는 

견운모 광상의 지구화학과 광화작

용에 관한 연구 

김구연, 

전용원
256-267

자원공학회지 1990 제27권 제6호 A 보문
장수지역 금은광상에 대한 

광물학적 연구 

이창신, 

박천영 
359-372

자원공학회지 1992 제29권 제2호 A 보문
석재산업의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한 기초조사연구 

이상권, 

김복윤
57-64

자원공학회지 1991 제28권 제2호 A 보문

미국 Washington 주 Midnite 

우라늄광상과 관련된 화강암류에 

대한 지구화학적 연구 

민경원 75-85

자원공학회지 1991 제28권 제2호 A 보문
우라늄광상의 국내부존에 대한 

소고 
김종대 8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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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공학회지 1991 제28권 제2호 A 보문
전남지역에 산출되는 열수성 

카올린광물의 안정동위원소연구 

신상은, 

박홍봉, 

문희수

99-103

자원공학회지 1991 제28권 제3호 A 보문

함금 석영맥 광상 화강암질 모암에

서의 금 및 관련 원소들의 분산에 

관한 연구 

전효택, 

안홍일 
194-211

자원공학회지 1991 제28권 제3호 A 보문
국내 일부 함탄층의 층서대비 및 

퇴적환경에 대한 지구화학적 연구 

전용원, 

김명균, 

황지호, 

전효택 

212-226

자원공학회지 1992 제29권 제4호 A 보문
천운산층의 고알루미나 광석에 

대한 성인 및 지구화학적 연구 

최미선, 

박영석
234-244

자원공학회지 1992 제29권 제5호 A 보문
국내산 화강암류 석재의 물리적 및 

지구화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김태윤, 

김명균 
287-298

자원공학회지 1992 제29권 제6호 A 보문
삼화지역의 중생대 화강암류에 

대한 암석지구화학적 연구 

민경원, 

김성범 
365-375

자원공학회지 1993 제30권 제1호 A 보문

순천-광양지역에 분포하는 화성암

류에 대한 Rb-Sr 동위원소 및 

암석 지구화학적 연구 

박천영, 

윤정한, 

박영석 

53-65

자원공학회지 1993 제30권 제1호 A 보문
문경탄전의 함탄층에 대한 

층서대비 및 퇴적환경 연구 

전용원, 

이종운, 

김명균

66-82

자원공학회지 1993
제30권 제2

호
A 보문

경남 김해지역 견운모 광상과 그 

모암에 대한 지화학적 특성 

김종대, 

임태우, 

송윤구

117-132

자원공학회지 1993
제30권 제2

호
A 보문

서울지역 토양과 분진중의 Cu, Pb, 

Zn, Cd 의 지구화학적 분산 

김주용, 

전효택 
163-176

자원공학회지 1993
제30권 제3

호
A 보문

삼보 연-아연-중정석 광산 주변 

토양에서의 중금속 오염연구 

김상현, 

전효택 
228-237

자원공학회지 1993
제30권 제3

호
A 보문

광양지역에 분포하는 심성암류에 

대한 미량원소 분포특징에 관한 

연구 

박천영, 

윤정한, 

이창신 

248-258

자원공학회지 1993
제30권 제4

호
A 보문

태백산 광화대의 서부지역 페그마

타이트의 지구화학적 특성 

박성준, 

지정만 
265-283

자원공학회지 1993
제30권 제4

호
A 보문

금성 금광상의 광물학적 및 

지화학적 연구 

김세현, 

권순학, 

최광준 

300-307

자원공학회지 1993
제30권 제6

호
A 보문

화강암 채석장에 있어서 

화강암의 결 의 방향성과 이방성 

이상은, 

박홍민
463-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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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공학회지 1993
제30권 제6

호
A 보문

편마암 지역에서 열극을 통한 

지하수의 유동특성에 대한 

환경동위원소적 연구 

김선준, 

안종성
474-480

자원공학회지 1993
제30권 제6

호
A 보문

한반도의 지열자원 기초를 위한 

NOAA 열적외선 대역자료와 

광역 지질과의 상관성 연구 (1)

-지표 지온 및 열 이너시아 

박종남, 

전효택, 

박인석, 

김주용 

497-509

자원공학회지 1994 제31권 제1호 A 보문

무극 금광산 주변지역의 수리지구

화학과 화강암질암에서의 물

-암석 반응 

박창용, 

김선준, 

전용원 

28-32

자원공학회지 1994 제31권 제2호 A 보문
한국 지진의 지속규모 (Duration 

Magnitude) 결정에 관한 연구 

김소구, 

이승규 
109-117

자원공학회지 1994 제31권 제2호 A 보문

국내 흑색셰일 분포지역 농작물내 

미량원소 함량을 지배하는 토양 및 

식물인자들 

김경웅 124-130

자원공학회지 1994 제31권 제3호 A 보문 통영금은광상의 광물연구 
지정만, 

이선복 
258-268

자원공학회지 1994 제31권 제3호 A 보문 부여장석광상의 광화작용 
김용석, 

지정만
269-284

자원공학회지 1994 제31권 제4호 A 보문 동보광산의 천열수 금은 광화작용 

김세현, 

윤성택, 

권순학, 

이동훈 

355-363

자원공학회지 1994 제31권 제4호 A 보문
번암 금광상의 지화학 및 

광화작용에 관한 연구 
이창신 364-373

자원공학회지 1994 제31권 제4호 A 보문
국내 지열수의 환경동위원소 및 

수문화학적 연구: 유성 온천지역 

고용권, 

윤성택, 

안종성 

388-399

자원공학회지 1994 제31권 제5호 A 보문
국내산 석재류의 내구성에 관한 

연구 

임길재, 

민경원, 

김재동

435-443

자원공학회지 1994 제31권 제6호 A 보문
지진관측 및 Ray Method 에 의한 

한반도 남부지역 지각구조 연구 

김소구, 

이승규 
549-558

자원공학회지 1994 제31권 제6호 A 보문
함백 및 은성광업소 석탄의 물리적 

및 지구화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전효택, 

김명균
565-574

자원공학회지 1994 제31권 제6호 A 보문

한반도 지열탐사 기초를 위한 

NOAA 열적외선 대역자료와 광역

지질과의 상관성 연구: 2. 복사율 

및 스펙트럼 지수 

박종남, 

전효택, 

박인석 

575-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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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공학회지 1994 제31권 제6호 A 보문

우리나라 우라늄 광상에 관한 자연

수 지구화학 탐사법의 개발에 관한 

연구 - 포화지수법의 적용가능성에 

관하여 

김옥배, 

최준호, 

박희열 

583-593

자원공학회지 1995 제32권 제1호 A 보문

남한의 함금-은 열수 맥상 광상의 

유체포유물 및 안정동위원소 연구: 

복내 광산의 중열수 금광화작용 

소칠섭, 

윤성택, 

허철호, 

최상훈, 

염승준, 

최선규 

54-65

자원공학회지 1995 제32권 제2호 A 보문
광양광산 주변 토양의 중금속 

오염에 관한 연구 

박천영, 

박영석, 

정연중

163-174

자원공학회지 1995 제32권 제2호 A 보문
국내 일부 희유금속 페그마타이트

의 지구화학적 특징 

손창일, 

전효택, 

전용원 

182-191

자원공학회지 1995 제32권 제2호 A 보문
다공체 수산아파타이트 합성과 

특성에 관한 연구 

이무성, 

김옥배, 

김문영 

192-203

자원공학회지 1995 제32권 제4호 A 보문

원자흡광법과 유동법의 조합에 

의한 Pb - Ag 계 합금의 활동도 

측정 

윤재홍, 

Fumihiko 

Ogino

(荻野文彦), 

Shigeatsu 

Nakazawa

(中澤重厚)

293-303

자원공학회지 1995 제32권 제5호 A 보문
연속 및 완화된 인공 지하 폭발과 

미세 지진의 구별 기술 

김소구, 

이승규 
371-381

자원공학회지 1995 제32권 제5호 A 보문

신예미 Pb-Zn-Fe 광산과 거도 

Cu-Fe 광산 주변 토양·하상퇴적

물 및 하천수의 중금속 오염 

전동진, 

전효택, 

전용원 

409-423

자원공학회지 1995 제32권 제6호 A 보문
석탄회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임정한, 

김영식, 

윤정한, 

신방섭 

471-477

자원공학회지 1996 제33권 제1호 A 보문
남원지역에 분포하는 화강암류의 

Rb-Sr 및 Sm-Nd 동위원소 연구 

박영석, 

박천영, 

김   진, 

류준상, 

김용준 

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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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공학회지 1996 제33권 제2호 A 보문

삼천포, 서천 및 영동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석탄회 중의 미량원소함

량 및 희토류원소 분포에 관한 연구 

윤정한, 

오근창, 

김정빈, 

신방섭

82-89

자원공학회지 1996 제33권 제2호 A 보문

전남지역의 일부 납석광상에 

발달한 암맥 주변의 광물학적, 

지구화학적 특성에 대한 연구 

신상은 98-112

자원공학회지 1996 제33권 제2호 A 보문
금산지역 형석광화작용과 관련된 

화강암류의 불소 지구화학 

진호일, 

전효택, 

민경원 

121-127

자원공학회지 1996 제33권 제3호 A 보문

Uncertainties of the Seismic 

Source Location Determination 

by Using a 3-component 

Single Station 

So Gu Kim, 

Zhongliang 

Wu

133-143

자원공학회지 1996 제33권 제3호 A 보문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한 

한국심해연구지역의 망간단괴 

분포상 해석 

장태헌, 

전효택, 

강정극 

156-163

자원공학회지 1996 제33권 제4호 A 보문
영천도수터널 주변 지하수의 

수리지구화학 

이종운, 

김선준, 

전용원 

211-225

자원공학회지 1996 제33권 제4호 A 보문
춘천지역 토양 및 분진 중의 미량원

소의 지구화학적 분산에 관한 연구 

민경원, 

정연태 
251-265

자원공학회지 1996 제33권 제4호 A 보문
대전지역 하천수 및 하상퇴적물에

서의 중금속오염 

김경웅, 

이현구 
266-273

자원공학회지 1996 제33권 제4호 A 보문
신림광산의 천열수성 은 - 금 

광화작용 

김세현, 

최상훈, 

최영천

274-281

자원공학회지 1996 제33권 제4호 A 보문
통영 금광맥의 피각상구조 형성에 

따른 미량원소 및 희토류의 거동 

지정만, 

장윤호 
300-306

자원공학회지 1996 제33권 제5호 A 보문
기반암이 다른 풍화단면에서의 

광물조성 변화와 그 성질 

김종대, 

문희수, 

오상훈 

349-357

자원공학회지 1996 제33권 제6호 A 보문
노화납석광산 일대 자연수의 지구

화학과 산성광산폐수의 중화 처리 

차종문, 

전용원
503-511

자원공학회지 1997 제34권 제1호 A 보문

공업단지 주변 토양의 중금속 오염

에 관한 환경 지화학적 연구 

-여천과 전주 공업단지를 대상으로-

박희열, 

김옥배, 

이무성, 

박정용, 

나춘기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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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공학회지 1997 제34권 제2호 A 보문
암반사면 예비설계를 위한 전문가 

시스템의 적용 

문현구, 

나상민
152-160

자원공학회지 1997 제34권 제2호 A 보문

서부산 녹산공단 조성지 일대의 

응용지질도 작성을 위한 지화학 및 

지질공학적 연구 

김종대, 

오상훈, 

박진근

192-205

자원공학회지 1997 제34권 제3호 A 보문 아르헨티나 북서분지의 석유지질 

고재홍, 

오재호, 

김종영

242-252

자원공학회지 1997 제34권 제3호 A 보문

Mesothermal Gold 

Mineralization of the Mundeok 

Mine, Boseng-Jangheung Area 

Chul Ho 

Heo, 

Chil 

Sup So, 

Sang 

Kyun 

Shim

270-277

자원공학회지 1997 제34권 제3호 A 보문

횡성 및 청평지역의 먹는 샘물 개발

부지에 대한 수리지구화학적 

연구와 토양 오양 평가 

박태현, 

전용원, 

전효택 

305-316

자원공학회지 1997 제34권 제3호 A 보문
지구화학자료의 추정에 지질통계학

의 적용성에 관한 연구 
황인호 317-325

자원공학회지 1997 제34권 제3호 A 보문
영동탄광 부근 수계에서의 

중금속의 존재형태와 흡착 

지상우, 

김선주, 

이중배

326-335

자원공학회지 1997 제34권 제4호 A 보문
덕음광산 주변 토양에서의 

중금속 함량에 관한 연구 

이창신, 

박영석, 

박천영, 

정연중

388-404

자원공학회지 1997 제34권 제4호 A 보문

굴껍질을 이용한 도금폐수의 

중금속제거 및 pH 상승효과에 

관한 연구 

김은호, 

김정권, 

성낙창

414-419

자원공학회지 1997 제34권 제5호 A 보문
갱내 디젤장비 배출 오염물질 억제

를 위한 Fume Diluter 적용 연구 

조영도, 

김복윤, 

황의덕

499-504

자원공학회지 1997 제34권 제5호 A 보문
해수침투에 의한 지하수 수질오염 

판별을 위한 환경지구화학적 연구 

김옥배, 

박희열
548-558

자원공학회지 1997 제34권 제6호 A 보문

주변환경에 따른 대전지역 

도로분진 및 실내분진중 

증금속함량의 변화 

김경웅, 

명재훈, 

안주성

63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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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공학회지 1998 제35권 제1호 A 보문
삼광 금-은광상에서 산출되는 

에렉트럼의 산출상태와 화학조성 

이현구, 

유봉철, 

김경웅, 

최선규 

8-18

자원공학회지 1998 제35권 제1호 A 보문

삼보 연-아연광상 주변 농경지에서

의 중금속함량의 계절적 변화와 

환경오염 

정명채, 

전효택
19-29

자원공학회지 1998 제35권 제1호 A 보문

전처리 방식의 차이에 따른 

토양함유 중금속의 농도비교와 

자료해석의 주의점 

김기현, 

김세현 
59-67

자원공학회지 1998 제35권 제1호 A 보문
동두천 부근 신천의 하천수 및 

하상퇴적물의 중금속오염 

류호돈, 

김선준 
80-89

자원공학회지 1998 제35권 제1호 A 기술보고 베트남 채탄기술 조사 

김영식, 

권광수, 

김복윤

103-106

자원공학회지 1998 제35권 제3호 A 보문
하동군 일대의 티타늄 광화작용에 

대한 지질학적 특징 

정지곤, 

김원사, 

김수영, 

서정률, 

최광용, 

Watkinson

D. H. 

207-218

자원공학회지 1998 제35권 제3호 A 보문
현탁중합법을 이용한 견운모의 

표면개질 및 물성 평가 
류필조 229-236

자원공학회지 1998 제35권 제3호 A 보문
충남 탄전지역 암석중의 중금속함

량을 이용한 세분화된 부화지수 

김경웅, 

황춘길, 

이찬희, 

이현구

253-263

자원공학회지 1998 제35권 제3호 A 보문

옥천대 흑색셰일 및 점판암 

분포지역의 토양과 식물내 

독성원소들의 지구화학적 거동 

이진수, 

전효택, 

김경웅

287-300

자원공학회지 1998 제35권 제4호 A 보문
국내산 벤토나이트의 차수재로서의 

공학적 특성 
김명균 301-306

자원공학회지 1998 제35권 제4호 A 보문

태백산분지내 스카른광상의 Sr 

동위원소 지구화학적 특성에 

의한 성인 연구 

이부경, 

전용원
329-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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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공학회지 1998 제35권 제4호 A 보문

Effective Treatment of Oxalate 

Solution by Electrolytic 

Oxidation with Graphite Fibre 

Electrodes 

Myong 

Jun Kim, 

Joon 

Seong 

Oh, 

Chang 

Ho Choi

342-348

자원공학회지 1998 제35권 제5호 A 보문
금산 폐탄광 주변 지표수, 하상퇴적

물 및 상부토양의 지구화학적 연구 

송석환, 

민일식, 

김명희, 

이현구

459-474

자원공학회지 1998 제35권 제5호 A 보문

폐 석탄광 주변 지구화학적 환경의 

중금속 오염 평가 -도계탄광 부근 

수계에서의 산성광산배수의 

지구화학-

전효택, 

황지호
491-500

자원공학회지 1998 제35권 제6호 A 보문
풍화에 따른 화강암류의 지질공학

적 및 지구화학적 특성의 변화 

민경원, 

임길재, 

진호일

535-546

자원공학회지 1998 제35권 제6호 A 보문

아산지역 및 구로구지역 지하수의 

수리지구화학적 특성: 다변량 

자료의 통계해석 

안홍일, 

전효택
554-567

자원공학회지 1998 제35권 제6호 A 보문

토양중금속의 농도해석-채취 및 

분석방식과 관련된 인자들의 

차이가 미치는 영향 

김기현 582-587

자원공학회지 1999 제36권 제1호 A 보문

Gold-Silver Mineralization of 

the Jukbo Mine, Boseong-

Jangheung Area, Korea 

Chul Ho 

Heo, 

Chil 

Sup So, 

Seung 

Jun 

Youm

10-17

자원공학회지 1999 제36권 제1호 A 보문

한반도 서해안 변산지역의 

연안퇴적물과 육상지질과의 

지화학적 상관관계 

권종택, 

지정만, 

장윤호

42-66

자원공학회지 1999 제36권 제1호 A 보문
소림 페그마타이트광상의 성인 

연구 

황규성, 

지정만
67-83

자원공학회지 1999 제36권 제1호 A 보문
광양광산 산성광산배수내 중금속 

원소 함량의 계절적인 변화 특성 

박천영, 

정연중
91-102

자원공학회지 1999 제36권 제1호 A 기술보고
석회석 노천채광장의 분진 

비산특성 

이상권, 

김복윤, 

조영도, 

김임호

11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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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공학회지 1999 제36권 제2호 A 보문
지질공학 데이터베이스의 활용: 

산사태 분석 분야 

이상균*, 

박형동
132-140

자원공학회지 1999 제36권 제2호 A 보문
인공풍화 실험을 이용한 석재 

물성의 변화 연구 

김성수*, 

박형동
141-149

자원공학회지 1999 제36권 제2호 A 보문

산성광산배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강릉탄전 임곡천에서 형성되는 

Fe 침전물의 화학적 형태 

김주용*, 

전효택 
150-158

자원공학회지 1999 제36권 제2호 A 보문

구봉 금은광산 주변지역의 비소 및 

중금속에 의한 환경오염과 

벼작물의 흡수특성 

안주성*, 

전효택, 

손아정, 

김경웅

159-169

자원공학회지 1999 제36권 제3호 A 보문
서부산 가덕도 도석광상의 지질, 

광물 및 지화학적 특성 

김종대*, 

최영식, 

조현구

230-248

자원공학회지 1999 제36권 제4호 A 보문
도계탄광 주변 산성광산배수의 

처리에 대한 연구 

황지호*, 

전효택, 

정명채

260-268

자원공학회지 1999 제36권 제4호 A 보문

석산 및 석가공업체로부터 

발생되는 석폐기물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 

진호일*, 

민경원, 

한상목, 

신대용

290-298

자원공학회지 1999 제36권 제4호 A 보문 Yellowboy에 대한 지구화학적 연구 

박천영*, 

정연중, 

최낙철

299-312

자원공학회지 1999 제36권 제5호 A 보문
산성광산배수의 처리를 위한 중화

제로서 패각류의 이용가능성 평가 

김주용*, 

전효택, 

정명채 

319-327

자원공학회지 1999 제36권 제6호 A 보문

Oxygen and Hydrogen Isotope 

Study of the Gold-Silver Mines 

in the Boseong-Jangheung 

Area, Chollanamdo Province, 

Korea

Chul Ho 

Heo*, 

Chil 

Sup So, 

Seung 

Jun 

Youm, 

Sung 

Hwan 

Kim

40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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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공학회지 1999 제36권 제6호 A 보문
Lead Isotope Study of Some 

Gold-Silver Deposits, Korea

Chung-

Han 

Yoon*, 

Cheong-

Bin Kim

419-427

자원공학회지 2000 제37권 제1호 A 보문
다덕광산주변 농경지의 비소 및 

중금속 오염과 계절적 변화 

이철규*, 

전효택, 

정명채

53-66

자원공학회지 2000 제37권 제1호 A 보문
도금 폐수 슬러지의 안정성과 

광물상에 관한 연구 

안지현*, 

김선준
67-71

자원공학회지 2000 제37권 제2호 A 보문
강원도 동해안 북부 지역 지하수의 

수리지구화학적 연구 

박희열*, 

한   찬, 

김형수

112-124

자원공학회지 2000 제37권 제3호 A 보문

Geochemical Environments 

of Gold Mineralization in the 

Boseong-Jangheung Area, 

Chollanamdo-Province

Heo 

Chul-

Ho*, 

Yun 

Seong-

Taek, 

So Chil-

Sup, 

Kim 

Sung-

Hwan

204-212

자원공학회지 2000 제37권 제4호 A 보문
상동 폐탄광지역 광산산성배수와 

증발광물에 대한 지구화학 

박천영*, 

정연중, 

최낙철, 

강지성, 

박신숙, 

김성구

249-261

자원공학회지 2000 제37권 제4호 A 보문
풍화에 의한 국내 편마암류의 

지질공학적 특성의 변화 

백환조*, 

곽진철
26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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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공학회지 2000 제37권 제5호 A 연구논문

Geochemical Environments of 

Gold Mineralization at Gouin 

Area, Chad: A Preliminary 

Study

Chul-

Ho 

Heo*, 

Seong-

Taek 

Yun, 

Chil-

Sup So, 

Nam-

Won 

Kim, 

Wook-

Jin Choi, 

Sung-

Hwan 

Kim

307-314

자원공학회지 2000 제37권 제6호 A 연구논문

Geochemical Study of 

Mesothermal Gold Deposits in 

Birimian Greenstone Belts at 

Kanyankaw, Ghana

Chul-

Ho 

Heo*, 

Seong-

Taek 

Yun, 

Chil-

Sup So, 

Seok-

Jin 

Song, 

Wook-

Jin Choi

395-406

자원공학회지 2000 제37권 제6호 A 연구논문
전기동력을 이용한 카올리나이트로

부터 우라늄 제거

김경희, 

김순오, 

김경웅*

407-412

자원공학회지 2000 제37권 제6호 A 연구논문
국내 일부 석회석의 물성 및 

분말 특성

진호일*, 

민경원, 

이재장

459-464

자원공학회지 2001 제38권 제1호 A 연구논문 석탄광의 갱내통기개선 연구 이상권* 9-12

자원공학회지 2001 제38권 제1호 A 연구논문
영산강 옥곡리 지역 강변 여과수의 

수질 특성 고찰 

박희열*, 

김형수
13-26

자원공학회지 2001 제38권 제2호 A 연구논문
국내 벤토나이트의 점토차수재로서

의 활용 

임건택, 

김명균*
59-68

자원공학회지 2001 제38권 제2호 A 연구논문
다도 납석광산의 지구화학적 

특성과 광화작용에 대한 연구 

신상은*, 

강석범, 

박재희

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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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공학회지 2001 제38권 제2호 A 연구논문

Chemical Composition and 

Deposition Conditions of Gold 

from the Seolhwa Mine 

Chul-

Ho 

Heo*, 

Seong-

Taek 

Yun, 

Chil-

Sup So, 

Seon-

Gyu 

Choi

102-115

자원공학회지 2001 제38권 제2호 A 연구논문
비소 및 독성중금속들의 인체위해

성 평가 모델링 

이진수*, 

Ben 

Klinck, 

전효택

136-145

자원공학회지 2001 제38권 제3호 A 연구논문

Epithermal Antimony 

Mineralization of the Northern 

Vietnam: Fluid Inclusion and 

Stable Isotope Studies 

Chul-

Ho Heo, 

Seong-

Taek 

Yun*, 

Chil-

Sup So, 

Sang-

Hoon 

Choi, 

Kwang-

Jun 

Choi

219-135

자원공학회지 2001 제38권 제4호 A 연구논문

광산 폐기물에 의한 비소 및 중금속

의 지표하부 유출과 격리저장 

처리기법 

안주성*, 

전효택, 

김경웅

246-256

자원공학회지 2001 제38권 제4호 A 연구논문

Hydrothermal Lead-Zinc-

Tin-Silver Mineralization in 

the Mentouling Area, Hunan 

Province, China: Oxygen and 

Hydrogen Isotope Study

Chul-

Ho Heo, 

Seong-

Taek 

Yun*, 

Chil-

Sup So, 

Sang-

Hoon 

Choi

26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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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공학회지 2001 제38권 제5호 A 연구논문

Stable Isotope Studies 

of Hydrothermal Au-Ag 

Mineralization at Oknam Mine in 

the Taebaegsan Metallogenic 

Belt

Chul-

Ho 

Heo*, 

Seong-

Taek 

Yun, 

Chil-

Sup So

332-340

자원공학회지 2001 제38권 제5호 A 연구논문
암석의 컬러 및 텍스쳐 정보에 대한 

영상분석기법 연구 

장윤섭*, 

박형동
352-363

자원공학회지 2001 제38권 제5호 A 기술논문
다종 자연낙하 공기 분급에 의한 

석탄회 중 미연탄소 제거에 관한 연구 
배광현* 392-396

자원공학회지 2001 제38권 제5호 A 기술논문 체인 소우에 의한 갱내 채석 기술 

임한욱*, 

백환조, 

김치환, 

김태수

397-404

자원공학회지 2001 제38권 제6호 A 연구논문

Mesothermal Gold 

Mineralization at Seolhwa 

Mine, Asan District, 

Chungcheongnamdo Province: 

Oxygen and Hydrogen Isotope 

Studies

Chul-

Ho 

Heo*, 

Seong-

Taek 

Yun, 

Chil-

Sup So, 

Seon-

Gyu 

Choi

405-415

자원공학회지 2001 제38권 제6호 A 연구논문
국내 석탄회의 용융점 강하를 위한 

광화제 효과 

조진욱, 

임병선, 

이명섭, 

이상훈, 

이봉한, 

유재상, 

서형석, 

한   춘*

443-453

자원공학회지 2002 제39권 제1호 A 연구논문

Breccia Pipe Cu-W 

Mineralization of the Dalseong 

Mine, Korea: Mineralogical and 

Geochemical Studies

Chul-

Ho Heo, 

Seong-

Taek 

Yun*, 

Chil-

Sup So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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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공학회지 2002 제39권 제1호 A 연구논문

Geotourism 대상지역의 지질공학

적 특성 및 장기 보존 기술에 대한 

기초 연구 

김근미, 

김성수, 

박형동*, 

정강환

19-25

자원공학회지 2002 제39권 제1호 A 연구논문
함백폐탄광 지역의 광산배수와 하

상퇴적물에 대한 지구화학적 특성 

박천영*, 

정연중, 

김성구

35-50

자원공학회지 2002 제39권 제1호 A 연구논문
곡면사면의 파괴 형상과 쐐기파괴

의 안정성에 관한 수치해석적 연구 

정우철*, 

박형동, 

박연준, 

유광호

51-57

자원공학회지 2002 제39권 제2호 A 연구논문

Hydrothermal Antimony 

Deposits of the Hyundong 

Mine, Bonghwa Area, 

Kyoungsangbukdo-Province: 

Oxygen and Hydrogen Isotope 

Study

C. H. 

Heo, S. 

T. Yun*, 

C. S. So

73-80

자원공학회지 2002 제39권 제2호 A 연구논문

Geochemical Variations During 

Early Stages of Weathering of 

Some Korean Granites 

Kyoung-

Won Min*, 

Gil-Jae 

Yim, Ho-Ill 

Chin

81-88

자원공학회지 2002 제39권 제2호 A 연구논문
광주시 운정동 위생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에 대한 지구화학적 연구 

박천영*, 

김성구
98-111

자원공학회지 2002 제39권 제2호 A 연구논문
폐탄광 광산배수 자연정화시설 

정화효율성 평가 사례 연구 
임길재* 112-118

자원공학회지 2002 제39권 제2호 A 연구논문
강원도 동해 휴게소 주변 산불지 

토양 중 Fe-Mn 원소의 변화특성 

양동윤, 

김주용, 

오근창*, 

이진영, 

윤정한

128-138

자원공학회지 2002 제39권 제3호 A 해설 오염토양 조사와 복원기술 이종열* 215-223

자원공학회지 2002 제39권 제4호 A 연구논문
열수변질대 탐사를 위한 단파장 

적외선 분광법의 응용

김창성, 

박상준, 

최선규*, 

김유동, 

지세정

23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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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공학회지 2002 제39권 제4호 A 연구논문

Compositional Variations 

of Sphalerites and Their 

Genetic Implication to Gold 

Mineralization at Seolhwa 

Gold Deposit, Asan District, 

Chungcheongnamdo-province

C. H. 

Heo*, S. 

T. Yun, 

C. S. 

So, S. G. 

Choi

257-265

자원공학회지 2002 제39권 제5호 A 연구논문

Magnetic Susceptibility 

Measurements as a Rapid 

Screening Method for Fertilizers

M. Sager*, 

R. Scholger
307-313

자원공학회지 2002 제39권 제5호 A 연구논문

Comparison of Sulfur Isotope 

Data of the Mesothermal-

type Gold Mine Areas within 

the Sobaegsan Massif, Korea: 

Youngdong and Boseong-

Jangheung Areas

C. H. 

Heo*, S. 

T. Yun, 

C. S. 

So, S. H. 

Choi

314-322

자원공학회지 2002 제39권 제6호 A 연구논문

광화제 혼합 및 미량무기성분 

첨가에 의한 국내 석탄재의 용융점 

강하효과

조진욱, 

박진서, 

임병선, 

이명섭, 

이상훈, 

이봉한, 

서형석, 

김대흠, 

한   춘*

403-415

자원공학회지 2002 제39권 제6호 A 연구논문
시계열분석에 의한 토양가스 

라돈농도의 변화 특성 고찰

제현국, 

전효택*
423-433

자원공학회지 2002 제39권 제6호 A 연구논문
청주 지역 흙 -벤토나이트 혼합 

차수재의 공학적 특성

홍철호, 

김명균*
452-461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3 제40권 제1호 A 연구논문
터널 공사 지역의 지반 공간 데이터 

활용을 위한 3차원 GIS 구현

장은주, 

박형동*, 

전효택

1-10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3 제40권 제1호 A 연구논문
인산부산 폐석고의 농토개량 

자원화 기술연구
배광현* 25-32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3 제40권 제2호 A 연구논문

Gold Abundance in Acid 

Sulfate Alteration Zone of the 

Nohwa Pyrophyllite Deposits in 

the Wando, Korea

Yoon 

Chung-

Han*, 

Chang 

Pok-

Kie

110-118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3 제40권 제3호 A 연구논문
SEM 영상을 이용한 암석 시료의 

수치표면모델 결정 

이효성, 

박형동*
16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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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3 제40권 제3호 A 연구논문
영국 Langley 공장지역에서의 

오염토양 및 지하수 복원 

이혜경*, 

Heinrich 

Wallner

209-214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3 제40권 제4호 A 연구논문

도시하수슬러지를 발열제로 이용한 

초경량발포체 제조를 위한 

적정조건에 대한 연구 

김옥배*, 

이재복, 

위영미

239-247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3 제40권 제4호 A 연구논문
폐금속광산 지역에서의 

독성중금속에 대한 위해성 평가 

이진수*, 

전효택, 

김경웅, 

김주용

264-273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3 제40권 제4호 A 기술논문
폐탄광 자연정화시설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방안연구 

배위섭*, 

정영욱, 

심연식

284-290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3 제40권 제5호 A 연구논문
피셔 상수를 이용한 불연속면 

방향성 자료의 군집화 

이준용, 

박형동*
315-320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3 제40권 제5호 A 연구논문

증발작용에 따른 광산배수의 

수질변화와 증발잔류광물에 

대한 지구화학 

박천영*, 

박신숙, 

김성구, 

조갑진, 

임성수

329-344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3 제40권 제5호 A 연구논문
국내 폐금은 광산주변의 비소 및 

중금속의 오염 가능성과 복원 순위 

고일원, 

이상우, 

김주용, 

김경웅*, 

이진수, 

전효택, 

정명채

367-378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3 제40권 제6호 A 연구논문 양식 구형진주의 감별에 관한 연구 
오정욱*, 

최종건
389-394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3 제40권 제6호 A 연구논문

전과정평가와 Simulated 

Annealing을 통한 폐수처리 

공정의 환경적 최적화 

전해표*, 

전효택, 

김영석

420-428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3 제40권 제6호 A 연구논문
문경지역 폐 석탄광 광산배수의 

환경오염 평가 
정명채* 429-437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3 제40권 제6호 A 연구논문
남한지역 탄전별 광산배수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지상우*, 

김선준 
467-478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4 제41권 제1호 A 연구논문
수치 마이크로사진측량에 의한 

암석시료 표면의 체적변화량 결정 

이효성, 

박형동*
1-6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4 제41권 제1호 A 연구논문

스핑크스에서의 'Wecker OH 100'

을 이용한 경화처리 효과의 

정량적 평가 

신기혜, 

박형동*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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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4 제41권 제1호 A 연구논문 산사태발생의 강우에 대한 의존도 
이준용, 

박형동*
77-82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4 제41권 제1호 A 연구논문
폐광산에의 활용을 위한 폐석회의 

열처리 연구 

민경원*, 

전호일, 

양재의

90-95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4 제41권 제4호 A 연구논문 석탄광산 폐석사면의 안정성 해석 

강상수, 

정영욱, 

최성범, 

백환조*

291-300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4 제41권 제4호 A 기술보고
폐탄광 지역내 침하방지 지반보강

공법 연구 

방기문*, 

전효택
319-326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4 제41권 제4호 A 해설

토양환경 관리체계 현황 및 개선 

방향 -폐금속광산 주변 토양오염 

관리방안을 중심으로-

오일영* 333-339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4 제41권 제5호 A 연구논문
슬러지 반복 중화-침전법에 의한 

광산배수 슬러지 및 수질 특성 변화 

정영욱*, 

강상수
389-394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4 제41권 제5호 A 연구논문
시험편 형상에 따른 암석의 

파괴인성 측정치 변화 

백환조*, 

최성범, 

박홍묵

403-412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4 제41권 제6호 A 연구논문
지반정보 제공을 위한 XML 웹서비스 

기반의 인터넷 GIS 개발모델

장윤섭, 

박형동*
431-442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4 제41권 제6호 A 연구논문

Lithogeochemistry of 

Cretaceous Andesitic Rocks 

from the Nohwado, Chonnam

Yoon 

Chung-

Han*, 

Kim 

Seog-

Woo

466-475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4 제41권 제6호 A 연구논문
산성광산배수 처리를 위한 반응벽

체 매질로서 버섯퇴비의 특성 평가

정영욱*, 

허   원, 

임길재, 

지상우

476-482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5 제42권 제1호 A 연구논문

한창탄광 광산배수의 수질 특성 

변화와 처리시설 정화효율에 관한 

연구 

지상우*, 

김선준, 

고주인

9-19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5 제42권 제2호 A 연구논문

새만금 유입하천 퇴적물 및 

하천수의 주요 용존 이온과 

중금속 원소 분포 특성 

박동훈, 

김옥배*
69-78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5 제42권 제3호 A 연구논문
황동위원소를 이용한 폐탄광 주변 

지하수의 오염원 추적에 관한 연구

김효범, 

김선준*
23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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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5 제42권 제4호 A 연구논문

지하유류비축기지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수리지구화학적 및 

미생물학적 특성 연구 

이진수*, 

전효택, 

이종운, 

전계택, 

제현국, 

오세중, 

이경주

354-370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5 제42권 제5호 A 연구논문

지하수 모델링을 위한 시추공 

정보 기반 3차원 지하구조 특성화 

인터페이스 개발 

정진하, 

박형동*
465-475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5 제42권 제5호 A 연구논문
소택지의 효율적 설계를 위한 

수리학적 특성 해석 

정영욱, 

강상수, 

장한기, 

백환조*

476-484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5 제42권 제5호 A 연구논문

Reveiws of Hydrothermal 

Gold-Silver Mineralization at 

the Mugeuk Deposit, Korea: A 

Geochemical Study

Chul-

Ho Heo, 

Jae-Ho 

Lee*

485-497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5 제42권 제6호 A 연구논문

Geochemical Environment of 

Daerae Gold Mine, Sangju 

Area, Kyoungsangbukdo 

Province, Korea

Chul-

Ho Heo, 

Jae-Ho 

Lee*

541-551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5 제42권 제6호 A 연구논문
온도 및 산소농도 단면도 작성을 

통한 광산폐석장 특성화 연구 

고주인*, 

김선준
552-565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5 제42권 제6호 A 연구논문
혐기성 퇴적물에서 토착미생물에 

의한 6가 크롬의 환원 

이성은, 

이종운, 

이진수, 

전효택*

618-624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5 제42권 제6호 A 연구논문
인공염풍화에 대한 암석의 

내구성에 관한 연구 

민경원*, 

박진동
634-642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5 제42권 제6호 A 연구논문
동아 폐금속광산 지역에서의 

중금속 환경오염 특성 

송영현, 

신종기, 

유인걸, 

전효택*, 

이진수

643-652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6 제43권 제1호 A 연구논문
수중 라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시험법 개발에 관한 연구 

정성필, 

제현국, 

전효택*

25-33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6 제43권 제1호 A 연구논문
서울도심지역 환경에서의 백금(Pt) 

분산과 오염 특성 

이혜연, 

전효택*, 

Manfred 

Sager

8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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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6 제43권 제2호 A 연구논문

Fluid Inclusion Study of a 

Magmatic Cobalt Mineralization 

at the Boguk Mine, Korea

Chul-

Ho Heo, 

Jae-Ho 

Lee*, 

Seong-

Taek 

Yun, 

Chil-

Sup So

106-117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6 제43권 제2호 A 연구논문

그라우팅으로 인한 주변 지하수 -

토양 환경으로의 중금속 용출가능

성 평가 

방기문, 

전해표, 

전효택*

151-159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6 제43권 제3호 A 연구논문

광상부존가능성 예측에 대한 공간

자료의 불확실성의 영향 추정을 

위한 지구통계학적 시뮬레이션의 

적용

박노욱*, 

오석훈 
213-223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6 제43권 제3호 A 연구논문
자연정화처리시설의 SAPS 

효율향상을 위한 유기물 평가 연구

이지은, 

고주인, 

김선준*

231-242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6 제43권 제3호 A 해설
국내 지하수토양 환경오염 

정화사업의 현황 및 전망

안홍일*, 

전효택
268-274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6 제43권 제4호 A 연구논문

Hydrothermal Alteration of 

Limestone in the Muan-Mokpo 

Area, Korea

Yoon 

Chung-

Han*

320-330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6 제43권 제4호 A 연구논문
우라늄의 지구미생물학적 환원성 

고정화와 장기적 안정성 연구

하원경, 

이종운*, 

정명채

331-338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6 제43권 제4호 A 연구논문

도로 건설에 의해 노출된 절취사면 

암석에 대한 산성암석배수 발생 

평가

지상우*, 

정영욱, 

임길재, 

이현석

339-349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6 제43권 제4호 A 연구논문
경남 일부 지역에 대한 

산성암석배수 발생 예측 및 의의

임길재*, 

정영욱, 

지상우, 

이현석, 

한동렬, 

박성원

350-358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6 제43권 제4호 A 연구논문
옥천 삼남지역의 대수층 지질에 

따른 지하수의 수질 특성

서정균, 

김명균*
359-368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6 제43권 제5호 A 연구논문
국내 휴폐금속광산의 환경오염 

평가 및 향후 관리 방안

정명채*, 

정문영
383-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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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6 제43권 제5호 A 연구논문

안정동위원소를 이용한 광산폐석장

내 침출수 발생의 지화학적 특성 

분석

고주인*, 

김선준, 

이상훈

404-415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6 제43권 제5호 A 연구논문

폐 금광산 주변 혐기성 퇴적물에서 

비소 거동에 미치는 

지구미생물학적 영향

이종운*, 

이상우, 

김경웅, 

이진수, 

전효택

448-457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6 제43권 제5호 A 연구논문
전주일광산 광미적치장의 

지구화학적 특성

임길재*, 

지상우, 

정영욱, 

안주성, 

민정식, 

최용석, 

이웅주, 

홍지혜, 

윤성문

458-468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6 제43권 제5호 A 연구논문
폐광지역 오염토양이 생태 위해성 

평가를 위한 지렁이 독성연구

이병태, 

김경웅*
469-477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6 제43권 제5호 A 연구논문
석탄광 폐석적치장에서의 산성 

암석 배수 발생 평가 연구

이현석*, 

지상우, 

고주인, 

김선준, 

정영욱

523-531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6 제43권 제6호 A 연구논문
제주도 일부 화산회토양의 

지화학적 특성 및 중금속원소 분포

안주성*, 

전철민, 

김구영, 

고경석, 

박기화

602-614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6 제43권 제6호 A 연구논문
바닥소각재에 포함된 중금속에 

대한 용출특성 분석

윤중만, 

김태형, 

송영석*

633-640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7 제44권 제1호 A 연구논문

Fluid Inclusion Study of Gold 

Mineralization at the Yuryang 

Mine, Korea

Chul-

Ho 

Heo*

20-27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7 제44권 제1호 A 해설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산성암석배

수의 발생 예측 및 적용 사례

지상우, 

정영욱, 

백승한*, 

김윤상, 

고주인, 

김선준, 

임길재, 

이현석

8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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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7 제44권 제2호 A 연구논문
월성지역 단층대에서 응력 변형사 

및 단층 형태 예측

강성승*, 

윤건신, 

김영석, 

김정빈

95-106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7 제44권 제2호 A 연구논문
몽골 쉬베트 지역 사금광상의 

광물학 및 유체포유물 연구

허철호*, 

김유동, 

심권용

118-126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7 제44권 제2호 A 연구논문 전주일 금속 광산 페광미의 특성

정수복, 

김형석*, 

현종영, 

채영배, 

정영욱, 

홍지혜

145-152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7 제44권 제3호 A 총설
광산배수 처리기술의 특허 

동향분석

지상우, 

정영욱, 

임길재, 

유경근*

262-268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7 제44권 제5호 A 연구논문
지하수 공에 형성된 Scale과 

철산화박테리아에 대한 지구화학

박천영*, 

임성수 
392-410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7 제44권 제5호 A 연구논문
Lysimeter를 이용한 광산 폐석 

적치장 식재 시험

정영욱*, 

조영도, 

이현석, 

지상우, 

임길재, 

양재의

411-417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7 제44권 제5호 A 기술보고
광화작용의 최신 원격탐지기술 

동향 고찰

허철호*, 

김성용, 

지세정

428-444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7 제44권 제6호 A 연구논문
염화아연으로 표면개질된 입상활성

탄의 질산성질소 흡착연구

지민규, 

최양훈, 

정우식, 

이상훈, 

김선준, 

민부기, 

Amit 

Bhatnagar, 

김성헌, 

정형근, 

전병훈*, 

강준원

492-499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7 제44권 제6호 A 연구논문
화강암 풍화도의 반사 분광학적 

진단 기법 연구

현창욱, 

박형동*
5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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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7 제44권 제6호 A 연구논문

완도 노화도 열수변질대에서 

점토광상의 지화학탐광을 위한 

변질지수 적용에 관한 연구

윤정한*, 

김석우, 

박현성

526-540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8 제45권 제1호 A 연구논문

Mobile GIS를 위한 서버/클라이언

트간의 시추 데이터 동기화에 

관한 연구

정창엽, 

박형동*
18-24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8 제45권 제1호 A 연구논문

터널 설계 및 시공 지반정보의 

분석을 위한 3차원 가시화 

소프트웨어 개발

김성중, 

최요순, 

박형동*, 

배규진

42-53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8 제45권 제2호 A 연구논문
도로 암반 절취사면에 대한 

산 발생능력 평가의 사례연구

민경원*, 

한동열
188-201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8 제45권 제5호 A 연구논문
GFH (Granular Ferric Hydroxide)를 

이용한 불소 흡착연구

정우식, 

지민규, 

이상훈, 

Eva Kumar, 

Amit 

Bhatnagar, 

김선준, 

전병훈*

441-447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8 제45권 제5호 A 연구논문
거풍광산 광산폐기물의 지구화학적 

및 수리적 특성에 미친 강우 효과

정영욱*, 

임길재, 

지상우, 

박학윤, 

민대식, 

박인화

495-504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8 제45권 제5호 A 연구논문
충남 금산군 일대 지하수내 

비소의 지구화학적 분포

안주성*, 

고경석
505-515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8 제45권 제5호 A 연구논문
모형 수조내 광산배수의 

산화작용에 의한 2가철 함량변화

이동길, 

임길재, 

정영욱*, 

심연식, 

박현성, 

지원현

546-557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8 제45권 제6호 A 연구논문
광미적치장의 최적 처리방안 

선정을 위한 경제성 분석 연구

이동길*, 

송원경, 

정영욱, 

정명채, 

임길재, 

윤석호, 

권현호

663-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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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8 제45권 제6호 A 연구논문
전과정평가를 이용한 골재 

재료의 환경 특성 평가

전해표, 

이종윤, 

방기문, 

전효택*

680-690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8 제45권 제6호 A 연구논문

석유시추 자료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윈도우 기반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DrillerGeoDB 개발

서장원, 

최요순, 

박형동*

707-718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8 제45권 제6호 A 해설
국내 금속광산의 IT산업원료광종 

재평가 예비연구

허철호, 

이재호*, 

지세정

734-742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9 제46권 제1호 A 연구논문

지하수 공의 Fe 스케일에 대한 

중금속원소 함량과 철산화박테리아

의 지구화학적 특성 연구

박천영*, 

조상섭
11-27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9 제46권 제1호 A 연구논문

인도네시아 파시르 석탄 노천광산

의 사면붕괴 위험도 평가를 위한 

퍼지 이론과 계층분석절차 기법의 

적용

최요순, 

박형동*, 

선우춘, 

정용복

45-60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9 제46권 제1호 A 해설 마다가스카르의 광물자원 부존현황 허철호* 108-113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9 제46권 제2호 A 연구논문
베리오그램을 이용한 광체 평가 및 

3차원 모델링 소프트웨어 개발

김성중, 

박형동*
151-159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9 제46권 제2호 A 연구논문

광양 폐금광산에서 생성되는 산성

광산배수와 황갈색 철수산화물의 

지화학적 성분에 대한 계절적 변화 

특성

박천영*, 

한오형, 

신대윤, 

홍영의

190-206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9 제46권 제2호 A 연구논문

폐금속광산 광물찌꺼기와 주변 

토양에서의 수은 오염도 평가 및 

존재형태 규명

정명채*, 

김남극, 

김환기

228-238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9 제46권 제2호 A 연구논문

황산화균 Acidithiobacillus 

Thiooxidans를 이용한 폐금은광산 

광미에서의 중금속 용출 

고명수, 

박현성, 

이종운*

239-251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9 제46권 제2호 A 연구논문
소석회를 이용한 금속광산 

폐광미의 고형화처리 연구

이현철, 

민경원*, 

김태풍

252-262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9 제46권 제3호 A 연구논문
광미 적치장의 복토층 차수 

성능 평가

임길재, 

안주성, 

정영욱*, 

민대식, 

백환조

351-361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9 제46권 제3호 A 총설
영국에서의 과거 광산 활동에 의한 

지질재해와 대책
유명환* 402-407



644  · · The Korean Society of Mineral and Energy Resources Engineers 50th Anniversary

학회지 연도 권호 Code 구분 제 목 저 자 Page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9 제46권 제5호 A 연구논문

화순 광산배수에 서식하는 토착 

호산성 박테리아를 이용한 

황철석의 용출 특성

박천영*, 

정경훈, 

김계민, 

홍영의, 

조강희

521-535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9 제46권 제5호 A 연구논문
파푸아 뉴기니 와우지역의 

금광화작용

허철호*, 

김남원, 

심권용

536-545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9 제46권 제5호 A 연구논문

옥천대에 분포하는 석회암의 

안정동위원소와 미량원소에 의한 

열수변질에 관한 연구

윤정한* 589-601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9 제46권 제5호 A 연구논문
불균질 산화를 이용한 연화광산 

통기갱 갱내수의 처리방안 연구

오선혜, 

이상훈, 

김선준*

602-613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9 제46권 제6호 A 연구논문

폐탄광 지역 산림훼손지 복구를 

위한 GIS 기반의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개발

최요순, 

오승찬, 

박형동*, 

권현호, 

윤석호, 

고와라

691-702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0 제47권 제1호 A 연구논문
광주지역 일부 주유소 분진중의 

중금속 원소함량에 관한 연구

이한별, 

윤정한*
9-16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0 제47권 제1호 A 연구논문
토착호산성박테리아의 황철석 

표면부착 및 용출특성

박천영*, 

조강희
51-60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0 제47권 제2호 A 연구논문
토양입자 표면에 형성된 바이오필

름을 통한 중금속 고정화 실험 연구

고명수, 

박현성, 

김경웅, 

이종운*

158-167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0 제47권 제3호 A 연구논문
강원지역 주요 석조문화재 주변의 

사면재해 가능성 분석

김경수, 

송영석*
300-311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0 제47권 제3호 A 연구논문
함수특성곡선의 이력현상이 불포화 

사면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백환조, 

김경만, 

김대훈*

349-358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0 제47권 제3호 A 연구논문

화순 폐석탄 광산배수에 나타나는 

미생물 기원의 협막과 나선형 구조

물에 축적된 비소 특성

박천영*, 

조강희
369-382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0 제47권 제3호 A 해설
멕시코 소노라주의 광물자원 부존 

현황

허철호, 

김의준*
391-399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0 제47권 제3호 A 총설
국내외 라돈정책 및 라돈산업의 

현황
제현국* 4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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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0 제47권 제4호 A 연구논문
공학적 고화층 형성 복토시스템을 

위한 광미 고형화/안정화 기법

안주성*, 

이필원, 

김재곤

496-504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0 제47권 제4호 A 연구논문
열적외석 영상을 이용한 암석의 

일축압축 파괴 특성 연구

현창욱, 

박지환, 

박형동*

505-514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0 제47권 제4호 A 연구논문
반사분광학을 이용한 응회암 

석조문화재의 풍화도 평가

현창욱, 

박형동*
515-529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0 제47권 제4호 A 연구논문
물리화학처리를 이용한 

산성광산배수의 Fe 제거효율 연구

안종만, 

이현주, 

박인성, 

김기호, 

최상일*

530-538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0 제47권 제5호 A 연구논문

토착호산성 박테리아를 이용한 

황동석 정광에 대한 생물학적 용출 

특성 -상온에서의 칼럼 용출-

한오형*, 

박천영, 

조강희

678-689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0 제47권 제5호 A 연구논문

폐광산지역의 광역적 지반침하 

위험도 평가를 위한 빈도비모델과 

계층분석기법의 적용

서장원, 

최요순, 

박형동*, 

권현호, 

윤석호, 

고와라

690-704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0 제47권 제5호 A 연구논문
남극 세종기지의 기후 환경을 모사

한 암석의 동결-융해 풍화 시험

박지환, 

현창욱, 

박형동*

731-742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0 제47권 제6호 A 연구논문
토착박테리아에 의한 황동석의 등

전위 변화와 표면 부착 특성

박천영*, 

김봉주
823-833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0 제47권 제6호 A 연구논문

비소로 오염된 폐광산 주변 토양에

서 다양한 안정화제 사용에 따른 

안정화 효율연구

고명수, 

김주용, 

방선백, 

이진수, 

고주인, 

김경웅*

834-843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0 제47권 제6호 A 연구논문
강원도 삼마-태정 산성광산배수의 

토착박테리아와 지구화학

박천영*, 

김계민
902-917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0 제47권 제6호 A 연구논문
폐금속광산 광미의 폴리머 개질 

고형화/안정화 처리

김태풍, 

민경원*, 

이현철

927-937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1 제48권 제1호 A 연구논문

터널 시공 중 막장 지질 매핑 

자료를 활용한 전방 지오 모델링 

기법 개발

이희욱, 

최요순, 

박형동*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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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1 제48권 제1호 A 연구논문
고온성토착박테리아에 의한 

방연석의 충식작용과 용출 향상

박천영*, 

정경훈, 

김봉주, 

위   헌, 

이윤국

11-24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1 제48권 제1호 A 연구논문
광산배수 자연정화시설의 대체 

기질물질 적용성 기초연구

안종만, 

임길재, 

정진웅, 

지상우*, 

정영욱, 

박현성, 

최상일

34-44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1 제48권 제2호 A 연구논문
고화층 형성 광미 복토시스템의 

현장 기능성 평가

안주성*, 

송호철, 

임길재, 

지상우, 

정진웅, 

김재곤

137-144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1 제48권 제2호 A 연구논문
광산배수의 지구화학적 특성에 

따른 비소 처리기술 평가

김아영, 

고명수, 

김주용, 

김경웅*, 

방선백, 

심연식, 

박현성

145-164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1 제48권 제2호 A 연구논문
대규모 노천광산의 채굴적 하단 

저수지 설계를 위한 GIS 모델링

최요순, 

박형동*
165-177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1 제48권 제3호 A 연구논문
미생물학적 황 산화에 의한 오염토

양 내 중금속 및 비소의 용출

김윤수, 

전효택*, 

이종운

294-308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1 제48권 제3호 A 해설
산성토양 및 산성배수 처리기술의 

특허분석

안주성*, 

최종길
359-370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1 제48권 제4호 A 연구논문
금속환원균을 이용한 오염토양으로

부터 비소의 미생물학적 용출

이소라, 

전효택*, 

이종운

4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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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1 제48권 제4호 A 연구논문
환원반응조에서 회수한 석회석의 

알칼리도 생성 및 중화특성

정영욱*, 

임길재, 

박현성

430-437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1 제48권 제4호 A 연구논문
철수산화물 나노입자를 이용한 

수용액 내 비소의 흡착처리 연구

김현종, 

전효택*, 

이종운, 

노   열

438-447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1 제48권 제4호 A 연구논문
노천 채광장의 적재 -운반 작업을 

위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개발
최요순* 448-459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1 제48권 제4호 A 연구논문

석조문화재 영향평가를 위한 

화강암, 사암 및 응회암의 산성용액 

반응 실험

조훈회, 

현창욱, 

신동준, 

신동진, 

유종호, 

임정균, 

윤명섭, 

박형동*

460-472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1 제48권 제4호 A 연구논문
인공 열극을 이용한 지하유류비축 

공동 주변 클로깅 발생 모사 실험

김현철, 

이종운*, 

김건영, 

오세중

483-492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1 제48권 제5호 A 연구논문
GIS와 ASI 알고리듬을 이용한 광미

댐 수문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최요순*, 

박형동, 

권현호

549-559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1 제48권 제5호 A 연구논문
GIS를 이용한 광산폐기물 침출수의 

지표 이동경로 분석모델 개발

김성민, 

최요순, 

박형동*, 

권현호, 

윤석호, 

고와라

560-572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1 제48권 제5호 A 연구논문

다양한 차폐재를 이용한 

광물찌꺼기 적치장의 오염물질 

차수능력 평가

김남극, 

정명채*, 

김영규, 

김중열, 

김유성, 

이진수, 

박관인

573-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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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1 제48권 제5호 A 연구논문

풍정광산 주변 오염 토양 내 토착미

생물에 대한 탄소원 공급이 중금속

과 비소의 지구미생물학적 거동에 

미치는 영향

김성훈, 

이종운*, 

고명수, 

윤연흠, 

이진수, 

홍성조

584-597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1 제48권 제5호 A 연구논문

광물찌꺼기 적치장 차폐공법 성능

평가를 위한 현장 파일럿 실험기법 

연구

김중열, 

김유성*, 

정명채, 

김영규, 

박관인, 

이진수, 

권현호

598-612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1 제48권 제5호 A 연구논문

미생물과 Pd-Akaganeite 나노입

자를 이용한 용존 비소 제거를 위한 

컬럼 실험 연구

김현철, 

이종운*, 

노   열, 

심연식

613-622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1 제48권 제6호 A 연구논문

제련소 주변 오염토양의 중금속 및 

비소 용출을 위한 황산화균과 철산

화균의 용출 특성 비교

한협조, 

이종운*, 

전효택

713-722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1 제48권 제6호 A 연구논문

Software for Simulating Open-

pit Truck/Shovel Haulage 

Systems using Google Earth 

and GPSS/H

Yosson 

Choi*, 

Antonio 

Nieto

734-743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1 제48권 제6호 A 연구논문
지중열교환기용 시멘트계 그라우트

의 열물성에 관한 연구

이동주, 

김경만, 

김대훈, 

백환조*

775-785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1 제48권 제6호 A 총설
광산배수를 활용한 지열 활용 

가능성

정영욱*, 

임길재, 

지상우, 

백환조, 

진호일

829-838



 649

한국자원공학회

50th Anniversary
1962~2012

학회지 연도 권호 Code 구분 제 목 저 자 Page

광산학회지 1964 제1권 제1호 P 논문 2차원 경사층에서의 복합반사 현병구 13-22

광산학회지 1964 제1권 제1호 P 논문 울산지구의 지하수 전기탐사 
이당훈, 

서정훈
23-29

광산학회지 1964 제1권 제1호 P 해설 물리탐광의 성과에 대하여 조국형 58-60

광산학회지 1964 제1권 제2호 P 논문 자연전류법 MODEL 연구 현병구 85-91

광산학회지 1965 제2권 제1호 P 논문 전기탐광의 비저항법 MODEL 연구 
홍준기, 

김진만
1-10

광산학회지 1965 제2권 제1호 P 논문 자연전류법 연구 양승진 11-22

광산학회지 1965 제2권 제1호 P 보고 봉명흑연광산 전기탐사 보고서 
홍준기, 

현병구
61-69

광산학회지 1965 제2권 제2호 P 해설 전기비저항법에 의한 지하수탐사 현병구 122-133

광산학회지 1965 제2권 제3호 P 논문
접촉광화대의 광물과 전기탐광

적용성 연구 

홍준기, 

현병구, 

정수진 

159-175

광산학회지 1966 제3권 제2호 P 세미나

1966년도 하기 광산지질학 세미나 

특집: 한국에서의 물리탐사와 그 

문제점 

현병구 99-105

광산학회지 1967 제4권 제1호 P 논문 지하자력탐사를 위한 기초적 연구 
현병구, 

조동행 
1-15

광산학회지 1967 제4권 제1호 P 해설
I. P법 및 한국에 있어서의 

I. P탐사의 적용성 

Franklin 

A. Seward, 

Jr

29-34

광산학회지 1967 제4권 제3호 P 논문
한국 무연탄의 전기적 성질에 관한 

연구 

현병구, 

민경덕
181-190

광산학회지 1967 제4권 제3호 P 해설 검층기술 서정훈 210-215

광산학회지 1968 제5권 제1호 P 논문
한국의 지하수조사를 위한 효과적인 

전기비저항법 

현병구, 

진두정 
1-12

광산학회지 1968
제5권 

제2-3호
P 보고 울산석유공업단지 물리탐사 

홍준기, 

김재극, 

현병구

55-64

광산학회지 1969 제6권 제4호 P 보문 단진광산 I. P. 탐사보고 
현병구, 

전용원
152-159

광산학회지 1970 제7권 제1호 P 보문
자성광산에 대한 효율적 자력탐사

연구 
현병구 11-23

Prospecting, 물리탐사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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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학회지 1971 제8권 제1호 P 보문
전기탐사에 있어서 지형영향에 

관한 MODEL 연구 
현병구 1-9

광산학회지 1971 제8권 제2호 P 보문 거도광산지역 물리탐사 

홍준기, 

현병구, 

서윤수 

39-61

광산학회지 1972 제9권 제1호 P 보문
지구조석: 미국 덴바시 북동쪽에서 

지표스트레인 측정 
서정희 13-26

광산학회지 1972 제9권 제1호 P 해설
Fused Quartz Strainmeter와 

그의 응용 
서정희 27-31

광산학회지 1972 제9권 제2호 P 보문
행렬법에 의한 자기탐사의 한 이론에 

관한 연구 
홍순복 41-45

광산학회지 1973 제10권 제1호 P 보문

Non-Reproducibility of Source 

in Matrix Method for Magnetic 

Interpretation

Soon 

Bok 

Hong

1-4

광산학회지 1973 제10권 제2호 P 보문
소백산지역의 항공자력분포에 관한 

해석 

현병구, 

조동행
62-71

광산학회지 1973 제10권 제3호 P 보문
특성곡선에 의한 자력이상 해석

-유한수치연장의 Prism-

현병구, 

정승환 
109-120

광산학회지 1973 제10권 제4호 P 특별강연
Petroleum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in Taiwan 

Y. C. 

Chan
212-217

광산학회지 1973 제10권 제4호 P 특별강연

Application of Gradient Array to 

the IP Survey on Orchid Island, 

Taiwan

J. C. 

Cheng  
234-240

광산학회지 1973 제10권 제4호 P 보문
지구조석 스트레인의 측정에 있어서 

측점의 특성으로 인한 영향 
서정희 241-258

광산학회지 1973 제10권 제4호 P 보문
Side Scan Sonar에 의한 해저면

상의 소형물체의 탐지 연구 
구자학 259-263

광산학회지 1973 제10권 제4호 P 보문
자력이상대에 대한 특성곡선 및 

Power Spectrum에 의한 해석 

현병구, 

정승환
264-272

광산학회지 1973 제10권 제4호 P 해설 지구 팽창설에 관하여 

변복섭, 

민경덕, 

양승진

307-311

광산학회지 1974 제11권 제1호 P 보문
한국의 항공자력 이상대 분포에 

관한 종합해석 
현병구 9-20

광산학회지 1974 제11권 제1호 P 보문
해상탄성파 탐사를 이용한 동해

연안의 지질구조연구 

김종수, 

구자학 
21-32

광산학회지 1974 제11권 제1호 P 보문
행렬법에 의한 2차원 해양자력 

해석에서의 이상상 
홍순복 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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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학회지 1974 제11권 제2호 P 보문
자력분포를 토대로 한 한국서해

구역의 지구물리학적 해석연구 
구자학 79-91

광산학회지 1974 제11권 제3호 P 보문
경사단층구조에 관한 주시곡선의 

특성 분석 

이태섭, 

현병구
155-166

광산학회지 1974 제11권 제4호 P 보문
Delay Time에 의한 탄성파 

굴절법의 Computer해석 

이두성, 

현병구 
186-193

광산학회지 1975 제12권 제3호 P 보문 탄전지대의 항공자력 탐사 해석 현병구 107-118

광산학회지 1975 제12권 제3호 P 보문 석탄층 조사를 위한 전기탐사 
현병구, 

서정희 
119-127

광산학회지 1976 제13권 제1호 P 보문
시추공을 이용한 전기비저항법의 

2차원 모형 연구 

양도일, 

서정희, 

현병구 

9-20

광산학회지 1976 제13권 제1호 P 해설
경상분지내의 항공전자이상 원인 

고찰 
구자학 62-66

광산학회지 1976 제13권 제2호 P 해설 지열광상의 특성 및 탐사 서정희 102-109

광산학회지 1976 제13권 제2호 P 해설
Radar Studies of the Moon's 

Surface

Bok Sub 

Byun
110-120

광산학회지 1976 제13권 제4호 P 보문
판상광체에 의한 자력이상의 

Computer 해석 

서상용, 

양승진, 

현병구 

212-217

광산학회지 1977 제14권 제1호 P 보문
다성분 탄성파 탐사 자료에서의 

정확한 속도 분석 
양승진 19-39

광산학회지 1977 제14권 제1호 P 해설
파동이론의 분산파 모형에 관한 

전산프로그램 
문병길 58-67

광산학회지 1977 제14권 제1호 P 해설
암석중의 탄성파속도와 밀도의 

관계 
양승진 68-70

광산학회지 1977 제14권 제2호 P 보문

전기탐사방법을 이용한 지하부존 

탄층의 연속성 탐지를 위한 모형 

연구 

서정희 87-96

광산학회지 1977 제14권 제3호 P 보문

경상지역 UNDP 항공전자이상

선정과 일부 이상지역에 대한 지상

탐사결과 

구자학 149-164

광산학회지 1977 제14권 제4호 P 보문
유한여현급수를 이용한 중력과 

자력의 해석 

서상용, 

현병구 
230-239

광산학회지 1977 제14권 제4호 P 보문
우리나라 지진의 특성 및 그 성인에 

관한 연구 

김건득, 

서정희 
24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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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학회지 1978 제15권 제1호 P 보문

충북 괴산지방의 함우라늄 저질탄 

및 주변암석의 I. P. 특성에 관한 

연구 (1) 

신희순, 

서정희, 

현병구 

1-12

광산학회지 1978 제15권 제1호 P 보문
인공분극법에 탄층의 형태에 따르는 

전위분포의 변화양상에 관한 연구 

서백수, 

서정희, 

현병구 

13-25

광산학회지 1978 제15권 제2호 P 보문

충북 괴산지방의 함우라늄 저질탄 

및 주변암석의 I. P. 특성에 관한 

연구 (2) 

신희순, 

서정희, 

현병구 

96-104

광산학회지 1978 제15권 제2호 P 보문
영상자료의 컴퓨터 처리에 관한 

기초연구 

양승진, 

정승환
105-114

광산학회지 1978 제15권 제2호 P 보문
가중력을 이용한 자력기반심도 

계산법 

서상용, 

서정희, 

현병구 

115-119

광산학회지 1978 제15권 제2호 P 해설

이리역 폭발사고 (1977년 11월 11일)에 

따른 지진동 전파효과에 대한 

조사보고 

서정희 167-172

광산학회지 1978 제15권 제3호 P 보문
판상광체에 대한 VLF 전자탐사법의 

모형 연구 

박종남, 

서정희, 

현병구

173-185

광산학회지 1978 제15권 제3호 P 보문
지진-음향 과정에 있어서 선형

반전적 방법 
김소구 186-196

광산학회지 1978 제15권 제3호 P 보문

해양물리탐사에 있어서 탐사선의 

전자공학적 위치 측정과 운항에 

대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응용 

하인숙, 

조규장
251-262

광산학회지 1978 제15권 제4호 P 보문
맥상광체에 대한 Dip Angle 전자

탐사법의 모형연구 

이상규, 

서정희, 

현병구 

276-289

광산학회지 1979 제16권 제1호 P 보문 탄성파 굴절법 해석 양승진 1-9

광산학회지 1979 제16권 제2호 P 보문 유한요소법에 의한 IP 모델링 연구 
정승환, 

현병구
109-118

광산학회지 1979 제16권 제2호 P 보문
2차원 불균질 매질에 대한 평면파 

전자반응의 수치해석적 연구 

김건득, 

서정희, 

현병구 

119-130

광산학회지 1979 제16권 제2호 P 보문
평행탄층의 전기비저항 이상대에 

대한 상호 영향에 관한 모형 연구 

유인걸, 

서정희, 

현병구 

131-141

광산학회지 1979 제16권 제2호 P 해설 홍성지진 (1979. 10. 7) 조사보고 서정희 158-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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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학회지 1979 제16권 제3호 P 보문

모암 도전율의 변화가 광체의 

변화가 광체의 전자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모형현구 

박영수, 

서정희, 

현병구 

181-188

광산학회지 1979 제16권 제3호 P 해설
중력장 Potential의 상향연속 

(Upward Continuation) 식의 유도 
홍순복 212-213

광산학회지 1979 제16권 제4호 P 보문
해남지역의 반사탄성파탐사를 위한 

현장시험연구 

구자학, 

김상길, 

조동행

219-227

광산학회지 1979 제16권 제4호 P 보문
고분해능 반사법탐사를 위한 야외

시험연구 

구자학, 

김상길
228-231

광산학회지 1979 제16권 제4호 P 보문
경상분지 진주지역에 대한 반사법 

탄성파탐사연구 

조동행, 

구자학, 

김상길 

232-241

광산학회지 1980 제17권 제1호 P 보문
맥상광체에 대한 Long-Wire 전자

탐사법의 모형연구 

박창신, 

서정희
12-19

광산학회지 1980 제17권 제2호 P 해설
Seismic Attenuation and 

Wavelet Stretching

Bok Sub 

Byun
109-119

광산학회지 1980 제17권 제4호 P 보문
굴절탄성파 합성기록의 작성을 

위한 포텐샬 유한차분법 

서상용, 

현병구 
181-189

광산학회지 1981 제18권 제2호 P 보문
위상성분 측정법을 이용한 전자탐

사법의 모형연구 

서정희, 

이상규, 

김정호, 

정현기

44-53

광산학회지 1981 제18권 제2호 P 보문
남한의 지진과 지질구조에 관한 

연구 
신병우 98-104

광산학회지 1981 제18권 제3호 P 보문 봉명탄광 반사법탐사 실험연구 

양승진, 

서상용, 

서백수

105-111

광산학회지 1981 제18권 제3호 P 보문
Statistics of Velocity 

Heterogeneity 

Bok Sub 

Byun
112-114

광산학회지 1981 제18권 제4호 P 보문
경기육괴내의 Track Etch 탐사자

료해석 

구자학, 

현병구
157-161

광산학회지 1981 제18권 제4호 P 보문
수평 전기쌍극자 파원에 의한 층서

구조의 전자장 근이해 

이상규, 

서정희
162-168

광산학회지 1982 제19권 제1호 P 보문
KIER 항공방사능탐사시스템을 

위한 자료보정상수의 결정 

구자학, 

조동행, 

박영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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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학회지 1982 제19권 제1호 P 보문
판상광체에 대한 다주파수 전자

탐사법의 모형연구 

정의국, 

이상규, 

서정희 

9-16

광산학회지 1982 제19권 제1호 P 해설 EM Coupling에 관한 소고 
이상규, 

서정희
39-44

광산학회지 1982 제19권 제2호 P 보문
수치 자기쌍극자 송신에 의한 전도성 

매질내에서의 전자장의 계산방법 
이두성 67-74

광산학회지 1982 제19권 제2호 P 해설 Hankel 변환적분의 수치계산법 

이상규, 

서정희, 

김한준

153-160

광산학회지 1982 제19권 제3호 P 보문 한국 지진의 메카니즘 해석 
김상조, 

김소구 
165-170

광산학회지 1982 제19권 제4호 P 보문 저주파 과도전자장의 유한차분해법 
서상용, 

현병구
227-232

광산학회지 1982 제19권 제4호 P 보문
층서구조에 대한 다주파수 전자측

심법의 분해능에 관하여 

이상규, 

서정희 
233-241

광산학회지 1983 제20권 제1호 P 보문
비퇴적암지역에서의 물리검층의 

응용에 관한 연구 

권병두, 

구자학, 

김선억, 

정승환 

8-16

광산학회지 1983 제20권 제2호 P 보문 소인주파수 전자탐사법에 대한 연구 서정희 82-88

광산학회지 1983 제20권 제2호 P 보문
판상광체에 대한 시간영역 유도

분극 탐사법의 연구 

장현삼, 

현병구
89-94

광산학회지 1983 제20권 제2호 P 보문

복잡한 지형에서의 Schwartz-

Christofel 변환을 이용한 

전위계산의 기초적 연구 (1) 

김웅수, 

임한욱, 

서백수

95-100

광산학회지 1983 제20권 제4호 P 해설

탄성파 단면도 작성을 위한 전산

처리 절차에 관하여 (1)

-해상기록의 포마트 변환에서부터 

공심점분류까지-

이상규, 

구자학
256-265

광산학회지 1984 제21권 제1호 P 보문
층계함수 파원에 의한 시간영역 

과도전자장의 계산 

김한준, 

서정희
9-15

광산학회지 1984 제21권 제1호 P 해설

탄성파 단면도 작성을 위한 전산

처리 절차에 관하여 (2)

-공심점분류 이후의 절차-

이상규, 

구자학
49-57

광산학회지 1984 제21권 제3호 P 보문
판상광체에 대한 TEM법의 실험적 

연구 

임무택, 

현병구 
18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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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학회지 1984 제21권 제3호 P 보문
TEM법에 의한 경북 천지57호 광구 

연-아연 유화광상 물리탐사 

이상규, 

구자학, 

조동행, 

임무택 

197-208

광산학회지 1984 제21권 제3호 P 보문
지하수 탐사를 위한 물리검층의 

응용연구 

권병두, 

구자학 
209-220

광산학회지 1984 제21권 제4호 P 보문
평면파 전자 탐사에서 불규칙 지하 

경계면의 영향 
윤왕중 261-268

광산학회지 1984 제21권 제4호 P 보문
3차원 평면지층에서의 CDP 탄성파 

반사법 탐사자료 해석 
양승진 269-278

광산학회지 1984 제21권 제4호 P 보문
Seismic Modeling

-반사탄성파탐사에서의 모형실험-

Jung Yul 

Kim, 

J. Behrens, 

G. Dohr

279-288

광산학회지 1985 제22권 제1호 P 보문

자기쌍극자원에 의한 구형도체의 

주파수영역 전자반응: 제1보 일반해 

계산 

정현기, 

서정희 
17-24

광산학회지 1985 제22권 제2호 P 보문
곡면지층에서의 CDP 탄성파탐사

자료 해석 

양승진, 

최상문
81-90

광산학회지 1985 제22권 제3호 P 보문
위상이동 마이그레이션의 두루말이 

효과 억제에 관한 연구 

서상용, 

구자학
170-175

광산학회지 1985 제22권 제3호 P 보문
탄전지역의 공도탐사를 위한 

한 정성적 전기탐사법의 시도 
이상규 176-186

광산학회지 1985 제22권 제3호 P 보문
반복적 비선형 역해에 의한 중력 및 

자력탐사자료의 해석과 그 응용 

이호영, 

정승환, 

현병구 

187-198

광산학회지 1985 제22권 제3호 P 보문
광체의 자화율이 전자탐사에 미치는 

영향 

정현기, 

서정희, 

주형태 

199-206

광산학회지 1985 제22권 제4호 P 보문
유한요소법에 의한 VLF 전자탐사 

모형연구 
정승환 241-248

광산학회지 1985 제22권 제4호 P 보문
불규칙한 탄층 구조에 대한 갱내 

전기탐사법의 적용성 연구 (1) 

현병구, 

송영수
249-259

광산학회지 1985 제22권 제4호 P 해설
Cole-Cole 모델을 이용한 

Spectral IP 법의 자료해석 

서정희, 

정현기 
301-309

광산학회지 1985 제22권 제5호 P 보문
불규칙한 탄층 구조에 대한 갱내 

전기탐사법의 적용성 연구 (2) 

현병구, 

송영수
31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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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학회지 1985 제22권 제5호 P 보문
마이크로 컴퓨터를 이용한 2지점간 

파선추적 시스템 
이태섭 321-325

광산학회지 1985 제22권 제5호 P 보문 인공모형광석의 Spectral IP 반응 

서정희, 

정현기, 

유한진, 

조인기

326-334

광산학회지 1985 제22권 제5호 P 보문
파선추적에 의한 굴절탄성파 주시의 

계산 

조동행, 

김정호 
335-338

광산학회지 1986 제23권 제1호 P 보문 RP 및 SIP 시험탐사 보고 
이상규, 

구자학 
1-8

광산학회지 1986 제23권 제1호 P 보문 금속광상탐사를 위한 AMT 탐사법 정승환 9-15

광산학회지 1986 제23권 제2호 P 보문
2차원 중력치 역해계산에서 선형

방법과 비선형방법의 비교 

서정희, 

주형태, 

정현기

47-53

광산학회지 1986 제23권 제2호 P 보문
수개주요지층에서의 반사 및 굴절

계수 특성고찰 

양승진, 

김영수 
54-61

광산학회지 1986 제23권 제3호 P 보문
판상 탄층구조해석에 있어서의 지표 

및 시추공 과도전자탐사자료의 응용 

이상규, 

임무택
119-128

광산학회지 1986 제23권 제3호 P 보문
수평다층에 대한 normal 비저항 

검층의 반응곡선 계산 

정승환, 

김정호, 

현병구 

129-138

광산학회지 1986 제23권 제3호 P 보문

Shooting Ray Method를 이용한 

Synthetic Seismogram에 관한 

연구 

정연문, 

이태섭, 

현병구 

139-150

광산학회지 1986 제23권 제4호 P 보문
심부 판상광체에 대한 갱내 TEM 

법의 실험적 연구 

김유성, 

현병구
221-232

광산학회지 1986 제23권 제4호 P 보문
두개의 Simplex의 교대적용에 의한 

자력탐사 자료의 3차원 역해 연구 

박영수, 

현병구 
233-239

광산학회지 1986 제23권 제5호 P 보문
모형시험에 의한 새로운 비기하학

적 탄성파의 연구 
김중열 301-311

광산학회지 1986 제23권 제5호 P 보문

Cluster Analysis Applied to 

the Multivariate Data Set from 

Cornwall, S. W. England

Jong 

Nam 

Park, 

Dae 

Young 

Ahn, 

Jong 

Dae Kim

31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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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학회지 1986 제23권 제5호 P 보문
탄성파 흡수성을 구하기 위한 진폭

감쇄법 및 스펙트럼분열법의 실효성 

김중열, 

안대영 
327-337

광산학회지 1986 제23권 제6호 P 보문 대역사상의 실효성 김중열 355-363

광산학회지 1986 제23권 제6호 P 보문
반사법 탄성파 탐사에 의한 지하

터널 탐지 가능성 
김중열 364-370

광산학회지 1986 제23권 제6호 P 보문
국내 함탄층의 SIP 반응에 관한 

비교 연구 

유한진, 

서정희
371-381

광산학회지 1986 제23권 제6호 P 보문

함수 및 온도에 따른 암석의 탄성파 

전파속도와 동탄성계수의 변화에 

관하여 

신희순, 

현병구
382-391

광산학회지 1986 제23권 제6호 P 보문
압력에 의한 화강암의 동탄성계수 

변화에 관하여 

신희순, 

현병구 
392-402

광산학회지 1987 제24권 제1호 P 보문
판상광체에 대한 TEM 자료해석에 

관하 모형연구 

서정희, 

백오규, 

조인기 

21-29

광산학회지 1987 제24권 제1호 P 보문
판상광체에 대한 인공분극반응의 

정량해석 

송윤호, 

서정희
30-39

광산학회지 1987 제24권 제3호 P 보문
판상광체에 대한 갱내 전기비저항

법의 모형연구 

현병구, 

조인기, 

임해룡 

157-164

광산학회지 1987 제24권 제4호 P 보문
반사법 탄성파 탐사에서의 정보정

법에 관한 연구 

김광은, 

현병구, 

이태섭

235-244

광산학회지 1987 제24권 제4호 P 보문
3-성분측정 주파수영역 중심전자

탐사 스케일모형실험연구 

조동행, 

김준석, 

정현기 

245-254

광산학회지 1988 제25권 제1호 P 보문
비선형 전극 배열을 이용한 전기

탐사의 모형 및 수치해석적 연구 

윤왕중, 

윤정한, 

권숙문

21-30

광산학회지 1988 제25권 제2호 P 보문 탄성파탐사자료의 역대합 연구 
정대연, 

양승진
91-97

광산학회지 1988 제25권 제3호 P 보문
유한요소법에 의한 지하공동탄성파 

탐사에 관한 연구 

서백수, 

현병구
148-158

광산학회지 1988 제25권 제3호 P 보문
임의경사의 평면경계면 지층구조에 

대한 주시자료의 반복적 역산 

김한준, 

서정희 
159-167

광산학회지 1988 제25권 제4호 P 보문
광체 탐지를 위한 시추공-시추공 

방식 전기탐사의 모형 연구 
송영수 20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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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학회지 1988 제25권 제4호 P 보문
시추공-시추공 전기비저항탐사의 

전산모델링 및 해석 

서정희, 

조인기
221-227

광산학회지 1988 제25권 제4호 P 보문 시추공 자기비저항법의 전산 모델링 

서정희, 

계용욱, 

조인기 

228-237

광산학회지 1988 제25권 제5호 P 보문 급수전개에 의한 비선형 중력역산 

조철현, 

김한준, 

서정희

273-280

광산학회지 1988 제25권 제5호 P 보문
등가전류를 이용한 TEM 탐사자료의 

단순역해 

임해룡, 

현병구 
281-293

광산학회지 1988 제25권 제6호 P 보문 탄성파모형실험에서의 파형재생법 

김중열, 

Dresen 

L., 

Behrens 

J.

366-373

광산학회지 1988 제25권 제6호 P 보문
탄성파 반사자료의 최소 엔트로피

디콘에 관한 연구 

황세호, 

양승진
374-384

광산학회지 1988 제25권 제6호 P 보문
탄성파 모형실험을 위한 새로운 

기기운영시스템 

김중열, 

Behrens J.,

Dresen L. 

385-392

광산학회지 1989 제26권 제1호 P 보문
심부 석탄층 탐사를 위한 갱내 전자

탐사법의 실험적 연구 

현병구, 

지준, 조

인기 

1-11

광산학회지 1989 제26권 제1호 P 보문
Reciprocity 원리를 이용한 2차원 

비저항 탐사자료의 효율적 역산 

김정호, 

현병구, 

정승환

18-27

광산학회지 1989 제26권 제1호 P 보문
탄성파 발생원배열에 의한 

P-방사형 편극 
김중열 28-38

광산학회지 1989 제26권 제2호 P 보문
유한차분법에 의한 3차원 전기

비저항 모델링에 관한 연구 

현병구, 

김학수, 

정승환 

79-89

광산학회지 1989 제26권 제2호 P 보문
쌍극자 배열 비저항탐사자료의 

2차원 자동역산 

김정호, 

현병구, 

정승환 

90-100

광산학회지 1989 제26권 제2호 P 보문

적분방정식법을 이용한 시추공 

전기비저항 및 유도분극 반응의 

3차원 모델링에 관한 연구 

임건묵, 

현병구 
101-109

광산학회지 1989 제26권 제2호 P 보문
적분방정식을 이용한 자기비저항 

탐사법의 2차원 모델링 

서정희, 

박관호, 

조인기

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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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학회지 1989 제26권 제2호 P 보문
천층반사법 탐사에 의한 기반암

구조 MAPPING 

이태섭, 

서상용, 

구자학 

121-128

광산학회지 1989 제26권 제3호 P 보문
시추공-시추공 자기 비저항법의 

3차원 모델링 및 해석 

조인기, 

서정희 
182-190

자원공학회지 1989 제26권 제4호 P 해설
쌍극자 배열 탐사해석에 편리한 

새로운 가단면표시법 소개 
서정희 310-312

자원공학회지 1989 제26권 제5호 P 보문
심부 석탄층 탐사를 위한 갱내 전자

탐사법의 현장 적용 

현병구, 

지   준, 

김유성, 

정현기

354-363

자원공학회지 1989 제26권 제5호 P 보문
판상광체에 대한 TEM 반응의 극성

변화와 감쇠특성 

황학수, 

이상규, 

송무영 

364-377

자원공학회지 1989 제26권 제6호 P 보문
CSAMT 탐사자료의 1차원적 해석에 

관한 연구 

김정호, 

정승환, 

전정수

423-431

자원공학회지 1990 제27권 제2호 P 보문
3차원 전도체에 대한 갱내 이동

송수신 TEM 반응의 실험 연구 

현병구, 

송윤호, 

김유성, 

임해룡 

55-62

자원공학회지 1990 제27권 제3호 P 보문
불규칙 형상 광체 탐지를 위한 전자

탐사법 연구 

현병구, 

송윤호, 

이태종, 

유인걸 

154-166

자원공학회지 1990 제27권 제4호 P 보문
회절 지오토모그래피를 이용한 

영상 구성에 관한 연구 

송영수, 

현병구 
209-221

자원공학회지 1990 제27권 제4호 P 보문
CG, SIRT와 DLSQ 방법에 의한 

지오토모그래피 역산 
이호영 222-233

자원공학회지 1990 제27권 제4호 P 보문
Hodogram 분석에 의한 탄성파

전달연구 

김중열, 

현혜자, 

김규한 

234-245

자원공학회지 1990 제27권 제4호 P 보문
국내산 벤토나이트 시료에 대한 

SIP 반응 

함영달, 

송윤호, 

서정희 

246-255

자원공학회지 1990 제27권 제5호 P 보문
항공자력탐사자료 해석기술의 자동

전산화 개발연구 (1) 

이태섭, 

서상용, 

김광은 

305-315

자원공학회지 1990 제27권 제6호 P 보문
홍성 및 북한지역 지진원의 주파수 

특성모델에 관한 연구 
김준경 373-383



660  · · The Korean Society of Mineral and Energy Resources Engineers 50th Anniversary

학회지 연도 권호 Code 구분 제 목 저 자 Page

자원공학회지 1991 제28권 제1호 P 보문
석영맥의 직접압전효과 및 탐사 

적용성에 관한 연구 

신성렬, 

현병구, 

이상규

1-11

자원공학회지 1991 제28권 제2호 P 보문
3차원 다층구조의 굴절주시곡선 

해석 

양승진, 

황세호, 

고진석 

104-112

자원공학회지 1991 제28권 제2호 P 보문
불연속면의 빈도분포해석을 위한 

전산 program 
선우춘 113-121

자원공학회지 1991 제28권 제3호 P 보문

불연속 암반의 탄소성 특성과 이를 

이용한 전산모델연구-1부. 암반의 

탄성계수와 강도에 관한 이론적 

분석 

문현구, 

김선홍, 

김창용 

227-236

자원공학회지 1991 제28권 제3호 P 보문 부평 은광산의 지하중력탐사 
권병두, 

윤미선 
248-259

자원공학회지 1991 제28권 제3호 P 해설
부지응답스펙트럼 작성을 위한 

지진원의 주파수 특성모델 유도방법 

김준경, 

서정희
260-272

자원공학회지 1991 제28권 제6호 P 보문

마이크로컴퓨터를 이용한 천해저 

고해상 반사법 탄성파 탐사자료의 

취득 및 처리에 관한 연구 

이호영, 

현병구 
497-511

자원공학회지 1992 제29권 제1호 P 보문
지층의 수평적 구분 및 지질 구조 

파악을 위한 VLF 탐사 결과 해석 

송영수, 

정승환, 

채효석

16-24

자원공학회지 1992 제29권 제1호 P 보문
Gradient Descent 연산에 의한 

MED 형 디컨볼루션 방법의 통일 

김한준, 

현병구, 

서정희 

32-38

자원공학회지 1992 제29권 제1호 P 보문

Gradient Descent 연산방식의 

MED 형 디컨볼루션 방법을 적용한 

해상 탄성파 탐사자료의 처리 

김한준, 

현병구, 

서정희, 

주형태 

39-45

자원공학회지 1992 제29권 제3호 P 보문

판상광체 자력이상의 최대-최소점 

거리 및 그 중간점을 이용한 해석 

실험 연구 

정상용, 

양승진
123-128

자원공학회지 1992 제29권 제3호 P 보문
발파진동의 크기와 주파수 특성에 

관한 연구 

임한욱, 

김재동
146-157

자원공학회지 1992 제29권 제4호 P 보문
자력검층에 의한 퇴적암 내에서의 

자기층서의 추출 
임무택 198-209

자원공학회지 1992 제29권 제4호 P 보문
3차원 지층에서의 탄성파 반사 및 

굴절 주시의 반복적 역산 연구 

황세호, 

양승진, 

고진석

22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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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공학회지 1992 제29권 제5호 P 보문

상이한 배경값을 갖는 인접지역에 

대한 지구화학 탐사 자료의 최적 

해석법과 시료채취 형태에 관한 연구 

김옥배, 

이무성
316-325

자원공학회지 1992 제29권 제6호 P 보문
영상전류를 이용한 TEM 수직탐사 

자료의 역산 

홍재호, 

서정희, 

송윤호, 

박관호 

347-356

자원공학회지 1992 제29권 제6호 P 보문
층계함수반응 측정을 통한 TEM 

모형실험 

이태종, 

현병구, 

박관호 

357-364

자원공학회지 1993 제30권 제1호 P 보문
유한차분법을 이용한 2차원 급경사 

구조보정 연구 

장국진, 

현병구, 

신성렬, 

서상용

11-18

자원공학회지 1993 제30권 제2호 P 보문

유도분극, 전기비저항, VLF 전자

탐사법을 이용한 벤토나이트 광상

탐상 연구 

송영수, 

채효석, 

이강석, 

정승환, 

이현구, 

윤혜수 

102-107

자원공학회지 1993 제30권 제4호 P 보문
탄성파 구간속도 결정을 위한 반사

주시 역산 

김유성, 

현병구, 

김중열 

308-315

자원공학회지 1993 제30권 제4호 P 보문

다중모드 시추공 구조보정에 의한 

다성분 시추공-시추공 반사파 자표

처리 (1)-이론적 고찰-

장현삼, 

김중열
316-326

자원공학회지 1993 제30권 제4호 P 보문

해저면 반사파를 이용한 슬리브건의 

원거리장 파형 분석연구 (1)-독립

발파의 경우를 중심으로-

김기영, 

유해수, 

주형태, 

김예동 

327-340

자원공학회지 1993 제30권 제4호 P 보문
제주도 기생화산의 자연전위 (SP) 

이상 

권병두, 

오석훈, 

이희순, 

정현기 

352-360

자원공학회지 1993 제30권 제5호 P 보문

다중모드 시추공 구조보정에 의한 

다성분 시추공-시추공 반사파 자료

처리 (2)-축소모형실험에 의한 고찰 

장현삼, 

김중열 
367-376

자원공학회지 1993 제30권 제5호 P 보문

해저면 반사파를 이용한 슬리브건의 

원거리장 파형 분석연구 (2)

-여러개의 슬리브건을 동시에 

발파한 경우-

김기영, 

유해수, 

주형태, 

김한준

43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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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공학회지 1993 제30권 제6호 P 보문
천부 파쇄대의 반사법 탄성파 영상에 

대한 상관 해석기법에 대한 연구 

김지수, 

문우일, 

서정희 

481-489

자원공학회지 1993 제30권 제6호 P 보문
천반의 안정성 감지를 위한 고분해능 

시추공-시추공 탄성파 기법의 응용 

정연문, 

Hamid 

Maleki 

490-496

자원공학회지 1993 제30권 제6호 P 보문
균열이 있는 매질내에서의 P-파의 

입자운동 
이두성 521-525

자원공학회지 1993 제30권 제6호 P 보문
의성 오토산 지역의 전기비저항, 

IP 탐사 및 VLF 전자 탐사 연구 

송영수, 

채효석, 

이강석, 

정승환, 

이현구, 

윤혜수 

526-535

자원공학회지 1994 제31권 제2호 P 보문
유한차분법에 기초한 파선 경로 

계산 알고리즘 
이두성 150-155

자원공학회지 1994 제31권 제2호 P 보문
주파수영역에서 가중평균차분연산

자를 이용한 파동방정식 모델링 

조철현, 

신창수, 

서정희 

165-174

자원공학회지 1994 제31권 제3호 P 보문
채널파 탐사에 의한 탄층 연속성 

조사 

김중열, 

김유성, 

현혜자, 

김기석 

235-247

자원공학회지 1994 제31권 제3호 P 보문 탄성파 발생원 개발 및 응용성 

김중열, 

김기석, 

김유성, 

현혜자, 

성낙훈 

248-257

자원공학회지 1994 제31권 제3호 P 보문
시추공 레이다 탐사 자료의 자료

처리에 관한 연구 

변중무, 

현병구, 

김정호 

285-293

자원공학회지 1994 제31권 제3호 P 보문

고차근사 유한차분법을 이용한 

저속도층내 Love 채널 파동에 

관한 연구 

조동행, 

이성원 
307-314

자원공학회지 1994 제31권 제4호 P 보문
탄성파 축소 모형실험에 의한 유층

구조 연구 

김중열, 

김유성, 

현혜자, 

김기석

31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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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공학회지 1994 제31권 제4호 P 보문
안동 지역의 이천 단층에 대한 

HLEM 및 VLF 전자탐사 연구 

송영수, 

채효석, 

이강석, 

정승환, 

이현구, 

윤혜수

333-337

자원공학회지 1994 제31권 제4호 P 보문
소규모 지하공동 탐지를 위한 

탄성파탐사의 응용 한계성 연구 
김중열 347-354

자원공학회지 1994 제31권 제4호 P 보문
심도영역과 시간영역에서의 F-X 

구조보정 비교 

정귀금, 

김의홍, 

권병두, 

서상용 

374-381

자원공학회지 1994 제31권 제5호 P 보문
천부 지질구조 규명을 위한 P 빔 

발생원의 응용성 

김중열, 

김유성, 

현혜자, 

김기석 

407-412

자원공학회지 1994 제31권 제5호 P 보문
갱내 지오토모그래피에 의한 탄층 

연속성 조사 

김중열, 

김유성, 

현혜자, 

김기석

413-418

자원공학회지 1994 제31권 제5호 P 보문
96 채널 아날로그 스트리머 잡음

특성 분석 

유해수, 

양승진, 

김기영

419-434

자원공학회지 1994 제31권 제5호 P 보문
2차원 MT 모델링과 공간 필터링을 

이용한 정적효과 제거에 관한 연구 

이성곤, 

현병구, 

정승환, 

송윤호 

444-456

자원공학회지 1994 제31권 제5호 P 보문
시추공 TEM 아날로그 모델링에 

의한 상호유도효과의 확인 

이상규,

G. Buselli 
466-472

자원공학회지 1994 제31권 제6호 P 보문
시추공 횡파 발생원 개발 및 

그 응용성 

김중열, 

현혜자, 

김기석, 

김유성 

502-508

자원공학회지 1994 제31권 제6호 P 보문
다중채널 방향성 중앙값 필터와 

그의 응용 

장현삼, 

김정호 
559-564

자원공학회지 1995 제32권 제1호 P 보문 제주도 일대의 지온 지열유량 연구 

박종남, 

강대우, 

이상규, 

박인석, 

오상훈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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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공학회지 1995 제32권 제1호 P 보문
파선추적을 이용한 주파수

영역에서의 유사파형역산 

신성렬, 

신창수, 

현병구 

22-36

자원공학회지 1995 제32권 제1호 P 보문

온누리호의 12 채널 탄성파 탐사

시스템을 이용한 고해상 탄성파 

탐사 

홍종국, 

김한준, 

유해수, 

김기영, 

양승진 

81-86

자원공학회지 1995 제32권 제1호 P 보문
시추공간 전기비저항 탐사자료의 

영상화 

이명종, 

현병구, 

김정호 

87-96

자원공학회지 1995 제32권 제2호 P 보문
탄성파 토모그래피 응용에서 대두

되는 문제점 및 한계성 

김중열, 

김유성 
151-162

자원공학회지 1995 제32권 제3호 P 보문
3차원 음파방정식의 A. D. I. 유한

차분 모델링 연구 

오영철, 

조동행 
244-251

자원공학회지 1995 제32권 제3호 P 보문
지오레이다의 송신 파형 및 모형

반응 계산에 관한 연구 

설순지, 

서정희, 

김학수 

252-264

자원공학회지 1995 제32권 제4호 P 보문
시추공 탄성파탐사를 이용한 터널

탐지 가능성 및 한계성 연구 

김중열, 

김유성 
304-311

자원공학회지 1995 제32권 제4호 P 보문
심해저 망간단괴 적정 채광경로 

설정 

윤치호, 

권광수, 

양승진

312-321

자원공학회지 1995 제32권 제4호 P 보문
파선추적을 이용한 주파수

영역에서의 굴절법자료 역산 

정상용, 

신창수, 

양승진, 

신성렬

333-341

자원공학회지 1995 제32권 제5호 P 보문
루프 배열에 따른 층서구조 모델의 

수직 전자탐사 연구 

채효석, 

송영수 
388-399

자원공학회지 1995 제32권 제5호 P 보문

해수 침입에 의한 지하수 오염 

지역에서의 전기비저항 및 유도

분극 탐사 

송영수 
400-

408

자원공학회지 1995 제32권 제6호 P 보문 탄성파 축소모형 실험시스템 개발 

최원석, 

현병구, 

서정희 

437-444

자원공학회지 1995 제32권 제6호 P 보문
탄성파 수치 및 축소모형실험 

결과의 상호 비교 연구 

김중열, 

서상용, 

김유성, 

신창수, 

조철현 

44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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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공학회지 1995 제32권 제6호 P 보문
TEM과 DC수직탐사자료의 복합

역산에 의한 해수침투대 해석 

이희순, 

이명종, 

이상규, 

이태섭, 

서정희

462-470

자원공학회지 1996 제33권 제2호 P 보문
일반화된 맥스웰체 근사법을 이용

한 점탄성 모델링 

민동주, 

권병두, 

서백수 

113-120

자원공학회지 1996 제33권 제2호 P 보문
PC를 이용한 6채널 천부해저 

탄성파 탐사자료의 취득 및 처리 
이호영 128-132

자원공학회지 1996 제33권 제3호 P 보문

수직균열대를 포함한 층서구조 

매질의 자연상태에서의 탄성특성 

규명방법 

이두성,

J. B. 

Cameron

164-172

자원공학회지 1996 제33권 제3호 P 보문 역 Q 위상 및 진폭 필터링 장현삼 194-203

자원공학회지 1996 제33권 제3호 P 보문
천부해저 탄성파 탐사자료의 구조

보정 
이호영 204-209

자원공학회지 1996 제33권 제4호 P 보문
무조건 안정된 양유한차분법을 

이용한 심도 마이그레이션 

지   준, 

Biondo 

Biondi

233-239

자원공학회지 1996 제33권 제4호 P 보문
예측오차필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탄성파 자료의 내삽 
지   준 240-250

자원공학회지 1996 제33권 제5호 P 보문
Near-offset Interpolation in 

Wavefront Synthesis Imaging 
Jun Ji 311-317

자원공학회지 1996 제33권 제5호 P 보문

High-frequency Sferics 

Measurements and Correlation 

Analysis 

Hak Soo 

Hwang, 

Sang 

Kyu Lee 

318-331

자원공학회지 1996 제33권 제5호 P 보문
Avo 및 복소분석에 의한 천연가스 

저류층 탐지에 관한 연구 

양동우, 

양승진 
340-348

자원공학회지 1996 제33권 제5호 P 보문

Detection of Geothermal 

Resources by Acoustic 

Emission 

Jong 

Nam 

Park,

K. 

Nakachuka

365-373

자원공학회지 1996 제33권 제5호 P 보문

가시광영역 항공원격탐사자료의 

모형반응계산과 대기보정에 관한 

연구 

조창수, 

서정희, 

김광은

374-382

자원공학회지 1996 제33권 제5호 P 보문
암반내 레이타 탐사를 위한 암석의 

유전율 측정 

김정호, 

정승환, 

조인기 

383-390



666  · · The Korean Society of Mineral and Energy Resources Engineers 50th Anniversary

학회지 연도 권호 Code 구분 제 목 저 자 Page

자원공학회지 1996 제33권 제6호 P 보문

확장된 25점 유한차분격자를 

이용한 주파수-공간 영역에서의 

스칼라 파동방정식의 수치모델링 

손희정, 

신창수, 

장성형, 

양승진 

428-437

자원공학회지 1996 제33권 제6호 P 보문
원격탐사 자료의 감독 분류 정확도 

향상을 위한 인공신경망 기법 연구 

백길남, 

송영수, 

채효석, 

김광은

448-452

자원공학회지 1996 제33권 제6호 P 보문

제주도 서부 지역에서의 구조선 

파악을 위한 전기비저항 및 VLF 

전자탐사 

송영수, 

이상규, 

오세영, 

송승엽

484-493

자원공학회지 1996 제33권 제6호 P 보문
시추공-시추공 전기비저항 탐사의 

감도분석 

조인기, 

정승환, 

김정호, 

송윤호

519-526

자원공학회지 1997 제34권 제1호 P 기술보고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에서의 전극

배열 비교 

조인기, 

김정호, 

송윤호, 

정승환

18-26

자원공학회지 1997 제34권 제1호 P 보문
Cross-Coupling 에 의한 자연전

위의 수치적 모델링 

안조범, 

윤왕중
27-37

자원공학회지 1997 제34권 제1호 P 보문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MT 탐사

자료의 지형 보정 

서정희, 

손정술
83-93

자원공학회지 1997 제34권 제1호 P 보문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전기비저항 

탐사자료의 최적화 지형보정 

오석훈, 

권병두, 

서백수 

102-110

자원공학회지 1997 제34권 제2호 P 보문

광산폐수 정화용 소택지의 기질

물질 효율성 평가

-실험결과를 중심으로-

권광수, 

정영욱, 

민정식, 

이현주

142-151

자원공학회지 1997 제34권 제2호 P 보문
Staggered Grid 를 이용한 유한차

분별 탄성파 모델링 

서정희, 

신창수, 

신성렬

168-174

자원공학회지 1997 제34권 제2호 P 보문
주파수영역에서의 가중평균 차분

연산자를 이용한 탄성파 모델링 

민동주, 

신창수, 

권병두, 

서정희

181-191

자원공학회지 1997 제34권 제2호 P 보문 탄성파 파형역산 

신창수, 

신성렬, 

서정희

20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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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공학회지 1997 제34권 제3호 P 보문
Simulated Annealing 을 이용한 

전기비저항 자료의 역산 

오석훈, 

권병훈, 

서백수

285-293

자원공학회지 1997 제34권 제3호 P 보문
콘크리트파일 고결성 진단을 위한 

음파검층 시스템 개발 

이태섭, 

이희일, 

이호영, 

성낙훈, 

김형식

294-304

자원공학회지 1997 제34권 제4호 P 보문

수평적 속도 변화를 갖는 지층구조

에서 수평미분법에 의한 속도분석 

실험 연구 

양승진, 

윤광진
445-452

자원공학회지 1997 제34권 제5호 P 보문
지표레이다 자료에 대한 전파 디콘

볼루션의 적용 

권형석, 

서정희
478-487

자원공학회지 1997 제34권 제5호 P 보문
Remote Reference Prediction 

Filter in TEM Measurements 

Hak Soo 

Hwang
505-512

자원공학회지 1997 제34권 제5호 P 보문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에서의 

공내수 영향 

조인기, 

김정호, 

정승환

531-538

자원공학회지 1997 제34권 제5호 P 보문
기존 탄성파 자료 재처리를 통한 

고해상도 반사파 영향 

김기영, 

정미숙, 

한상준

539-547

자원공학회지 1997 제34권 제6호 P 보문
탄성파 토모그래피 탐사 효율성 

향상을 위한 다중발파 시스템 개발 

김중열,

E. Raekers, 

손무열

559-564

자원공학회지 1997 제34권 제6호 P 보문
편미분파동장과 가상음원을 이용한 

지하지질구조 영상화 

장성형, 

신창수, 

양승진, 

고진석

592-600

자원공학회지 1997 제34권 제6호 P 보문
PC 를 이용한 탄성파탐사 자료

변환 시스템 

서상용, 

정부흥
601-608

자원공학회지 1997 제34권 제6호 P 보문
쓰레기매립장 주계에서의 지구물리

학적 전기전도도 모니터링 

이상규, 

황세호, 

이태섭, 

박인화, 

김양수

609-616

자원공학회지 1997 제34권 제6호 P 보문
반사타원을 이용한 터널 반사

탄성파탐사 자료처리 방법 

이광호, 

조동행, 

이성원

643-651

자원공학회지 1998 제35권 제1호 P 보문
시추공간 전자탐사법의 3차원 

모델링 

조인기, 

정승환 
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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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공학회지 1998 제35권 제1호 P 보문
심해저 망간단괴 탐사를 위한 영상

탐사 기법의 개발 

박찬영, 

김춘우, 

강정극 

68-79

자원공학회지 1998 제35권 제2호 P 보문
역수직탄성파법을 이용한 화성암 

이방성 연구 
이두성 177-183

자원공학회지 1998 제35권 제3호 P 보문
주파수 의존성을 고려한 지표

레이다 모형반응 계산 

이영균, 

서정희, 

신창수

237-245

자원공학회지 1998 제35권 제3호 P 보문
전기장 측정시스템에서의 잡음예측

필터에 관한 연구 

황학수, 

이상규
246-252

자원공학회지 1998 제35권 제3호 P 보문
탄성파 축소모형실험에 의한 천공

모형 연구 

김중열, 

김유성, 

현혜자, 

최원석

270-279

자원공학회지 1998 제35권 제4호 P 보문
단극 배열을 이용한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의 실험적 연구 

송영수, 

오세영
307-314

자원공학회지 1998 제35권 제4호 P 보문
중력탐사자료에 의한 경상계지역의 

지질구조 해석 

박인석, 

박종남
363-371

자원공학회지 1998 제35권 제4호 P 보문
3차원 굴절탄성파 감쇠 토모그라피 

수치실험 

오종현, 

조동행
397-406

자원공학회지 1998 제35권 제6호 P 보문

LOTEM 및 CSAMT 탐사에 의한 

강원도 원동지역 심부 다중금속

광체 확인 

이상규, 

황세호, 

오민수, 

황덕환, 

박인화, 

김유동

501-511

자원공학회지 1998 제35권 제6호 P 보문
GPR 을 이용한 터널 라이닝 두께 

검측 

권형석, 

설순지, 

서정희, 

장현삼, 

임해룡, 

홍재호

512-519

자원공학회지 1998 제35권 제6호 P 보문
GPR 및 지표지질조사를 통한 변성

암의 풍화특성 고찰 

신성렬, 

박부성, 

신창수, 

양승진, 

장원일

527-534

자원공학회지 1999 제36권 제1호 P 보문
영상화 연산자를 이용한 탄성파

자료해석 

박관호, 

서정희, 

신창수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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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공학회지 1999 제36권 제2호 P 보문
확장된 Born 근사법에 의한 전기

비저항 3차원 모델링 

조인기*, 

김진호, 

서백수

119-123

자원공학회지 1999 제36권 제3호 P 보문

유전율의 Cole-Cole 모형 근사를 

이용한 분산매질에서의 지표레이다

파의 2차원 모형반응 계산 

정창호*, 

서정희, 

신창수

186-194

자원공학회지 1999 제36권 제5호 P 보문

유전자 알고리즘이 적용된 신경망을 

이용한 원격탐사 자료의 감독분류 

기법 연구 

류성곤*, 

송영수
358-365

자원공학회지 2000 제37권 제1호 P 보문
영월, 경주 및 최근 발생지진 

파형의 수평성분 주파수 분석 
김준경* 8-14

자원공학회지 2000 제37권 제1호 P 보문
2차원 및 3차원 모델에 대한 전기

비저항 토모그래피 축소모형실험 

송영수*, 

홍인귀, 

이태종, 

윤광진

26-37

자원공학회지 2000 제37권 제1호 P 보문

무작위 잔차방식과 프랙탈 기하

변환방식에 의한 심해저 망간

단괴의 분포형태 비교 

김인기*, 

강중석, 

장세원, 

최헌수

38-44

자원공학회지 2000 제37권 제2호 P 보문

GPR 탐사의 안테나 배열 방향에 

따른 지하 반사체의 반사 특성에 

관한 연구 

설순지*, 

김정호, 

송윤호, 

조성준, 

정승환

91-99

자원공학회지 2000 제37권 제3호 P 보문
포텐셜 자료에 의한 경상지역의 

천부지질 해석 (1): 중력탐사자료 

박인석*, 

박종남
181-188

자원공학회지 2000 제37권 제3호 P 보문
확장된 Born 근사에 의한 다중 

주파수 EM 토모그래피 

심현미*, 

조인기
196-203

자원공학회지 2000 제37권 제3호 P 보문
하이드레이트 층에서의 탄성파 

AVO 특성 연구 

양승진*, 

서태공, 

유해수, 

장재경

213-223

자원공학회지 2000 제37권 제4호 P 보문
천부 탄성파 탐사 자료획득을 위한 

3차원 측선배열 설계 

고광범*, 

지   준, 

이두성

232-239

자원공학회지 2000 제37권 제4호 P 보문
터널 콘크리트 구조물의 안전

진단을 위한 충격반향법 실험 

신성렬*, 

이성민, 

장원일 

240-248

자원공학회지 2000 제37권 제4호 P 기술보고
폐쇄구역내 환경 감시장치 개발

연구 

이상권*, 

권광수, 

강상수

290-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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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공학회지 2000 제37권 제5호 P 연구논문
개선된 MT 장의 하향 연속을 

이용한 지하 지질 구조 해석 

서기원*, 

권병두
297-306

자원공학회지 2000 제37권 제6호 P 연구논문
EM 토모그래피에서 배경 매질의 

전기전도도 결정

임성근, 

송영수*, 

조인기

385-394

자원공학회지 2000 제37권 제6호 P 연구논문
최적합 전극 배열 선정을 위한 전기

비저항 토모그래피 실험 연구

송영수*, 

오종곤, 

류진상 

413-423

자원공학회지 2000 제37권 제6호 P 연구논문
시간-주파수분석을 이용한 충격반

향법 자료의 해석
신성렬* 432-438

자원공학회지 2001 제38권 제1호 P 연구논문 천부탄성파 기록의 잡음특성 이두성* 52-57

자원공학회지 2001 제38권 제2호 P 연구논문
2차원 전기비저항 탐사를 위한 

전극배열법의 비교 

김정호*, 

이명종, 

송윤호, 

정승환

116-128

자원공학회지 2001 제38권 제3호 P 연구논문
경계요소법에 의한 2.5차원 전기

비저항탐사 모델링 

권오일, 

조인기* 
163-168

자원공학회지 2001 제38권 제3호 P 연구논문
3차원 전자탐사 모델링에서 

진의법의 비교 

조인기*, 

안희윤
169-177

자원공학회지 2001 제38권 제4호 P 연구논문
저수지 누수문제에 대한 수리지질 

및 지구물리 방법의 적용 

송성호*, 

권병도, 

최종학, 

김경만 

292-300

자원공학회지 2001 제38권 제4호 P 연구논문
탄성파 반사주시 역산법에 의한 

지하 폐갱도 탐지 

김종열*, 

김유성, 

정현기 

301-309

자원공학회지 2001 제38권 제6호 P 연구논문
3차원 탄성파탐사 모형실험장치 

개발 

신성렬*, 

신창수, 

장원일, 

임종세

424-431

자원공학회지 2002 제39권 제1호 P 연구논문

아닐링법을 이용한 2차원 중력 

역산의 컴팩트법 및 최소 모멘트

법과의 비교 연구 

임성근, 

박영수*, 

임무택, 

설순지, 

송영수

26-34

자원공학회지 2002 제39권 제2호 P 기술논문
물리탐사에 있어서 GPS 측위의 

이용 

조성준*, 

이성곤, 

설순지, 

정승환

146-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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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공학회지 2002 제39권 제3호 P 연구논문
시추공간 전기비저항 탐사에서 

겉보기 비저항의 거동 특성

조인기*, 

김기주, 

김하림, 

김건수, 

한성훈, 

임진택, 

이원경

173-181

자원공학회지 2002 제39권 제4호 P 연구논문
최적 토모그램 도출을 위한 시추

공간 파선토모그래피 사례연구

고광범*, 

이두성
266-272

자원공학회지 2002 제39권 제4호 P 연구논문
탄성파 굴절법 파선토모그래피에 

의한 지반침하 해석

고광범*, 

이두성
283-288

자원공학회지 2002 제39권 제5호 P 연구논문
파수영역에서의 탄성파 자료 및 

정보정 적용

박재우*, 

신동훈, 

지   준, 

이두성

323-331

자원공학회지 2002 제39권 제5호 P 연구논문
지반침하 지역에서의 3차원 탄성파 

반사법 탐사

고광범*, 

이두성
338-351

자원공학회지 2002 제39권 제5호 P 연구논문
시간영역 가중평균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탄성파 모델링

민동주*, 

유해수
360-373

자원공학회지 2002 제39권 제5호 P 연구논문

3차원 GPR 수치 모델링을 이용한 

안테나 방향과 매설물의 주향에 

따른 전자기장 반응 고찰

최윤경*, 

서정희
374-386

자원공학회지 2002 제39권 제6호 P 연구논문
3차원 GPR 수치 모델링에서 

전선형 쌍극자 안테나의 다중 배열

최윤경*, 

서정희
442-451

자원공학회지 2002 제39권 제6호 P 해설
인공구조물에 대한 물리탐사의 

적용
조철현* 470-480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3 제40권 제1호 P 기술논문
지반 조사를 위한 PC 기반의 3차원 

탄성파 자료처리시스템 개발

신동훈*, 

지   준, 

이두성

48-57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3 제40권 제2호 P 연구논문
주입재별 저수지 제체 그라우팅 

개선 효과 평가 

송성호*, 

용환호, 

장의웅

69-77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3 제40권 제2호 P 연구논문
천부 지반조사를 위한 시추공간 

탄성파자료의 Kirchhoff 구조보정 

고광범*, 

이두성
119-125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3 제40권 제5호 P 연구논문

터널탐지를 위한 시추공 간 탄성파 

자료의 3차원 Kirchhoff 구조보정 

적용 

고광범*, 

이두성
360-366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3 제40권 제6호 P 해설 탄성파 토모그래피의 현장 적용성 김학수* 485-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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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4 제41권 제1호 P 연구논문
고고학적인 장소에서 자력탐사의 

효율적인 적용에 관한 연구 

임성근*, 

김정호, 

이윤수, 

손정술, 

송영수, 

류기정

17-25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4 제41권 제1호 P 연구논문

석탑 내부구조 영상화를 위한 GPR 

자료에 대한 3차원 Kirchhoff 구조

보정 기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한누리*, 

최윤경, 

서정희, 

강종석

39-50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4 제41권 제1호 P 연구논문
문화재 안전진단에 적용된 물리

탐사 사례 

조철현*, 

오현덕, 

방기문, 

이효진, 

최재화, 

차영호

51-56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4 제41권 제1호 P 연구논문

석탑 내부를 영상화하기 위한 GPR 

모형 자료에 대한 비선형 파선 토모

그래피의 적용 

최지향*, 

최윤경, 

이동권, 

차영호, 

서정희

57-68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4 제41권 제2호 P 연구논문
물리검층과 탄성파 특성 자료를 

결합한 저류층 특성과 연구 

김지영, 

임종세*, 

신성렬

139-146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4 제41권 제2호 P 연구논문
VTI 매질에서 SSF 법을 이용한 

중합전 심도 구조보정 

장성형*, 

양동우, 

서상용, 

고진석

160-166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4 제41권 제3호 P 연구논문
경상분지에 대한 큐리온도 심도 

추정 및 지열메카니즘에 대한 연구 

박인석, 

박종남*
218-227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4 제41권 제3호 P 연구논문

Estimation of Cole-Cole 

Parameters from Multi-

frequency IP Data

Jeong-

Seok 

Yang*, 

Hee 

Joon 

Kim

228-234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4 제41권 제3호 P 연구논문
보정된 역산법에 의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모형 연구 

서백수*, 

김   훈, 

김용인, 

손권익

23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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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4 제41권 제4호 P 연구논문

Nondestructive Imaging of 

Rock Sample Using Electrical 

Resistance Tomography: 

Theoretical Approach

Jeong-

Seok 

Yang*, 

Mi-

Kyung 

Park, 

Hee Joon 

Kim

265-270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4 제41권 제4호 P 연구논문
지하 수평다층구조에 대한 노말 

전기비저항 검층자료의 자동 역산 

김정호*, 

이명종, 

황세호

271-284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4 제41권 제5호 P 연구논문
적응 차검법을 이용한 단일 채널 해양

탄성파 탐사 자료의 반향파 제거 

신성렬*, 

이정환
381-388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4 제41권 제6호 P 연구논문

소규모 쓰레기 매립지의 매립영역 

파악을 위한 전기비저항 및 천부

탄성파 반사법 적용 사례

박남윤, 

문윤섭, 

김건수, 

정상원, 

고광범*, 

윤준기, 

이두성

483-489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5 제42권 제1호 P 해설
국내 폐광산의 광산재해에 대한 

물리탐사 적용사례 분석 

황세호*, 

박권규, 

신제현 

61-67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5 제42권 제2호 P 연구논문

Numerical Study of Effects of 

Source Mismatch on Multipole 

Acoustic Logging 

Joong

moo 

Byun*

88-94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5 제42권 제3호 P 연구논문
가스 하이드레이트 탄성파 자료 

복소분석 해석 

장성형*, 

서상용, 

류병재

180-190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5 제42권 제4호 P 기술보고
세계 지열에너지자원 활용 현황 

분석과 향후 전망 

송윤호*, 

안은영
287-296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5 제42권 제4호 P 연구논문
포항 지열개발 지역 MT 탐사 

자료의 2차원 및 3차원 해석 

이태종*, 

송윤호, 

Toshihiro 

Uchida

297-307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5 제42권 제4호 P 연구논문
SP 모니터링을 이용한 지열수 

저류층 변동 해석 

임성근*, 

송윤호, 

이태종, 

조병욱, 

송영수,

Kasumi 

Yasukawa

308-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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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5 제42권 제5호 P 연구논문
고속 중성자 투과율에 의한 지층 

모델 물질의 총공극률 측정 

김기동*, 

음철헌, 

황세호, 

우형주, 

홍   완, 

김준곤, 

최한우

411-418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5 제42권 제5호 P 연구논문

BI(Bounded Influence)와 

RMP(Rejection Based on 

Median Power) 기법을 이용한 

MT 전달함수의 로버스트 추정

양준모*, 

권병두, 

이덕기, 

윤용훈

419-436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5 제42권 제5호 P 연구논문
천해저용 음원 및 고분해능 탄성파

탐사 시스템 개발과 현장적용 

신성렬*, 

김영준 
454-464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5 제42권 제6호 P 연구논문
심부지하터널 조사를 위한 지오

토모그래피의 응용 

서백수*, 

손권익, 

차영호

588-594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5 제42권 제6호 P 연구논문
지진파에 의해 발생하는 ULF 대역 

전자기장 변동 

이춘기*, 

이희순, 

권병두, 

양준모, 

오석훈, 

송윤호, 

이태종, 

Toshihiro 

Uchida

603-611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5 제42권 제6호 P 연구논문
VSP 모델링 및 선 중합 깊이영역 

구조보정 

장성형*, 

서상용, 

고진석

625-633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6 제43권 제1호 P 연구논문

폐광산 지역 산성광산배수 유출

탐지를 위한 지구물리탐사: 부산 

임기광산 

박권규*, 

박인화, 

황세호, 

신제현, 

박윤성

34-43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6 제43권 제1호 P 연구논문
가청주파수 대역 MT 탐사자료에서 

원거리 기준점의 효과 

송윤호*, 

이태종, 

Toshihiro 

Uchida

44-54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6 제43권 제1호 P 연구논문
유한차분법을 이용한 시간영역 

3차원 탄성파 모델링 

민동주*, 

김형수, 

유해수, 

김광희

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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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6 제43권 제2호 P 연구논문
지중 열교환기 효율 분석을 위한 

지반내 열적,수리적 특성 조사 

심병완*, 

이영민, 

김형찬, 

송윤호

97-105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6 제43권 제3호 P 연구논문

3차원 탄성파탐사 축소모형실험을 

이용한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지구

물리학적 특성 연구

신성렬*, 

여은민, 

김찬수, 

박근필, 

이호영, 

김영준

181-193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6 제43권 제3호 P 연구논문
SBP 탐사를 이용한 사석분포 

Mapping

신성렬*, 

김찬수, 

여은민, 

김영준, 

하희상

194-205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6 제43권 제4호 P 연구논문

가스하이드레이트를 위한 VSP 

자료의 중합전 위상막 구조보정의 

적용에 관한 연구

최윤경*, 

변중무, 

신승일

310-319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6 제43권 제5호 P 연구논문
폐광산 환경오염부지 조사를 위한 

물리탐사의 적용성

박삼규*, 

손정술, 

이명종, 

김정호, 

김재곤

395-403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6 제43권 제6호 P 연구논문
MPI_PSPI에 의한 중합 전 깊이

영역 구조보정

장성형*, 

서상용, 

유동근

570-578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6 제43권 제6호 P 연구논문
저수지 누수유로 파악을 위한 

측선간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

조인기*, 

염지연, 

김기주, 

박영규

585-590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6 제43권 제6호 P 연구논문

저수지 누수유로 파악을 위한 

측선간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법의 

현장적용

조인기*, 

염지연, 

김기주, 

최보규, 

김병호, 

이상선, 

박영규

591-601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6 제43권 제6호 P 해설

폐광산의 광해 및 오염대 조사를 

위한 지구물리탐사의 적용성 및 

관련문헌 고찰

김지수*, 

조인기
657-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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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7 제44권 제1호 P 연구논문 지열 저류층에서의 3차원 SP 모델링

임성근, 

송윤호, 

이태종*, 

Kasumi 

Yasukawa, 

송영수

9-19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7 제44권 제1호 P 연구논문
지하수원 히트펌프 시스템 설치 

지반의 수리지열학적 타당성 해석

심병완*, 

이철우
28-38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7 제44권 제3호 P 연구논문
광전계센서를 이용한 지뢰탐지 

GPR 시스템 개발 연구

조성준*, 

Ryohey 

Tanaka, 

Motoyuki 

Sato,

김정호

218-227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7 제44권 제3호 P 연구논문
방조제 해수유입 구간 탐지를 위한 

전기, 전자탐사 적용

송성호*, 

이규상, 

김영규, 

성백욱, 

김양빈, 

김동호

235-243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7 제44권 제6호 P 연구논문
비자립 시추공 전기비저항 토모

그래피탐사를 위한 접지전극 고안

박삼규*, 

김정호
510-516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7 제44권 제6호 P 연구논문

해안 대수층의 2차원 층서 구조 및 

염/담수 영역 영상화를 위한 지구

물리탐사의 복합 적용: 전남 영광

지역

박권규, 

황세호*, 

박인화, 

신제현, 

박윤성, 

이상규

548-555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7 제44권 제6호 P 연구논문

복합 지구물리탐사 자료를 이용한 

해안 대수층의 3차원 지질구조 

영상화 및 등가 NaCl 염분도 

분포도 작성

박권규, 

황세호*, 

박인화, 

박윤성, 

신제현

556-561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7 제44권 제6호 P 해설 전기물성 측정의 국내외 기술 동향

박삼규*, 

조성준, 

이태종, 

이성곤, 

이상규

593-599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7 제44권 제6호 P 해설
물리탐사 적용에 대한 실무자의 

제안

Sakaguchi 

Katsmi*
600-610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8 제45권 제1호 P 연구논문
소형루프 전자탐사 자료의 시간

경과 역산

김기주, 

조인기*, 

송성호

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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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8 제45권 제1호 P 연구논문
불발탄(UXO) 조사를 위한 지하

투과레이다(GPR) 적용 사례

이용규, 

김순태*, 

이대근, 

김동현, 

이상필

54-66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8 제45권 제1호 P 해설
지반, 지하수환경 분야에 대한 국내 

물리검층 기술의 현황

황세호*, 

이상규
67-82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8 제45권 제2호 P 연구논문

유향·유속검층을 이용한 영광지역 

해수침투대 균열암반의 지하수 

유동 특성화

황세호*, 

오하연, 

송무영

174-187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8 제45권 제3호 P 연구논문

Power Line Noise Reduction 

Technique with a Remote 

Reference

Hwang 

Hak 

Soo*

242-248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8 제45권 제4호 P 해설
지열에너지자원 부존량 및 경쟁력에 

대한 고찰
송윤호* 293-304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8 제45권 제4호 P 연구논문

심부 지열자원 부존 가능성 탐지를 

위한 제주 중산간 지역의 2차원 MT 

탐사

이태종*, 

이성곤, 

이춘기, 

박인화, 

송윤호, 

Toshihiro 

Uchia

315-325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8 제45권 제4호 P 연구논문
Horner plot을 이용한 열응답 실험 

해석
심병완* 337-343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8 제45권 제5호 P 연구논문
3차원 MT 탐사 자료의 바다효과 

보정

남명진, 

한누리, 

최지향, 

이태종, 

김희준, 

송윤호*

463-473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8 제45권 제5호 P 연구논문
함수율 변화에 따른 포항 지열 시추

코어의 전기비저항

이상규, 

이태종*
526-535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8 제45권 제5호 P 연구논문
셀 기반 유한차분법을 이용한 이방성 

매질에서의 시간영역 탄성파 모델링

이호용*, 

민동주, 

권병두, 

유해수

536-545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8 제45권 제5호 P 해설
능동적 해저면 탄성파 탐사 현황 및 

기술 동향

김병엽*, 

김영준, 

구남형, 

유동근, 

이호영, 

변중무

578-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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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8 제45권 제5호 P 총설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 박근필*
590-

600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8 제45권 제6호 P 연구논문
물리탐사 자료를 이용한 암반등급의 

지구통계학적 연산
오석훈* 620-626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8 제45권 제6호 P 연구논문
극이방성 매질의 이방성 특성이 

전파형음파검층에 미치는 영향
변중무* 635-648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8 제45권 제6호 P 연구논문
흙 시료의 그리우팅 주입재 함량에 

의한 전기비저항의 변화

박삼규*, 

Muhammad 

Farooq,

김정호

700-706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9 제46권 제1호 P 연구논문
탄성파 간섭파를 이용한 음원파형 

예측

장성형*, 

김영완, 

서상용, 

고진석

36-44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9 제46권 제2호 P 연구논문
준설해사로 성토된 방조제 제체 

비저항 분포와 다짐특성 비교

송성호*, 

이규상, 

강미경, 

조인기

207-216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9 제46권 제3호 P 연구논문
감쇠 최소자승법을 이용한 지표 

탄성파 탐사자료의 전파형 역산

주용환, 

설순지, 

변중무*

322-331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9 제46권 제3호 P 연구논문
방조제 제체 보강에 따른 가수호 

수질 및 제체 수리지질 특성 변화

송성호*, 

이진용
362-371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9 제46권 제5호 P 연구논문
잡음을 고려한 전기비저항 탐사 

자료의 역산

안동국, 

조인기*
546-552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9 제46권 제5호 P 연구논문

전도성 간극수의 함수 정도에 따른 

원주형 시멘트 시험편의 전기비저항 

특성

이상규, 

이태종*
553-562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9 제46권 제5호 P 연구논문
황해 제 3광구 1724 측선 탄성파

자료의 중합전 심도 구조보정

고진석, 

장성형*, 

김영완

563-570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9 제46권 제5호 P 연구논문
몬테카를로 방법을 이용한 자동

속도분석의 적용

최형욱, 

변중무*, 

설순지, 

고승원, 

곽준영, 

차영호

571-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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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0 제47권 제1호 P 연구논문
방조제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소형

루프 전자탐사 적용

임성근*, 

송성호, 

박기연, 

윤두헌, 

류준상

1-8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0 제47권 제1호 P 총설
우라늄 자원과 광상탐사를 위한 

지구물리학적 고찰
유인걸* 99-118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0 제47권 제2호 P 연구논문
가스 하이드레이트 탐사를 위한 

해저 CSEM 탐사 설계변수 고찰

강서기, 

설순지*, 

변중무

139-150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0 제47권 제2호 P 연구논문

L2-norm과 L1-norm을 사용한 

파형역산에서의 일반적인 목적

함수와 로그 목적함수 비교연구

윤병준*, 

신창수
151-157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0 제47권 제2호 P 연구논문

건조과정에서 무게 모니터링을 

통한 암석 시험편의 고체무게 산출 

방법 

이상규, 

이태종*
183-190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0 제47권 제4호 P 연구논문
전자기유도검층 수치모델링 및 

반응분석

남명진, 

황세호*
539-548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0 제47권 제4호 P 해설
목표지향 자기적응 고차 hp유한

요소법
남명진* 574-584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0 제47권 제5호 P 연구논문
양산 충적퇴적층 지역의 천부지질

조사를 위한 S파 반사법 탐사

신성렬*, 

김진욱, 

옥수종, 

한원태, 

이용조, 

이창원

723-730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0 제47권 제5호 P 연구논문

자동·연속 측정장치를 이용한 

석모도 지표 암석의 탄성파 속도 

특성 분석

이상규, 

이태종*, 

성낙훈

756-770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0 제47권 제5호 P 연구논문
문경 가은 석회암지역에서 물리

검층법을 이용한 지반평가

신제현*, 

변중무
771-783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0 제47권 제5호 P 연구논문

굴절파 및 광각 반사파 자료를 

이용한 한반도 남동부 해역의 

2차원 지각구조 모델의 제작

김병엽, 

이호영*, 

김영준, 

구남형, 

유동근, 

변중무

784-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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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0 제47권 제6호 P 연구논문
효율적인 3차원 구조보정법으로서의 

공통방위각 구조보정법의 적용

최윤경*, 

지   준, 

이흥연, 

고승원, 

전재호

852-861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0 제47권 제6호 P 연구논문

원유회수증진을 위한 

microseismic monitoring 기법 

연구

김명선, 

변중무*, 

설순지

871-879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1 제48권 제2호 P 연구논문
축소모형 실험을 이용한 횡적등방

성 매질에서의 탄성파 이방성 특성

하영수, 

신성렬*
115-126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1 제48권 제3호 P 연구논문
탄성파 가상음원 파동장 모음을 

이용한 중합전 심도 구조보정 

김영완, 

장성형*, 

Doan 

Huy 

Hien

309-322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1 제48권 제3호 P 연구논문
ASTER 영상을 이용한 노화도 

납석광상 지역 특성 연구

손영선, 

강문경*, 

윤왕중

335-350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1 제48권 제4호 P 연구논문
횡적등방성 매질에서 중합전 

역시간 구조보정

Doan 

Huy 

Hien,

장성형*

407-419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1 제48권 제6호 P 연구논문

수포화 및 가열건조 암석 코어의 

시간 경과에 따른 탄성파 속도 

이방성 분석 연구

이상규, 

고휘철, 

최지향, 

이태종*

753-763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1 제48권 제6호 P 연구논문
지반침하 진행 예측을 위한 미소

진동 모니터링 및 분석 시스템 개발

김중열, 

김유성, 

권성일, 

권형일, 

김지현, 

강신원, 

장항석, 

김태혁*, 

권현호

764-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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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학회지 1964 제1권 제1호 D 보고
CAP LAMP의 효과적 사용에 관한 

실험적 고찰 

김재극, 

이정인
38-44

광산학회지 1964 제1권 제1호 D 해설 상동광산 채광실수율 향상안 김종석 52-54

광산학회지 1964 제1권 제2호 D 논문 전색물이 암석발파에 미치는 영향 김재극 77-84

광산학회지 1964 제1권 제2호 D 보고
함태탄광 고목지구의 장벽식

채탄법에 관하여 
김병식 102-103

광산학회지 1964 제1권 제2호 D 보고 채탄작업장 온도상승에 관한 연구 유경석 104-106

광산학회지 1964 제1권 제2호 D 보고
강원탄광 Shaft Sinking에  

관하여 (1) 
김유선 107-142

광산학회지 1964 제1권 제2호 D 해설 갱도 Gunite 시공에 대한 소고 안문 143-145

광산학회지 1965 제2권 제1호 D 보고
강원탄광 Shaft Sinking에 

관하여 (2) 
김유선 23-50

광산학회지 1965 제2권 제1호 D 보고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강원탄광 

탄층내 지하천 경로 조사 보고서 

이창건, 

임용규, 

하일용

51-60

광산학회지 1965 제2권 제2호 D 논문
Shaft Inset의 Tippler Chute 

구조에 관한 광탄성 모형 연구 

김동기, 

임상전
85-93

광산학회지 1965 제2권 제2호 D 보고

Top Slicing 채탄법에 관하여 

(특히 Sub-level Caving 방법과 

대비하여) 

한종용 94-103

광산학회지 1965 제2권 제2호 D 보고
대한중석 상동광산 채광법에 관한 

연구 
정영식 110-116

광산학회지 1965 제2권 제3호 D 보고
강원탄광 Shaft Sinking에 

관하여 (3) 
김유선 180-192

광산학회지 1965 제2권 제3호 D 해설
Drill Steel Equipment의 사용수명

연장에 관하여 
나인구 193-201

광산학회지 1966 제3권 제1호 D 논문
갱도주벽 이완대의 발달상태와 

반압에 관한 연구 

현병구, 

김동기
1-12

광산학회지 1966 제3권 제1호 D 보고
강원탄광 Shaft Sinking에 

관하여 (4) 
김유선 13-25

광산학회지 1966 제3권 제1호 D 보고
영월탄광의 채탄으로 인한 

지표함락권의 발달상황 
김동기 26-35

광산학회지 1966 제3권 제3호 D 보고 ANFO 폭제 폭발성능에 관한 연구 김임호 131-141

Development, 개발공학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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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학회지 1966 제3권 제3호 D 보고
상동광산의 Sand Slime 

갱내충전 (1) 
정창근 142-146

광산학회지 1966 제3권 제3호 D 보고
상동광산의 Sand Slime 

갱내충전 (2) 
정창근 147-152

광산학회지 1966 제3권 제3호 D 현황 은성광업소의 채탄법 이광모 169-171

광산학회지 1966 제3권 제3호 D 현황 양양광업소의 채광법 개요
양양

광업소
172-174

광산학회지 1967 제4권 제2호 D 보고

폭파작업이 시설물에 미치는 영향 

(청평발전소 제3호 발전기 설치공

사를 중심으로) 

우형주, 

염영하, 

현병구, 

김동기, 

이경운 

81-93

광산학회지 1967 제4권 제2호 D 보고 장성 수갱굴하 작업 이탁진 102-126

광산학회지 1967 제4권 제2호 D 보고 수갱동시 축벽과 굴하후축벽의 대비 김형걸 127-135

광산학회지 1967 제4권 제3호 D 논문
탄층가행이 하반 주갱도에 미치는 

영향 (장성탄광 주전차갱을 중심으로) 

홍준기, 

김동기, 

현병구, 

이경운 

170-180

광산학회지 1967 제4권 제3호 D 보고 연화광업소의 시추상황에 관하여 한갑수 201-203

광산학회지 1968 제5권 제1호 D 보고
은성탄광의 출수와 PIPING 현상에 

의한 지표침하 
김동기 26-33

광산학회지 1968
제5권 

제2-3호
D 보고

상동광산의 Sand slime 

갱내충전 (3) 

정창근, 

윤여백, 

이해운 

65-75

광산학회지 1968
제5권 

제2-3호
D 보고 구봉광산의 수갱붕괴사고 이춘택 76-81

광산학회지 1968
제5권 

제2-3호
D 해설 최근의 조절발파법 김재극 82-89

광산학회지 1968
제5권 

제2-3호
D 해설 광산폭약으로서의 Slurry 김재극 90-92

광산학회지 1968
제5권 

제2-3호
D 해설 What is the compressed air? 

Nicolas 
Hill

99-100

광산학회지 1969 제6권 제1호 D 보고
Raise Climber에 의한 절상굴진

작업 보고 

정창근, 

윤여백 
16-22

광산학회지 1969 제6권 제1호 D 보고 금속초유폭약의 조성 허진 23-28

광산학회지 1969 제6권 제2호 D 보문 우리나라 산업화약의 과제 허진 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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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학회지 1969 제6권 제2호 D 보문
상동광산 본맥 및 모암의 물리적 

역학적 제성질 

김   영, 

신철우, 

임한욱 

54-61

광산학회지 1969 제6권 제3호 D 보문
채탄으로 인한 지표균열대의 

발달에 관한 연구 

김재극, 

현병구 
106-122

광산학회지 1969 제6권 제3호 D 특별기고 암석역학에 관한 최근의 연구 

Yoshio 
Hiramatsu
(平松良雄) 

134-140

광산학회지 1969 제6권 제4호 D 보문 유화광물의 물리적 성질 (1) 김재극 167-172

광산학회지 1970 제7권 제1호 D 보문 광화대내 석회암의 물리적 성질 김재극 25-37

광산학회지 1970 제7권 제3호 D 보문
석회암지대의 지하수유로와 

갱내출수 

홍준기, 

김재극, 

현병구, 

전용원

103-119

광산학회지 1970 제7권 제3호 D 해설 그로리홀 채굴법에 관하여 
김봉빈, 

태호순
121-124

광산학회지 1970 제7권 제3호 D 해설 계단식 채굴법에 관하여 김준만 125-128

광산학회지 1970 제7권 제4호 D 특별기고 갱내지압이론과 그 응용 

Yoshio 

Hiramatsu 

(平松良雄),

김재극 역 

144-149

광산학회지 1970 제7권 제4호 D 해설 폭파기구와 신발파법 김재극 161-167

광산학회지 1971 제8권 제1호 D 해설 시가지발파 (신종화약개발) 허진 27-29

광산학회지 1971 제8권 제1호 D 특별기고 갱내지압이론과 그 응용 (2) 

Yoshio 
Hiramatsu 
(平松良雄),
김재극 역 

30-38

광산학회지 1971 제8권 제3호 D 보문 암석절삭력 평가에 관한 연구 김인기 99-103

광산학회지 1971 제8권 제3호 D 특별기고 Smooth Blasting에 관하여 

Ichiro Ito
(伊藤一郞),
김재극 역 

104-119

광산학회지 1971 제8권 제4호 D 보문
단축압축하에서 이방성 암석의 

미세균열발달과 강도에 관한 연구 
김재극 151-170

광산학회지 1972 제9권 제1호 D 보문 사암의 파괴기구 김재극 1-12

광산학회지 1972 제9권 제2호 D 보문
광차용 연결링의 안전도와 

성능시험에 관한 연구 
정영식 33-40

광산학회지 1972 제9권 제2호 D 해설 채광법 및 채탄법에 관하여 정영식 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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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학회지 1972 제9권 제3호 D 보문 Burn-Cut 법 갱도발파에 관한 연구 
정영식, 

김임호 
99-104

광산학회지 1972 제9권 제3호 D 보문 봉명광산 갱내출수에 관한 연구 

홍준기, 

김재극, 

현병구, 

전용원 

105-128

광산학회지 1972 제9권 제4호 D 해설 심부채탄에 의한 갱내출수 현병구 164-168

광산학회지 1973 제10권 제1호 D 보문
탄광지대 암석의 물리적 성질에 

관한 연구 
김재극 10-20

광산학회지 1973 제10권 제1호 D 보문
봉명광산의 갱내출수와 지수에 

관한 연구 

정병일, 

임상탁
21-35

광산학회지 1973 제10권 제4호 D 보문
연화광산의 낙반에 대한 고찰 및 

대책 

최호진, 

안기주 
280-285

광산학회지 1973 제10권 제4호 D 보문 암석의 마찰현상에 대한 연구 서중석 286-290

광산학회지 1973 제10권 제4호 D 보문 채굴적 상반 함락 한계 계산 방법 김종석 291-296

광산학회지 1973 제10권 제4호 D 자료 양양광업소 수갱개발에 대하여 한완석 314-316

광산학회지 1973 제10권 제4호 D 자료 삼탄 탄차 규격의 변천 최형순 317-319

광산학회지 1974 제11권 제1호 D 보문
심부개발에 관련한 암석의 물리적 

성질 연구 (1) (함태탄광지구) 

김재극, 

서정희, 

이희근 

41-55

광산학회지 1974 제11권 제1호 D 보문
암석공동에 이용할 공기저장조 

설치에 관한 연구 

주석복, 

김임호 
56-60

광산학회지 1974 제11권 제1호 D 자료 갱내출수에 대한 제반문제 정병일 70-74

광산학회지 1974 제11권 제1호 D 자료 동원탄좌 개북광업소 현황 유항규 75-78

광산학회지 1974 제11권 제2호 D 보문
삼축압축하에서 암석의 체적변형도 

곡선에 의한 변형거동에 관하여 
이정인 122-137

광산학회지 1974 제11권 제3호 D 보문
심부개발에 관련한 암석의 물리적 

성질 연구 (2) (강원탄광지구) 

김재극, 

서정희, 

이희근 

139-154

광산학회지 1974 제11권 제4호 D 자료
상동광산 폐재 DAM 건설과 폐수

처리의 현황 
정창근 211-213

광산학회지 1974 제11권 제4호 D 자료 P.S.C 지주 개발에 관하여 이주락 217-222

광산학회지 1974 제11권 제4호 D 자료 포천철산의 현황 윤왕중 223-226

광산학회지 1975 제12권 제1호 D 보문
심부채탄에 따르는 갱도통기의 

System Analysis 
서정희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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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학회지 1975 제12권 제1호 D 보문

삼축압축하에서 암석의 초음파 

전파속도의 변화와 파괴특성에 

관하여 

이정인 15-28

광산학회지 1975 제12권 제3호 D 보문

유화물 광석에서 광물함유량과 

입자의 크기가 강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재극 99-106

광산학회지 1976 제13권 제1호 D 보문
삼척지구 퇴적암의 파괴특성에 

관한 연구 

최익권, 

이정인, 

김재극 

48-53

광산학회지 1976 제13권 제2호 D 보문 갱내 온도 하강을 위한 기초연구 
정영식, 

주석복
67-74

광산학회지 1976 제13권 제2호 D 보문

우리나라 무연탄의 심부채탄을 

위한 삼축압축하의 협탄층 암석의 

역학적 성질에 관한 기초 연구 

이정인 75-83

광산학회지 1976 제13권 제2호 D 보문
채탄 막장 주위에 집중되는 응력에 

관한 MODEL적 연구 
김두영 84-90

광산학회지 1976 제13권 제2호 D 보문
장성탄광 철암갱 암석의 역학적 

강도에 관하여 
김두영 91-96

광산학회지 1976 제13권 제3호 D 보문
Slip Form을 사용한 수갱굴하공법에 

관하여 

김병식, 

김정수, 

신동성 

125-135

광산학회지 1977 제14권 제1호 D 보문 최적 재고저탄의 조사연구 
박재선, 

주석복
1-9

광산학회지 1977 제14권 제1호 D 보문
암석발파에 있어서의 표준장약량 

산정에 관한 연구 

Kiyoshi 
Hashimoto
(橋本淸), 
김웅수 

10-18

광산학회지 1977 제14권 제1호 D 해설
연화광산 운반계통 합리화를 위한 

Belt Conveyor 사갱 건설 보고 (1) 

조일제, 

나병준
71-86

광산학회지 1977 제14권 제2호 D 해설
Hot and Cold Bath Method에 

의한 갱목방 부처리 
강종수 130-136

광산학회지 1977 제14권제3호 D 보문
우리나라 석탄광의 심부개발에 

관한 연구 

김재극, 

서정희 
165-180

광산학회지 1977 제14권제3호 D 보문
암반사면 안정성의 확률분석과 

노천채굴사면설계에의 응용 
양대식 181-187

광산학회지 1977 제14권제3호 D 해설
연화광산 운반 합리화를 위한 Belt 

Conveyor 사갱 건설 보고서 (2) 

조일제, 

나병준
21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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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학회지 1977 제14권 제4호 D 보문

암석의 변형·파괴특성을 고려한 

탄소성 해석 (1)-암석의 파손조건과 

변형특성을 고려한 암반거동의 해석 

이희근 300-316

광산학회지 1977 제14권 제4호 D 보문 암석발파 도해법에 관한 연구 

김웅수, 

Kiyoshi 

Hashimoto
(橋本淸), 
Akira 
Masui
(桝井明)

317-324

광산학회지 1977 제14권 제4호 D 보문

강성하중봉을 이용한 협탄층암석의 

압축강도 이후의 변형거동에 관한 

연구 

이정인 325-334

광산학회지 1978 제15권 제1호 D 해설
삼척탄좌 정암광업소 운탄집약 

시설 
박우병 42-47

광산학회지 1978 제15권 제1호 D 해설

연화광산 운반 합리화를 위한 Belt 

Conveyor 사갱 건설 보고서 (3) 

(3. Belt Conveyor 설비 검토) 

조일제, 

나병준
48-67

광산학회지 1978 제15권 제2호 D 보문

암석의 변형·파괴특성을 고려한 

탄소성 해석 (2)-암석의 변형특성을 

고려한 탄소성 해석의 실험적 검토 

이희근 120-132

광산학회지 1978 제15권 제2호 D 보문
갱내온도 하강을 위한 설계기준에 

관한 연구 

정영식, 

주석복
133-137

광산학회지 1978 제15권 제3호 D 해설
Hydraulic fracturing 방법에 의한 

응력측정을 위한 암석역학의 응용 
김건수 267-268

광산학회지 1978 제15권 제4호 D 보문
원형수갱의 콘크리트 축벽두께 

산정에 관한 연구 
이정인 290-301

광산학회지 1978 제15권 제4호 D 보문
석탄의 심부개발에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연구 

조동성, 

지정만, 

김두영 

302-309

광산학회지 1978 제15권 제4호 D 해설
막장 기계화 채탄작업에 관한 

고찰 (1) 
성낙진 337-350

광산학회지 1978 제15권 제4호 D 해설
강원탄광 제3 수갱 준공과 심부

개발에 대한 방향 설정 
최기호 364-369

광산학회지 1979 제16권 제1호 D 보문

발파작업에 의한 지반진동이 지상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동양시멘트 삼척공장 석회석 

노천채석장을 중심으로-

류창하, 

이정인
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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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학회지 1979 제16권 제1호 D 보문
장약량 계산을 위한 Langefors와 

Fraenkel 이론에 관한 연구 

김웅수, 
Kiyoshi 
Hashimoto
(橋本淸) 

51-64

광산학회지 1979 제16권 제1호 D 해설
NATM 공법과 지압제어에 관한 

고찰 
이희근 91-97

광산학회지 1979 제16권 제1호 D 해설
막장 기계화 채탄작업에 관한 

고찰 (2) 
성낙진 98-108

광산학회지 1979 제16권 제2호 D 보문

암석의 시험조건에 따른 변형·파괴

거동과 최대하중 이후의 거동의 

수식 표시에 관한 기초적 연구 

이희근 142-151

광산학회지 1979 제16권 제3호 D 보문

탄성암반내 지하발전실 공동주위의 

응력분포에 관한 연구 (1)-2차원 

광탄성실험에 의한 모형적 연구-

연규형, 

이정인
189-197

광산학회지 1979 제16권 제4호 D 보문
암석의 탄성파 전파특성에 관한 

연구 

Ryoji 
Kobayashi
(小林良二),
이정인, 
Naoki 
Hiramatsu
(平松直樹) 

263-271

광산학회지 1980 제17권 제1호 D 보문

암석의 시험조건에 따른 인장시험

하에서의 변형거동 및 강도에 

관하여 

장기남, 

이정인
20-29

광산학회지 1980 제17권 제1호 D 보문
공경변화법에 의한 암반내 초기

응력 측정에 관한 연구 

임한욱, 

이정인
30-37

광산학회지 1980 제17권 제1호 D 해설

연화광산 운반 합리화를 위한 Belt 

Conveyor 사갱 건설 보고서 (4) 

(3. Belt Conveyor 설비 검토) 

조일제, 

나병준
45-55

광산학회지 1980 제17권 제3호 D 보문
공경변형에 의한 암반내 응력 

결정과 그 해석에 관하여 

임한욱, 

이정인 
131-137

광산학회지 1980 제17권 제4호 D 보문

노천굴 발파장에서 장약의 위치가 

파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모델 

연구 

장원일, 

김재극 
190-197

광산학회지 1980 제17권 제4호 D 보문

취성재료의 인장파괴 특성을 고려한 

탄소성 해석 (제1보)-암석의 압렬인

장 시험편에 대한 탄소성 해석-

이희근 198-207

광산학회지 1981 제18권 제1호 D 보문

취성재료의 인장파괴 특성을 고려한 

탄소성 해석 (제2보)-4점 굴곡

시험편에 대한 탄소성 해석 

이희근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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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학회지 1981 제18권 제1호 D 보문
적정장약량의 산정과 

표준발파설계에 관한 연구 

김웅수, 

민경원 
18-26

광산학회지 1981 제18권 제2호 D 보문

탄성암반내 지하발전실 공동주위의 

응력분포에 관한 연구 (제2보) 

-유한요소법에 의한 해석-

연규형, 

이정인 
54-63

광산학회지 1981 제18권 제3호 D 보문
석탄의 지지능력과 In-situ 강도

측정에 대한 연구 

이경운, 

신희순
115-121

광산학회지 1981 제18권 제3호 D 보문
Raise Bore Machine에 의한 

통기수갱 굴착에 대한 보고 

정병일, 

김명웅
126-141

광산학회지 1981 제18권 제4호 D 보문
노천굴 장공계단발파에 있어서 

파쇄입도의 조절에 관한 연구 
김영달 194-202

광산학회지 1981 제18권 제4호 D 보문
화염에 의한 화강암 절삭 특성에 

관한 연구 

강대우, 

주석복
203-209

광산학회지 1981 제18권 제4호 D 보문

암석강도의 불균일성과 No Tension 

특성을 고려한 탄소성 해석 (제1보)

-수치해석법의 이론적 고찰과 단축

인장시험에의 적용성 검토-

양형식, 

이희근
210-218

광산학회지 1981 제18권 제4호 D 보문

암석의 실험실 강도시험에서의 

Acoustic Emission에 관한 연구 

(제1보)-단축압축시험에서의 A. E. 

현상-

박철환, 

이정인
219-228

광산학회지 1982 제19권 제1호 D 보문

조암광물입자의 강도가 상이한 

암석시험편의 변형·파괴거동에 

관한 수치해석적 연구 

이희근 17-25

광산학회지 1982 제19권 제1호 D 보문

암석강도의 불균일성과 No Tension 

특성을 고려한 탄소성 해석 (제2보)

-광주의 파괴거동에 대한 수치해석 

및 모형 실험적 연구 

양형식, 

이희근 
26-33

광산학회지 1982 제19권 제1호 D 해설 재래식 채탄법과 기계화 전망 김인기 45-48

광산학회지 1982 제19권 제1호 D 기술보고 삼척탄좌 수갱시설공사에 관하여 이원익 54-62

광산학회지 1982 제19권 제1호 D 기행문 기계화 흠국신채탄법에 대한 소고 이원익 63-66

광산학회지 1982 제19권 제2호 D 보문

Underground Heat Problems 

in Coal Mines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Kyushu Coal 

Mines

Kenichi 
Uchino, 
Hong 
Min Park

102-109

광산학회지 1982 제19권 제2호 D 보문

이방성암반내 원형공동주변의 

변형·파괴거동에 관한 수치해석 

및 모형실험연구 

김호영, 

이희근
1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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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학회지 1982
제19권 특집 

제1호
D 기술해설 장성광업소 신채탄 추진현황

장성

광업소
1-10

광산학회지 1982
제19권 특집 

제1호
D 기술해설 도계광업소 Top Slicing 일년

도계

광업소
11-16

광산학회지 1982
제19권 특집 

제1호
D 기술해설

화순광업소 신채탄법(Top Slicing) 

추진현황

화순

광업소
17-23

광산학회지 1982
제19권 

특집 제1호
D 기술해설 나전광업소 채탄법개선사례보고

나전

광업소
24-37

광산학회지 1982
제19권 

특집 제1호
D 기술해설

채탄법 개선에 대하여 (Sublevel 

Caving을 중심으로) 
송재규 38-56

광산학회지 1982
제19권 

특집 제1호
D 기술해설

노천채굴법 

-석회석광산 중심으로-
김성범 90-101

광산학회지 1982 제19권 제3호 D 보문
메탄가스 집중감시를 위한 검지

소자 특성 연구 

이명호, 

강대우, 

주석복 

171-177

광산학회지 1982 제19권 제4호 D 보문

실험실 및 삼척탄좌 신채탄 기계화 

막장에서 실시한 Plate Bearing 

Test 에 관한 연구 

김달선, 

이정인, 

이경운, 

김재극 

242-251

광산학회지 1982 제19권 제4호 D 보문

불연속면을 갖는 암석의 전단강도 

및 변형거동에 관한 연구 (제1보)

-인공적 불연속면의 방향 및 

매수에 의한 영향-

김기주, 

이희근, 

이정인, 

김재극 

252-259

광산학회지 1982 제19권 제4호 D 보문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주요암석류의 

역학적 특성 연구 (제1보)-주요탄전 

지역 및 지하발전소건설지역에 분포

하는 퇴적암의 역학적 성질 

이정인, 

이희근, 

류창하, 

양형식 

260-267

광산학회지 1982 제19권 제4호 D 보문

암석의 실험실 강도시험에서의 

Acoustic Emission 에 관한 연구 

(제2보)-면전단식험에서의 A. E. 

현상-

박철환, 

이정인
268-273

광산학회지 1982 제19권 제4호 D 보문
갱도지보용 PSC 및 GI 철재빔의 

굴곡하중시험 연구 

박철환, 

이경운
274-281

광산학회지 1982 제19권 제4호 D 보문
후층탄내에 개착된 중단갱에서의 

막장지보 및 갱도단면변형연구 (1) 

이경운, 

신희순
282-290

광산학회지 1982 제19권 제4호 D 보문
Protodyakonov 의 Drop-

hammer test에 의한 석탄강도측정 

김인기, 

선우춘
291-295

광산학회지 1983 제20권 제1호 D 보문
화염에 의한 화강암, 석회석 및 

콘크리트의 파쇄 특성에 관한 연구 

허   훈, 

주석복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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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학회지 1983 제20권 제1호 D 보문 지표침하해석에 관한 기초적 연구 

이희근, 

고항제, 

양형식

24-31

광산학회지 1983 제20권 제2호 D 보문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주요암석류의 

역학적 특성연구 (제2보)-원자력

발전소, 지하철건설지역 등에 분포

하는 화성암 및 변성암의 역학적 

성질-

이희근, 

이정인, 

양형식

101-109

광산학회지 1983 제20권 제2호 D 보문
높은 응력하의 습윤암석에 있어 

공소수압이 파괴에 미치는 영향 

이정인, 
Mitsumasa 
Furuzumi
(古住光正),
Ryoji 
Kobayashi
(小林良二)

110-118

광산학회지 1983 제20권 제2호 D 보문

연약면을 갖는 암석의 전단강도 및 

변형거동에 관한 연구 (제2보) 

-자연층리면을 갖는 이암 시료에 

대하여-

김기주, 

이정인, 

김재극

119-125

광산학회지 1983 제20권 제2호 D 보문

후층탄내에 개착된 중단갱에서

의 막장지보 및 갱도단면변형연구 

(2)-채탄작업 진행에 따른 마찰철

주 마찰부의 변위량 측정 

이경운, 

신희순
126-131

광산학회지 1983 제20권 제3호 D 보문

채굴적에 의한 지반침하의 모형실

험 및 예상 계산의 수치해석에 관한 

연구 

한봉태, 

이희근 
145-152

광산학회지 1983 제20권 제3호 D 보문
삼척탄좌 상하반사암의 Creep 

거동에 관한 유변학적 연구 

김재동, 

이정인, 

김재극 

153-160

광산학회지 1983 제20권 제3호 D 해설 평행심발발파에 의한 굴진고속화 이경운 188-192

광산학회지 1983
제20권 

특집 제2호
D 기술해설 Top Slicing 성과분석과 보완 대책 지만식 11-20

광산학회지 1983
제20권 

특집 제2호
D 기술해설

삼척탄좌의 중단붕락식 채탄법의 

기계화에 대한 보고 
홍기표 21-27

광산학회지 1983
제20권 

특집 제2호
D 기술해설 문경탄광 후층채탄법 윤한욱 28-34

광산학회지 1983
제20권 

특집 제2호
D 기술해설 승갱굴착기의 운영실적 서중석 35-39

광산학회지 1983 제20권 제4호 D 보문
삼척탄좌 기계화 Sub-level 

채탄법의 경제성분석 

김인기, 

선우춘, 

김재극 

21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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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학회지 1983
제20권 

특집 제2호
D 기술해설 지하공동 개발에 대한 소견 허   진 40-43

광산학회지 1984 제21권 제1호 D 보문

강성 자동제어 시험기를 사용한 

일축압축하중하에서 암석의 파괴

거동에 관한 연구 

김영석, 

권숙문 
33-37

광산학회지 1984 제21권 제1호 D 보문 점하중시험에 의한 석탄강도 측정 
신희순, 

이경운 
38-43

광산학회지 1984 제21권 제2호 D 보문
공경변화법에 의한 심부석탄광 

암반내 초기응력 측정 

신희순, 

이경운, 

김민규 

81-89

광산학회지 1984 제21권 제2호 D 보문
Borehole 재하시험에 의한 연암의 

변형계수 측정에 관하여 

이병호, 

이정인 
90-96

광산학회지 1984 제21권 제2호 D 보문
삼축압축하에서 인공절리면을 지닌 

암석의 강도와 변형거동에 관하여 

이형원, 

이정인 
97-105

광산학회지 1984 제21권 제3호 D 보문

강우량이 석탄광의 갱내출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삼척

탄전 태백지역을 중심으로-

이동남, 

주석복
221-227

광산학회지 1984 제21권 제3호 D 보문

심도 및 탄폭변화에 따른 탄중갱도 

및 주변지층의 변형에 대한 

모형실험연구 

김민규, 

이경운, 

김재극 

228-236

광산학회지 1984
제21권 

특집 제3호
D 기술해설 중단 위경사 채탄법의 적용성 

이경운, 

이정일
1-6

광산학회지 1984
제21권 

특집 제3호
D 기술해설 경동탄광 굴진 고속화에 관하여 한진생 7-12

광산학회지 1984
제21권 

특집 제3호
D 기술해설 심부개발을 위한 장성통기 신용관 13-22

광산학회지 1984 제21권 제4호 D 보문
심부채굴 작업장 주변의 지압계측과 

록크 보울트 시공법에 관한 연구 

임한욱, 

서백수, 

김웅수

289-297

광산학회지 1984 제21권 제4호 D 보문 삼척탄좌 통기망 해석에 관한 연구 
이학희, 

김재극 
298-303

광산학회지 1984 제21권 제4호 D 보문
광산작업장의 소음이 청력에 미치는 

영향 

조원재, 

조동성 
304-307

광산학회지 1984 제21권 제4호 D 보문
천공시 압력 및 추력 변화에 따른 

미세분 발생량에 관한 연구 

우재억, 

강대우, 

주석복 

308-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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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학회지 1984 제21권 제4호 D 보문

수압파쇄에 의한 3차원 암반응력측

정법 및 편평대공동천반의 탄성변

위해석 

이희근, 
Yoshiaki 
Mizuta
(水田義明), 
Shoji 
Ogino
(荻野正二), 
Osamu 
Sano
(佐野修) 

316-325

광산학회지 1984 제21권 제4호 D 보문

단축압축응력하의 원주형 시편 

및 원형공도평판의 A. E. Source 

Location 에 관한 연구 

고항제, 

양형식, 

이희근, 

김재극 

326-333

광산학회지 1984 제21권 제4호 D 보문

화약, 암석강도 및 발파유형이 발파

진동에 미치는 영향-서울 도심지발

파를 중심으로-

이경운, 

김민규, 

신희순 

334-339

광산학회지 1985 제22권 제1호 D 보문

A Study on Mining Subsidence 

by Real-Time Holographic 

Interferometry

Soon 
Chang 
Kim, 
Duk-
Won 
Park 

25-31

광산학회지 1985 제22권 제1호 D 보문

유한요소법에 의한 급경사 탄시 

주위응력의 수치해석에 대한 

Model 적 연구 

김두영, 

주석복
32-39

광산학회지 1985 제22권 제1호 D 보문
톱 슬라이싱 (Top Slicing) 

채탄막장의 반압측정 연구 

이경운, 

김호영, 

장기남 

40-47

광산학회지 1985 제22권 제2호 D 보문
삼축압축하에서 암석의 연약면이 

파괴강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기주, 

이정인, 

김재극 

91-97

광산학회지 1985 제22권 제2호 D 보문
연층갱도에서의 지보하중과 변형에 

관한 기초적 연구 

김인기, 

김재극 
98-106

광산학회지 1985 제22권 제4호 D 보문
암석의 최대하중 이후의 변형

거동에 관한 연구 

신중호, 

이희근, 

김재극 

260-265

광산학회지 1985 제22권 제4호 D 보문
삼축압축하에서 공극수압이 암석의 

파괴강도에 미치는 영향 

김동현, 

이정인 
266-271

광산학회지 1985 제22권 제4호 D 보문
ACRYL 수지모형갱도에서의 

통기저항 

이상권, 

조동성
280-284

광산학회지 1985 제22권 제4호 D 보문
석회석의 압축강도 이후의 변형

거동에 관한 연구 

김영석, 

권숙문
285-290



 693

한국자원공학회

50th Anniversary
1962~2012

학회지 연도 권호 Code 구분 제 목 저 자 Page

광산학회지 1985 제22권 제5호 D 보문

Simulation of Unsteady-

State of Airflow and Methane 

Concentration Processes 

in Mine Ventilation Systems 

Caused by Disturbances in 

Main Fan Operation

Andrew 
M. Wala, 
Bong 
Jip Kim

353-361

광산학회지 1986 제23권 제2호 D 보문
화염에 의한 역암의 파쇄특성에 

관한 연구 

유병훈, 

주석복 
87-97

광산학회지 1985 제22권 제5호 D 보문
Glocken Profile U-26 빔의 굴곡 

및 가축특성 

이경운, 

김민규, 

김호영

362-369

광산학회지 1986 제23권 제3호 D 보문

경계요소법에 의한 현지암반탄성계

수의 산정 및 암반거동해석에 관한 

연구 

이희근 161-171

광산학회지 1986 제23권 제3호 D 보문
모형 실험에서의 decoupling 

효과에 관한 연구 

하근동, 

김재극 
172-181

광산학회지 1986 제23권 제3호 D 보문
단일 시추공내에서 공벽변형법에 

의한 암반응력의 측정 

송원경, 

권광수, 

노세환, 

이정인 

182-191

광산학회지 1986 제23권 제3호 D 보문

A Case Study on a Rock Slope 

Failure Analysis by Using the 

Parameters Estimated by Rock 

Masses Classification Method 

S. T. 
Chen, 
Y. L. 
Chang

211-219

광산학회지 1986 제23권 제4호 D 보문
수평분층 채탄막장과 주변암층의 

거동에 대한 모형실험연구 

지왕률, 

이경운, 

주석복

240-249

광산학회지 1986 제23권 제4호 D 보문
발파계수의 추정에 대한 실험적 

연구 

주재성, 

양형식, 

권숙문

259-264

광산학회지 1986 제23권 제4호 D 보문
굴진갱도 주위 암반거동의 측정 및 

해석에 관한 연구 

이재선, 

김호영, 

이경운, 

이희근 

265-276

광산학회지 1986 제23권 제5호 D 보문
심부개발 탄광의 통기망 해석에 

관한 연구 

권숙문, 

윤정한, 

양형식, 

목호상 

338-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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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학회지 1987 제24권 제1호 D 보문
반복하중에 의한 화강암의 역학적 

거동에 관하여 

이원규, 

이정인, 

이경운, 

김민규, 

김순창

1-7

광산학회지 1987 제24권 제2호 D 보문
고온에 있어서 암석의 열전도율 

변화에 관한 연구 

강대우, 
Hiroshi 
Kiyohashi
(幾世橋廣), 
Shojo 
Tanaka
(田中正三),
주석복 

107-114

광산학회지 1987 제24권 제3호 D 보문
변위불연속법에 의한 준 3차원 

응력 및 변위해석에 관한 연구 

양형식, 

이희근 
177-185

광산학회지 1987 제24권 제3호 D 보문
유압식 굴진장비사용을 위한 적정

갱도규격 

김영식, 

김두영
186-194

광산학회지 1987 제24권 제4호 D 보문

지열지대 조사정 암석에 대한 

승온시 열전도율의 온도의존성에 

관한 연구 (1) 

강대우,
Munesuke 
Kyo
(京宗輔), 
Hiroshi 
Kiyohashi
(幾世橋廣),
주석복 

267-274

광산학회지 1987 제24권 제4호 D 보문 강원탄광의 갱내소요통기량평가
강창희, 

김두영
275-280

광산학회지 1987 제24권 제4호 D 보문
국내탄광 갱도마찰계수에 관한 

연구 

강창희, 

이상권 
281-285

광산학회지 1987 제24권 제5호 D 보문
불연속암반내 공동주위의 변형거동

에 관한 모형실험 및 수치해석 

윤용균, 

신중호, 

양형식, 

이희근

299-309

광산학회지 1987 제24권 제5호 D 보문

지열지대 조사정 암석의 승온시 

열전도율과 온도의존성에 관한 

연구 (2) 

강대우, 
Hiroshi 
Kiyohashi
(幾世橋廣)

310-319

광산학회지 1987 제24권 제5호 D 보문
석회석 채석장의 대규모 발파에 

대한 발파진동 

이경운, 

김민규
320-327

광산학회지 1987 제24권 제5호 D 보문
Acryl 수지모형갱도에서의 장애물 

간격에 따른 통기저항

이상권, 

김임호, 

조동성 

328-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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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학회지 1987 제24권 제6호 D 보문
구형 Acryl 갱도내에서의 평균

풍속을 나타내는 위치에 관한 연구  

김문구, 

이상권, 

조동성 

366-370

광산학회지 1987 제24권 제6호 D 보문
운반항도 주변암반의 거동과 Rock 

Bolt 지보의 적용성에 관한 연구 

안대영, 

양승진
371-383

광산학회지 1987 제24권 제6호 D 보문

지열지대 조사정 암석의 승온시 

열전도율과 온도의존성에 관한 

연구 (3) 

강대우, 
Munesuke 
Kyo
(京宗輔) 

418-425

광산학회지 1987 제24권 제6호 D 보문
무연탄 및 협탄층암석의 열물성에 

관한 연구 

박홍민, 

김일중
426-434

광산학회지 1987 제24권 제6호 D 보문 접착식 록볼트의 현장비교시험 
김복윤, 

지왕률
435-442

광산학회지 1988 제25권 제1호 D 보문

경계요소법에 의한 암반거동의 

실험 및 수치해석적 연구 (1)-갱도 

및 광주구조물에 대한 변형거동해석 

이희근, 

양형식 
31-40

광산학회지 1988 제25권 제1호 D 보문
암반내 불연속면이 주응력의 작용

방향에 미치는 영향 

임한욱, 

신영호 
41-48

광산학회지 1988 제25권 제1호 D 보문
암석의 강도계수와 천공저항력에 

관한 연구 

박철환, 

이경운, 

이정인

49-55

광산학회지 1988 제25권 제1호 D 보문
전면접착형 록볼트의 거동에 관한 

연구 

김호영, 

이경주, 

이희근, 

이경운

56-62

광산학회지 1988 제25권 제2호 D 보문

경계요소법에 의한 암반거동의 

실험 및 수치해석적 연구 (2) 

-수압파쇄 및 균열내 유체순환

시험과 수치해석

이희근, 

양형식
98-108

광산학회지 1988 제25권 제2호 D 보문 부유탄진의 입도분석 이창우 109-117

광산학회지 1988 제25권 제3호 D 보문 현지 석탄에 대한 변형계수 측정 

신희순, 

이경운, 

권광수 

168-174

광산학회지 1988 제25권 제4호 D 보문
탄성파 속도를 이용한 현지암반 

평가 기술 연구 

김복윤, 

한공창, 

김호영, 

권광수 

238-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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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학회지 1988 제25권 제4호 D 보문

지열지대 암석의 채취심도별 유효

열전도율과 전도열유량에 관한 

연구 

강대우, 
Munesuke 
Kyo
(京宗輔), 
Hiroshi 
Kiyohashi
(幾世橋廣) 

245-253

광산학회지 1988 제25권 제5호 D 보문
록볼트의 지지효과에 대한 실험적 

연구 

신희영, 

지왕률, 

권광수

294-300

광산학회지 1988 제25권 제5호 D 보문

삼척탄전지대 석탄광에서의 암반

응력 측정에 관한 연구 (함백탄광을 

중심으로) 

임한욱, 

이주영
301-308

광산학회지 1988 제25권 제5호 D 보문
인장응력하에서 암석의 파괴늑성 

측정과 파괴거동에 관한 연구 

김재동, 

노용래, 

이정인 

309-319

광산학회지 1988 제25권 제5호 D 보문
층상암반내 갱도의 변형거동에 

관한 연구 

김종우, 

이희근
320-331

광산학회지 1988 제25권 제5호 D 보문
지하공동주위 연약암반의 변형

거동에 관한 연구 

정회용, 

신중호, 

양형식, 

이희근 

332-339

광산학회지 1988 제25권 제6호 D 보문
국내 주요 탄전 지역에서의 초기 

지압 측정에 관한 연구 

송원경, 

권광수
393-377

광산학회지 1988 제25권 제6호 D 보문
충격식 착암기의 작동이론과 천공

속도에 관한 연구 

박철환, 

이경운, 

이정인

398-405

광산학회지 1989 제26권 제2호 D 보문
Portable Shear Box를 이용한 

석탄의 직접 전단시험 

신희순, 

김민규, 

권광수 

129-136

광산학회지 1989 제26권 제3호 D 보문

수압파쇄기구에 관한 연구 (제1보)

-수압파쇄법의 기본원리 및 그에 

의한 취성재료의 인장강도측정법에 

대한 실험적 고찰 

박한규, 

신중호, 

이희근 

191-199

광산학회지 1989 제26권 제3호 D 보문
통기망 분석에서의 통기저항 추정 

오차에 관한 연구 
이창우 200-209

자원공학회지 1989 제26권 제4호 D 보문

수압파쇄기구에 관한 연구 (제2보)

-수압파쇄균열내 유체순환시의 

유체유동 및 균열거동에 관하여 

장주필, 

신중호, 

이희근 

264-272

자원공학회지 1989 제26권 제4호 D 보문
탄광에 있어서 표준발파설계 

방법에 관한 연구 
김웅수 273-277



 697

한국자원공학회

50th Anniversary
1962~2012

학회지 연도 권호 Code 구분 제 목 저 자 Page

자원공학회지 1989 제26권 제4호 D 보문 신형 록볼트 개발연구 김복윤 278-283

자원공학회지 1989 제26권 제5호 D 보문 삼척탄좌 석탄의 물리, 역학적 특성 신희순 378-386

자원공학회지 1989 제26권 제5호 D 보문

수압파쇄기구에 관한 연구 (제3보)

-미소균열음측정에 의한 수압

파쇄의 균열발전상태 검토 

최성웅, 

신중호, 

이희근 

387-396

자원공학회지 1989 제26권 제6호 D 보문

단일불연속면을 갖는 원형공동주변의 

암석의 파괴거동에 관한 모형실험

연구 

정용욱, 

주석복 
407-413

자원공학회지 1989 제26권 제6호 D 보문
Hoek와 Brown 의 경험파괴식을 

이용한 불연속 암석의 파괴거동 연구 

장명환, 

양형식 
414-422

자원공학회지 1989 제26권 제6호 D 보문
채탄 작업장 공간에 호흡성분진의 

유리규산 농도 분포 분석 

이창우, 

이몽용 
432-438

자원공학회지 1990 제27권 제1호 D 보문

일정한 응력진폭에 의한 반복하중

하에서 사암의 피로파괴거동에 

관한 연구 

김일중, 

김영석
9-19

자원공학회지 1990 제27권 제1호 D 보문 화강암질 석재의 열파괴 특성 연구 

이기형, 

이형원, 

신재섭

31-42

자원공학회지 1990 제27권 제2호 D 보문

불연속암반의 역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절리의 Stiffness, 밀도 및 

경사가 암반의 Young율에 미치는 

영향 

문현구 77-87

자원공학회지 1990 제27권 제2호 D 보문
석탄층내에서의 응력측정에 관한 

연구 

임한욱, 

정승제
88-95

자원공학회지 1990 제27권 제2호 D 보문
장성탄광 암반의 비열 및 밀도와 

석영함량과의 상관관계 연구 
신용관 96-104

자원공학회지 1990 제27권 제4호 D 보문
불연속 암반내 공동주위의 응력 및 

변형거동에 관한 수치해석 

이상필, 

이정인 
268-282

자원공학회지 1990 제27권 제5호 D 보문
노천굴 발파의 진동특성과 입지

상수 결정에 관한 연구 

양형식, 

주재성 
316-323

자원공학회지 1990 제27권 제6호 D 보문
터널굴진에서의 표준발파설계에 

관한 연구 

정동호, 

김웅수
384-389

자원공학회지 1990 제27권 제6호 D 보문

이방성 암반내 공동 굴착 과정에서의 

주위 암반 거동에 관한 축척모형실험 

및 수치해석 

이희근, 

양형식
390-411

자원공학회지 1991 제28권 제1호 D 보문

암석의 면내전단응력하에서의 파괴

인성 측정과 균열의 변형거동에 

관하여 

김재동, 

이정인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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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공학회지 1991 제28권 제1호 D 보문

수압파쇄기구에 관한 연구 (제4보)

-암석모형에서의 경사공의 수압

파쇄 및 미소균열음에 의한 균열의 

추적에 관하여 

김   홍, 

신중호, 

이희근 

20-28

자원공학회지 1991 제28권 제2호 D 보문

중단붕락식 채굴진행에 따른 채굴

적 주위의 응력분포 및 변형거동에 

관한 수치해석적 연구 

김영구, 

정소걸, 

이희근 

122-132

자원공학회지 1991 제28권 제2호 D 기술자료
Diamond saw에 의한 직접가공

방식의 신채석기술 

선우춘, 

류창하, 

이경운, 

최기석

148-156

자원공학회지 1991 제28권 제3호 D 보문
절리면 간극에 따른 투수계수 변화가 

절리 암석의 거동에 미치는 영향 
조태진 157-167

자원공학회지 1991 제28권 제3호 D 보문

저면 마찰법에 의한 암반의 변형, 

파괴거동에 관한 연구 (제1보) 

-저면마찰 축척모형실험에 의한 

불연속암반에서의 컬럼성사면의 

안정성 해석 

김영근, 

이희근 
174-186

자원공학회지 1991 제28권 제3호 D 보문
갱내 통기망 해석용 프로그램 개발

연구 

김복윤, 

Masahiro 
Inoue
(井上雅弘) 

187-193

자원공학회지 1991 제28권 제4호 D 보문
지하 양수발전소 설계를 위한 불연

속 암반의 2차원 및 3차원 응력해석 

문현구, 

김창용, 

김선홍 

273-283

자원공학회지 1991 제28권 제4호 D 보문 블록이론을 이용한 낙반해석 연구 
양형식, 

이희근
292-300

자원공학회지 1991 제28권 제4호 D 보문

저면 마찰법에 의한 암반의 변형, 

파괴거동에 관한 연구 (제2보)-저면

마찰 축척모형실험과 개별요소법에 

의한 블록성사면의 안정성 해석 

김영근, 

이희근
301-311

자원공학회지 1991 제28권 제5호 D 보문
SIMAN을 이용한 갱내궤도 운반

체계 시뮬레이션 모델링 

이창우, 

임영철 
339-347

자원공학회지 1991 제28권 제5호 D 보문
연암의 인장강도에 관한 기초적 

연구 

윤지선, 

이희성
356-365

자원공학회지 1991 제28권 제5호 D 보문
블록형 불연속암반내 공동주위의 

변형, 파괴거동에 관한 연구 

권상기, 

김영근, 

이희근 

375-381

자원공학회지 1991 제28권 제5호 D 보문
채굴진행에 따른 광주 및 주변모암

의 변형거동에 관한 모형실험 연구 

조장희, 

김영근, 

이희근

38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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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공학회지 1991 제28권 제6호 D 보문 암석의 선열팽창 및 비열측정연구 
강대우, 

정문영 
425-433

자원공학회지 1991 제28권 제6호 D 보문
발파진동의 속도 및 주파수를 고려

한 허용 진동치 결정에 관한 연구 

김대상, 

이정인, 

이희근 

444-455

자원공학회지 1991 제28권 제6호 D 보문

현장계측 및 수치해석을 이용한 

탄중 갱도내 지보변형거동에 관한 

연구 

박의섭, 

김종우, 

이희근

472-483

자원공학회지 1991 제28권 제6호 D 보문

장성탄광 입기갱도 암반의 열적 

제특성과 이의 갱내기상에 미치는 

영향 

신용관, 

김두영 
484-496

자원공학회지 1992 제29권 제1호 D 보문
지압조건과 절리의 방향을 고려한 

원형공동주위의 변형거동 

이석천, 

김영근, 

이희근 

1-7

자원공학회지 1992 제29권 제1호 D 보문 시추공을 이용한 록볼트 인발시험 윤지선 8-15

자원공학회지 1992 제29권 제1호 D 보문
전북 지역의 석재 자원 활용성 연

구-화강암 석재 자원을 중심으로-

박홍민, 

김옥배, 

송영수 

25-31

자원공학회지 1992 제29권 제2호 D 보문
분진억제를 위한 분진입자와 철수 

수적경에 대한 연구 

김복윤, 

이상권, 

이종림

65-69

자원공학회지 1992 제29권 제2호 D 보문 국내 주요암석의 파괴조건계수 양형식 91-102

자원공학회지 1992 제29권 제3호 D 보문

암석의 구성입자 강도의 

불균질성을 고려한 인장파괴거동의 

탄소성 해석 

조병래, 

김영근, 

이희근

135-145

자원공학회지 1992 제29권 제4호 D 보문
실물크기 시험을 통한 철재 아치 

지보의 변형거동에 관한 연구 

김부환, 

김종우, 

정소걸, 

이희근 

191-197

자원공학회지 1992 제29권 제5호 D 보문

지하단면의 영상재구성을 위한 

탄성파 직선파선 토모그래피의 

적용성 

현병구, 

임해룡, 

이호영

245-254

자원공학회지 1992 제29권 제5호 D 보문 화강암의 열팽창 특성에 관한 연구 
여인욱, 

전용원
263-275

자원공학회지 1992 제29권 제5호 D 보문
연속체 모델을 이용한 절리암반 

거동의 수치해석 

조태진, 

이정인 
299-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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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공학회지 1992 제29권 제6호 D 보문
갱내 운반시스템 적정 설계를 위한 

컴퓨터 모델링 

류창하, 

김영식, 

정소걸, 

이경운

383-390

자원공학회지 1993 제30권 제1호 D 보문
다이아몬드 픽의 절삭력에 대한 

연구 
지왕률 19-28

자원공학회지 1993 제30권 제1호 D 보문
굴착능력과 굴착속도분석에 의한 

TBM 공법의 평가 

박철환, 

신희순, 

정소걸, 

이경운, 

이문식, 

오정일 

29-39

자원공학회지 1993 제30권 제1호 D 보문 팽창재에 의한 암석의 파괴연구 

강대우, 

강추원, 

기경철 

40-46

자원공학회지 1993 제30권 제2호 D 보문
ISRM Suggested Method에 

의거한 파괴인성에 관한 연구 

윤지선, 

최용석 
83-92

자원공학회지 1993 제30권 제2호 D 보문
3차원 절리암반의 강도특성에 관한 

이론적 수치해석적 연구 
문현구 133-146

자원공학회지 1993 제30권 제3호 D 보문
갱내 디젤차량 배기물질 확산 

모델링 방법간 비교연구 
이창우 220-227

자원공학회지 1993 제30권 제3호 D 보문
하중조건과 절리의 거칠기가 

암석의 투수성에 미치는 영향 

윤용균, 

이희근
238-247

자원공학회지 1993 제30권 제3호 D 보문
근접 발파에 대한 시멘트블럭조 

건물의 진동응답 특성 

주재성, 

권숙문 
259-264

자원공학회지 1993 제30권 제5호 D 보문
O. R.을 적용한 석탄광산의 갱내 

운반시스템 분석 

윤지선, 

김두영 
377-384

자원공학회지 1993 제30권 제5호 D 보문
암석의 피로수명에 미치는 최대

응력 및 봉압의 영향 

임재웅, 

이정인
439-447

자원공학회지 1993 제30권 제5호 D 보문
도계탄광 암반의 비열 및 밀도와 

석영함량과의 상관관계 연구 

신용관, 

김영달 
448-456

자원공학회지 1994 제31권 제1호 D 보문
노천발파 및 건설기계진동에 

대한 구조물의 응답 

주재성, 

양형식 
9-16

자원공학회지 1994 제31권 제1호 D 보문
도계탄광 입기갱도 암반의 등가열

전도율에 관한 연구 

신용관, 

김영달 
17-27

자원공학회지 1994 제31권 제1호 D 보문

시험편의 형상 및 치수가 암석의 

파괴인성 측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재동, 

백승규
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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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공학회지 1994 제31권 제1호 D 보문
심부갱도내 철재지보의 변형거동과 

지보하중결정에 관한 연구 

김종우, 

이희근 
60-69

자원공학회지 1994 제31권 제1호 D 보문
석재 절삭요소들의 최적화를 위한 

인자분석 연구 

장명환, 

최승경, 

주재성, 

양형식 

70-77

자원공학회지 1994 제31권 제2호 D 보문
Wide Space 발파의 효율적인 

적용에 관한 연구 

김웅수, 

정동호 
103-108

자원공학회지 1994 제31권 제2호 D 보문

절리특성이 인공절리를 포함한 

불연속암반의 변형거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영근, 

이희근
131-141

자원공학회지 1994 제31권 제3호 D 보문

연속체 지반에서의 공동 굴착에 

따른 지하수 유동에 관한 수치 

해석적 연구 

이대혁, 

이희근 
192-201

자원공학회지 1994 제31권 제4호 D 보문
기계화 채탄법 설계를 위한 탄층의 

지지력 및 채굴 효율성 분석 

홍기표, 

김두영, 

이경운, 

김영식, 

강상수

325-332

자원공학회지 1994 제31권 제5호 D 보문
추적가스를 이용한 석탄광산 갱내 

디젤배기물질 확산계수 연구 

이창우, 

양원철
483-490

자원공학회지 1994 제31권 제6호 D 보문

불연속 암반내 지하수 유동과 공동 

주위암반거동의 상호작용에 관한 

수치해석적 연구 

김택곤, 

이희근 
537-548

자원공학회지 1995 제32권 제1호 D 보문

지하공간내에서 수치해석에 의한 

부유분진농도예측 (1)-정상상태

하에서 갱도기류의 유동특성 

홍웅기, 

정태섭, 

박홍민 

13-21

자원공학회지 1995 제32권 제1호 D 보문 삼척탄광 무연탄의 다단계삼축시험 
김민규, 

이정인 
72-80

자원공학회지 1995 제32권 제2호 D 보문
지하원유저장 공동주위 암반의 

변형거동에 따른 투수계수 변화 

장근무, 

이정인 
103-115

자원공학회지 1995 제32권 제2호 D 보문
쐐기형 비트에 의한 암석파괴

모델의 구성과 역학적 해석 

박철환, 

이경운, 

이정인

116-124

자원공학회지 1995 제32권 제3호 D 보문 삼척탄광 무연탄의 파괴기준 
김민규, 

이정인 
217-222

자원공학회지 1995 제32권 제4호 D 보문
갱내 무궤도 디젤장비 사용을 위한 

환경대책 연구 

김복윤, 

조영도
27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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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공학회지 1995 제32권 제4호 D 기술보고
진주 나동터널공사 지중발파의 

진동특성 

범진삼, 

주재성, 

양형식

350-356

자원공학회지 1996 제33권 제3호 D 보문
불연속면이 존재하는 암반에서의 

Smooth Blasting의 기구 

박홍민, 

이상은
149-155

자원공학회지 1996 제33권 제3호 D 보문
온도 변화에 따른 화강암, 편마암의 

역학적, 수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이희석, 

박연준, 

권광수, 

이희근

173-185

자원공학회지 1996 제33권 제3호 D 보문
터널굴착에서 불연속면에 의한 

공동주변 암반블록의 안정성 해석 

송재준, 

이정인
186-193

자원공학회지 1996 제33권 제4호 D 보문
서울 화강암의 전단강도에 관한 

기초적 연구 

김두영, 

윤지선, 

전기찬 

282-290

자원공학회지 1996 제33권 제4호 D 보문
Flat Jack 방법을 이용한 초기 

지압 측정에 관한 연구 

윤지선, 

김두영, 

김선명 

291-299

자원공학회지 1996 제33권 제5호 D 보문
차량터널 부유분진 특성 연구 

-입도 및 농도 중심으로-

이창우, 

이송희
332-339

자원공학회지 1996 제33권 제6호 D 보문
심해저 망간단괴 공기양광시스템의 

정상유동분석에 의한 동력특성 연구 

윤치호, 

권광수, 

김인기, 

성원모 

421-427

자원공학회지 1996 제33권 제6호 D 보문
연암에 굴착되는 터널의 계측변위를 

이용한 역해석 

허종석, 

이정인, 

조태진, 

이연규

438-447

자원공학회지 1997 제34권 제3호 D 보문
절리암반에서의 용질이동에 관한 

수치해석적 연구 

문현구, 

주광수, 

송명규

234-241

자원공학회지 1997 제34권 제3호 D 보문
심해저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기술적 

추진방향 
권광수 278-284

자원공학회지 1997 제34권 제4호 D 보문
다변량분석을 적용한 암반분류 및 

암반강도상수 결정에 관한 연구 

윤지선, 

박종국, 

이희성, 

김두영

350-362

자원공학회지 1997 제34권 제4호 D 보문
핵폐기물처분장 주위 암반내 절리의 

거칠기와 강성에 관한 연구 
김재동 453-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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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공학회지 1997 제34권 제5호 D 보문

금속 및 비금속류 코아의 

곡면상에서 열전도율 측정기법에 

관한 연구 

강대우, 

강상수, 

권광수, 

김인기, 

기세교광

471-477

자원공학회지 1997 제34권 제5호 D 보문 암석의 탄성계수 결정에 관한 연구 
장명환, 

양형식
513-517

자원공학회지 1997 제34권 제6호 D 보문
인천도시철도구간 암석의 물리 

역학적 특성간의 상관성 연구 

장명환, 

이기형, 

신재섭, 

홍동호

565-573

자원공학회지 1997 제34권 제6호 D 보문
Diamond Wire의 화강암 절삭

성능에 관한 연구 

선우춘, 

최병희
583-591

자원공학회지 1997 제34권 제6호 D 보문

Network 이론을 이용한 차량터널 

환기 시스템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연구 

이창우, 

이송희, 

최수일, 

백동호, 

문선경

617-629

자원공학회지 1997 제34권 제6호 D 보문
파괴기준 결정을 위한 단단계 삼축

압축시험에 관한 기초적인 연구 

윤지선, 

김두영, 

노상림

636-642

자원공학회지 1997 제34권 제6호 D 기술보고
응력해석을 위한 광탄성 피막법을 

관한 기초적 연구 

윤지선, 

김두영, 

이희성

652-660

자원공학회지 1998 제35권 제2호 D 보문

심해저 망간단괴 수력펌핑양광

시스템의 양광관내 입자의 유동

형태분석 

윤치호, 

김인기, 

권광수, 

권오광

157-164

자원공학회지 1998 제35권 제5호 D 보문

다단계 직접전단시험을 통한 서울

화강암의 전단강도 측정에 관한 

연구 

윤지선, 

김두영, 

이희성, 

윤현익

435-443

자원공학회지 1998 제35권 제5호 D 보문

Pullout Test를 이용한 

Shotcrete의 강도관리에 관한 

연구 

윤지선, 

김두영, 

김선명, 

김석준

444-452

자원공학회지 1998 제35권 제6호 D 보문
석재 성형공구의 수치해석 모델링 

및 성능연구 

선우춘, 

한공창
568-575

자원공학회지 1998 제35권 제6호 D 보문
폐광산 상부의 지표침하 파라미터 

해석 연구 

김보현, 

양형식, 

장명환

57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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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공학회지 1999 제36권 제1호 D 보문

심해저 망간단괴 수력펌핑 양광

시스템에서의 비정상 유동모델에 

의한 해석 

윤치호, 

김인기, 

권광수, 

권오광

33-41

자원공학회지 1999 제36권 제4호 D 보문
암반내 지압 계측과 이를 응용한 

광주의 설계 

이경철*, 

임한욱
249-259

자원공학회지 1999 제36권 제4호 D 보문
고속철도 터널 내부 공기압 변동에 

관한 기초 연구 

유용호, 

김   진*
276-282

자원공학회지 1999 제36권 제4호 D 보문
진동조립기에 의한 모조망간단괴 

제조 

윤치호*, 

김인기, 

권광수, 

권석기, 

강상수

283-289

자원공학회지 1999 제36권 제4호 D 기술보고

대구 규장암 지역의 발파진동 측정

자료에 의한 K 및 n의 변화 추이에 

대한 고찰 

안명석*, 

박종남
313-318

자원공학회지 2000 제37권 제1호 D 보문
암반지하수 유동과 관련한 불연속면 

특성 
노병돈* 15-25

자원공학회지 2000 제37권 제2호 D 보문
절리 특성 분석을 위한 시추공벽 영

상처리 기법의 검증 

김재동*, 

김종훈, 

신희순, 

박   찬, 

최성웅

81-90

자원공학회지 2000 제37권 제2호 D 기술보고
폐광산 재활용을 위한 (구) 함태탄

광 폐갱도의 안정성 분석 

김보현*, 

양형식, 

이희근, 

김재동, 

유인걸, 

김문섭, 

김량희

148-157

자원공학회지 2000 제37권 제3호 D 보문 장성 환기 시스템 개선에 관한 연구 

김윤광, 

유용호, 

김   진*

173-180

자원공학회지 2000 제37권 제4호 D 보문
개별절리 유한요소를 이용한 절리

면 전단거동의 탄소성 해석 

손봉기*, 

이연규, 

이정인

272-282

자원공학회지 2000 제37권 제5호 D 연구논문
장약공 노치와 장약홀더를 이용한 

발파균열의 제어에 관한 연구 

최용근*, 

이정인 
31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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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공학회지 2000 제37권 제5호 D 연구논문
일곡 매립 지역 오염 방지 시설이 

하천수와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 

차종문, 

김주용, 

이병태, 

김경웅*, 

오진용

327-338

자원공학회지 2000 제37권 제5호 D 연구논문

시간의존성을 고려한 터널지반과 

숏크리트의 상호반응거동에 관한 

연구 

이상준*, 

문현구
350-361

자원공학회지 2000 제37권 제6호 D 연구논문
터널의 역해석에 있어서 Genetic 

Algorithms의 적용에 관한 연구

김수홍*, 

김선명, 

윤지선

424-431

자원공학회지 2001 제38권 제3호 D 연구논문
3차원 절리망에서의 지하수 유동에 

관한 연구 

고태영*, 

문현구
178-187

자원공학회지 2001 제38권 제3호 D 연구논문
광산침하 기구 및 침하 예측에 관한 

이론적 연구 

김병찬*, 

문현구
188-201

자원공학회지 2001 제38권 제4호 D 기술논문

포항지역-Mudstone 및 대구지

역-Black Shale 의 물리, 역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이승재*, 

노상임, 

윤지선

310-315

자원공학회지 2001 제38권 제5호 D 연구논문

A Study on the Efficiency of an 

Air-lift Pump for Pumping Solid 

Particles

Chi Ho 
Yoon*,
Kwang 
Soo 
Kwon,
Seok Ki 
Kwon, 
Dong Kil 
Lee,
Yong 
Chan 
Park,
Ou 
Kwang 
Kwon

341-351

자원공학회지 2001 제38권 제5호 D 연구논문
불연속 암반의 3차원 이방성 변형

특성의 평가 

문현구, 

백승한*
364-372

자원공학회지 2001 제38권 제6호 D 연구논문
일본의 조형 석회석 노천 채굴 

광산에 대한 암반응력의 측정 및 평가 

강성승*, 

尾原祐三,

김준모, 

장보안, 

강추원 

454-463

자원공학회지 2001 제38권 제6호 D 연구논문
심부 석탄광산의 냉각방법에 관한 

연구 

류재홍*, 

유영호, 

김   진 

482-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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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공학회지 2002 제39권 제2호 D 기술논문
안쪽축이 회전하는 환형관내 

비뉴튼 유체의 천이 유동 연구 

김영주, 

황영규*
139-145

자원공학회지 2002 제39권 제3호 D 연구논문

파괴기준이 불연속 암반내 원형

공동의 소성거동 및 보강에 미치는 

영향

이용섭*, 

문현구
187-196

자원공학회지 2002 제39권 제3호 D 연구논문
Umbrella arch 공법의 보강효과 

및 천단침하량 예측에 관한 연구

김선홍*, 

문현구
197-205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3 제40권 제1호 D 연구논문
암반구조물 해석을 위한 인공

신경망 유한요소 해석 기법의 개발
신휴성* 11-17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3 제40권 제1호 D 연구논문
암반구조물 해석을 위한 인공신경

망 매질모델의 강성도 행렬의 유도
신휴성* 18-24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3 제40권 제2호 D 해설
대전 동굴식 LNG 지하저장 Pilot 

Project 

김호영*, 
Eric 
Amantini, 
Emmanuel 
Chanfreau

140-145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3 제40권 제3호 D 연구논문
석회암 공동이 터널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전석원*, 

김종우, 

홍창우, 

김영근

147-158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3 제40권 제3호 D 연구논문

암반물성의 분산성이 지하구조물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수치

해석적 연구 

나상민*, 

문현구
159-166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3 제40권 제6호 D 연구논문

절리망 모델링에 의한 지하공동 

주위 절리암반의 수리-역학적 

거동에 관한 연구 

이영숙, 

이승도, 

박경호, 

주광수, 

문현구*

457-466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3 제40권 제6호 D 연구논문
풍천 초염기성암의 생성기원에 

관한 연구 

김용균*, 

이   신, 

김종대

479-484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4 제41권 제1호 D 연구논문
경주 남산 냉골 상선암 마애여래대

좌상부 암반사면 낙석의 위험성 분석 

이종윤, 

박형동*
26-38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4 제41권 제2호 D 기술논문 도심 전력 터널의 Shield 공법 적용 지왕률* 167-174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4 제41권 제4호 D 연구논문 석회석광산의 갱내통기개선 연구 이상권* 313-318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5 제42권 제1호 D 연구논문

불연속 절리망 모델링을 이용한 

지하공동 주변에서의 지반주입의 

차수효과에 관한 연구 

김도영, 

문현구*
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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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5 제42권 제3호 D 연구논문

양산단층대 주변의 현지암반응력 

분포특성에 관한 역학적, 

지질공학적 연구 

최성웅*, 

이병주, 

신희순

214-224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5 제42권 제4호 D 해설
석유류 지하저장 시설의 현황과 

전망 

김호영*, 

김중현
280-286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5 제42권 제4호 D 연구논문
과지압 암반 내 대규모 지하 유류

비축기지 안정성 평가 사례 

최영태*, 

이대혁, 

이희석, 

박연준

330-344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5 제42권 제4호 D 연구논문
LPG 지하비축기지 기밀성 평가를 

위한 정량적 해석기법 연구 

나승훈*, 

이상필, 

서정우

345-353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5 제42권 제4호 D 연구논문
지하 LNG 저장공동 주변 암석의 

냉열 파괴거동 규명 

박의섭*, 

정소걸, 

박   찬, 

김호영, 

이대혁 

378-392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5 제42권 제5호 D 해설 국내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현황 

윤치호*, 

박용찬, 

이동길, 

권석기, 

성원모

523-529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5 제42권 제6호 D 연구논문
하장광산의 갱내채광을 위한 채광

설계 및 안정성 연구 

선우춘*, 

정용복, 

전양수, 

이병주

575-587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6 제43권 제1호 D 연구논문
D 석회석 폐광산의 지표침하 원인

분석 및 예상위험구역 예측 

선우춘*, 

송원경, 

류동우, 

U. M. 
Rao 
Karanam

1-12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6 제43권 제1호 D 연구논문
침하와 절리의 경사가 채굴적 주변의 

수리전도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윤용균* 76-83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6 제43권 제4호 D 연구논문

Development of an Asymmetric 

Influence Zone Technique for 

Subsidence and Displacement 

Prediction of Moderately 

Dipping Extractions

Eui-
Seob 
Park, 
John Loui 
Porathur, 
Hee-
Soon 
Shin, 
Sung O. 
Choi*

3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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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6 제43권 제4호 D 해설 우리나라의 심해저 망간단괴 개발

윤치호*, 

박용창, 

김영주, 

이동길, 

권석기

378-382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6 제43권 제5호 D 연구논문
석회석 지하채굴 광산에서의 암반

파괴 및 갱도규격 연구

선우춘*, 

정용복
416-428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6 제43권 제5호 D 연구논문
광해방지를 위한 대규모 석탄 

노천광의 배수설계 최적화

최요순, 

선우춘, 

박형동*

429-438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6 제43권 제5호 D 연구논문
불연속면의 통계적 모델링을 

이용한 암반사면의 안정성 평가

조성우, 

송재준*
439-447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7 제44권 제1호 D 연구논문
암반-지보 반응 모델을 이용한 터널 

숏크리트 라이닝의 열화 거동 분석

조은준, 

이준석, 

문현구*

53-60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7 제44권 제2호 D 연구논문
단공식 투수시험에 의한 수리정수 

평가에 관한 고찰

김형목*, 

신중호, 

Kenichi 

Ando

135-144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7 제44권 제3호 D 연구논문
지하갱도가 지반침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적 연구

김종우*, 

송원경, 

장광택

208-217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7 제44권 제4호 D 연구논문

워터젯을 이용한 콘크리트 절삭시 

발생하는 폐수의 pH 농도 중화에 

관한 연구

여창현, 

김정규*, 

송재준

285-292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7 제44권 제4호 D 연구논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채광분야 

CDM 사업의 이해

박용찬*, 

윤치호, 

김영주, 

박종명

293-301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7 제44권 제5호 D 연구논문
화순광업소의 효율적 통기운용에 

관한 연구

김윤광*, 

김   진
364-375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7 제44권 제5호 D 해설
심해저 광물자원 채광기술의 특허 

동향분석

이재욱*, 

주계영, 

김영주, 

이동길, 

박용찬, 

윤치호

445-454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7 제44권 제6호 D 연구논문

대규모 노천광산의 운반 효율성 

향상을 위한 덤프트럭의 최적 운반

경로 분석

최요순, 

선우춘, 

박형동*

477-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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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7 제44권 제6호 D 연구논문
전도공법에 의한 축소모형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지반진동 특성

박   훈*, 

김승곤
517-525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8 제45권 제3호 D 연구논문

컴팩트 시험편을 이용한 암석의 

모드 I 파괴인성 측정 및 시험편의 

크기와 재하속도가 파괴인성에 

미치는 영향

고태영, 

문현구*
234-241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8 제45권 제3호 D 연구논문

노천광산의 관측점 선정 및 운반

도로 가시거리 안전성 평가를 위한 

GIS 기반 가시구역 분석 기법의 

적용

최요순, 

서장원, 

박형동*, 

선우춘

265-275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8 제45권 제4호 D 연구논문

폐쇄형 지열 열펌프 시스템을 포함

한 지중 열 거동 정밀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과 영향 인자별 민감도 

분석

김성균, 

배광옥, 

이강근*, 

심병완, 

송윤호

326-336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8 제45권 제4호 D 연구논문
지반-라이닝 상호작용모델을 이용한 

터널 2차라이닝 설계에 대한 연구

허도학, 

장석부, 

문현구*

370-380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8 제45권 제5호 D 기술보고
비개착식 지향성 굴착공법에 관한 

연구

김영주*, 

한상목, 

이동길, 

황영규

558-566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8 제45권 제6호 D 연구논문
이중 비틀림 시험을 이용한 암석의 

임계하 균열성장 지수결정

고태영,

J. Kemeny, 

문현구* 

601-609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8 제45권 제6호 D 연구논문
급경사 채굴적 충전용 그라우트 

재료의 특성 연구

이병윤, 

전석원*
649-662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9 제46권 제1호 D 총설 해저터널개발 신희순* 125-133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9 제46권 제2호 D 연구논문
대규모 노천탄광의 채광장 바닥

발파 설계에 관한 연구

최병희*, 

류창하, 

선우춘, 

정주환

217-227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9 제46권 제3호 D 연구논문

등방 및 이방성 암반 터널 전방의 

연약대 예측을 위한 수치해석적 

연구

박창섭, 

문현구*
342-350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9 제46권 제5호 D 연구논문

Pit Optimization for Steep Coal 

Seams at Pasir Coal Mine, 

Indonesia

D. Deb,
C. Sunwoo*, 
Y.B. 
Jung

509-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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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9 제46권 제5호 D 기술보고
무복공식 압축공기 지하암반공동 

저장기술 사례연구

김형목, 

류동우*, 

정소걸, 

송원경

614-624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9 제46권 제5호 D 해설
카자흐스탄의 광물자원 부존 현황 

및 개발 여건
이동길* 635-645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9 제46권 제6호 D 연구논문

스파이럴 볼트 및 록 볼트의 양생

조건에 따른 지보 매커니즘에 관한 

연구

김동조, 

강추원*, 

고진석

703-710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9 제46권 제6호 D 연구논문
균열전파 양상에 관한 수치해석적 

비교분석 연구
최성웅* 721-729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9 제46권 제6호 D 연구논문

중단채광법 석회석 광산의 최적 

광주 회수조건에 대한 수치해석적 

연구

김동호, 

장원일*, 

강윤경

776-783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9 제46권 제6호 D 연구논문

LNG 저장공동 주변의 ice ring 

형성 모사를 위한 열-수리-역학 

연계의 수치해석적 연구

박의섭, 

정소걸, 

정용복*, 

김택곤

784-795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0 제47권 제1호 D 연구논문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국내 암반

사면의 안정성 예측 연구

변이석, 

문현구*
31-44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0 제47권 제1호 D 연구논문

Flow Structure for a Circular 

Cylinder with Exterior Surface 

Dimples

Jong 
myung 
Park,
Chi-Ho 
Yoon*

45-50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0 제47권 제1호 D 연구논문
수치해석을 이용한 지하굴착에 

의한 암반의 응력경로에 관한 연구

서용범, 

문현구*
61-69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0 제47권 제1호 D 연구논문
고압 워터젯에 의한 콘크리트의 

표면처리에 관한 실험연구

김정규, 

송재준*, 

여창현, 

권영철

81-90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0 제47권 제2호 D 연구논문
터널 환기시스템의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사갱 환기효과 현장 연구

윤수정, 

이창우*
177-182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0 제47권 제3호 D 연구논문
지반침하영향인자 분석을 통한 광산

지역 지반침하 위험도 평가법 개발

정용복, 

김태혁*, 

송원경, 

최광수, 

권현호

32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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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0 제47권 제4호 D 연구논문

Flow Analysis by CFD Model of 

Lifting System for shallow Sea 

Test

윤치호, 

박종명*, 

강중석, 

김영주, 

박용찬, 

권석기

480-486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0 제47권 제4호 D 기술보고
한국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근해역 통합채광 시험

윤치호*,

박종명,

강중석,

김영주, 

박용찬, 

박삼규, 

김창렬, 

강상수, 

김상배, 

김완태, 

권석기, 

안병식

557-565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0 제47권 제5호 D 연구논문

인공신경망 “ArtSlope1”의 검증 및 

국내 암반사면 안정대책 결정시 

활용방안 연구

변이석, 

문현구*
743-755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0 제47권 제6호 D 연구논문
수치해석 및 현장실험을 통한 광산 

숏크리트의 적용성에 관한 연구

마상준, 

김동민*, 

강은구, 

윤경구

889-901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0 제47권 제6호 D 연구논문

석회석 광산막장에서 풍관의 최적 

직경과 배치 선정을 위한 전산 유동

해석

이동길* 938-947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1 제48권 제1호 D 연구논문

3차원 지하공동 굴착 및 지보의 진

행에 따른 암반의 응력경로에 관한 

연구

임성범, 

문현구*
67-78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1 제48권 제2호 D 총설
영주댐 수몰지구 중앙선 철도이설 

건설공사

백승훈*, 

김종우, 

한병현, 

장석부, 

신강호, 

김응태

226-232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1 제48권 제3호 D 연구논문
재개발을 위한 기존 광산 안정 

해석과 무지보 채광규격 제안

정용복, 

선우춘, 

박   찬, 

이병주, 

천대성*, 

이동길, 

조영도

268-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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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1 제48권 제3호 D 연구논문
채굴적 상부 지표침하 특성에 관한 

모형실험 연구 

김종우, 

안영균, 

송원경*

282-293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1 제48권 제3호 D 연구논문
수직구 막장면 변위거동 예측에 

관한 수치해석적 연구 

박상찬, 

문현구*
323-334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1 제48권 제3호 D 기술보고
심해저 광물자원 양광시스템의 

모니터링 방안 

윤치호, 

조철현, 

박종명*, 

박삼규, 

강중석, 

이광배

35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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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학회지 1964 제1권 제1호 M 논문 ZIRCON의 계면현상 및 부선특성
최형섭, 

황기엽
9-12

광산학회지 1964 제1권 제1호 M 보고

포수제로서 오레인산 조달을 쓰는 

경우에 있어서의 형석과 방해석에 

의한 석영의 활성화작용에 대한 

연구 

신방섭 30-37

광산학회지 1965 제2권 제2호 M 논문

남정석과 홍주석의 계면현상과 

부유특성-Alumino 규산염광물의 

결정구조가 계면현상에 미치는 

영향 (제1보)

최형섭, 

오재현
78-84

광산학회지 1965 제2권 제2호 M 보고
영월저질탄의 공기분급선탄에 

관한 연구 

송태윤,

안재휴, 

강형진

104-109

광산학회지 1965 제2권 제2호 M 보고
볼음도 함티탄자철광의 현미경에 

의한 광물학적 조사 및 선광시험 

최형섭, 

황기엽
117-121

광산학회지 1966 제3권 제3호 M 현황 울진광산의 선광현황 김재섭 163-168

광산학회지 1967 제4권 제1호 M 논문

석탄폐석의 이용에 관한 연구

-내화재의 회수 및 경량골재의 

제조에 관한 기초적 연구 제1보 

송태윤, 

안재휴,

강형진

21-28

광산학회지 1967 제4권 제2호 M 보고

무연탄을 주원료로 한 제철용 

코오크스의 제조방법에 관한 연구 

(제1보) 

송태윤, 

안재휴, 

김주환

94-101

광산학회지 1967 제4권 제2호 M 보고
SO2를 사용한 수복광산산 

동·아연광의 부선시험 
유택수 136-140

광산학회지 1967 제4권 제3호 M 보고 철광의 Pelletizing 및 해면철 연구 손병찬 191-196

광산학회지 1968 제5권 제1호 M 논문 장석의 계면현상과 부선 특성

이동휘, 

조동성, 

오재현

13-18

광산학회지 1968 제5권 제1호 M 보고

무연탄을 주원료로 한 제철용 

코오크스의 제조방법에 관한 연구 

(제2보) 

송태윤, 

안재휴, 

김주환

34-38

광산학회지 1969 제6권 제1호 M 논문
거도광산의 산화동광 처리에 

관한 연구 

박찬훈, 

손병찬
5-15

광산학회지 1969 제6권 제2호 M 보문 장성미분탄의 탈수 송재규 62-74

광산학회지 1969 제6권 제2호 M 보문 고령토의 정제에 관하여 
유택수, 

오재현
75-81

Mineral Process, 자원활용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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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학회지 1969 제6권 제3호 M 보문 비유화광물의 부유선광에 관하여 

이동휘, 

한정인, 

조동성, 

오재현

123-130

광산학회지 1969 제6권 제3호 M 특별기고
두 방사성물질 137Cs와 241Am을 

사용한 석탄내 회분함량측정 

Hiromu 

Fushimi

(伏見弘) 

141-148

광산학회지 1969 제6권 제4호 M 보문 철광 pellet의 환원로에 관하여 
손병찬, 

박찬훈
173-177

광산학회지 1970 제7권 제1호 M 보문
흥신광산산 동, 창연광의 부유선광

에 관하여

신방섭, 

오재현, 

이동휘, 

한정인

39-43

광산학회지 1970 제7권 제2호 M 보문 명반석의 부선특성 
조동성, 

오재현
55-59

광산학회지 1970 제7권 제2호 M 보문 중정석의 계면전기현상에 관하여 김주영 60-69

광산학회지 1970 제7권 제4호 M 보문 인회석 및 능만암광의 부선특성 

황기엽, 

김주영, 

한정인

139-143

광산학회지 1970 제7권 제4호 M 해설
우리나라 코크스 산업의 전망과 

문제점 

송태윤, 

안재휴
150-160

광산학회지 1971 제8권 제1호 M 보문
무연탄성형 코크스의 

열간마모강도에 관하여 

송태윤, 

안재휴, 

박광원

20-26

광산학회지 1971 제8권 제2호 M 보문
저품위산화동광으로부터 동회수에 

관한 연구 

손병찬, 

박찬훈
77-82

광산학회지 1971 제8권 제3호 M 특별기고 Bacteria leaching법에 관하여 

Ichiro Ito

(伊藤一郞), 

전용원 역

120-135

광산학회지 1971 제8권 제4호 M 보문

무연탄의 성형능에 관하여 

(구멍탄 성형시 탄중 광물질의 

영향을 중심으로) 

송태윤, 

안재휴, 

백수흥

171-178

광산학회지 1971 제8권 제4호 M 보문
동 부선시의 산소조건부여에 

관한 연구 
손병찬 179-184

광산학회지 1972 제9권 제2호 M 보문
화강암으로부터 석영 및 장석의 

회수에 관한 연구 

오재현, 

곽창섭, 

유택수

46-52

광산학회지 1972 제9권 제3호 M 보문 휘창연광의 부유특성에 관한 연구 신방섭 129-140



 715

한국자원공학회

50th Anniversary
1962~2012

학회지 연도 권호 Code 구분 제 목 저 자 Page

광산학회지 1972 제9권 제4호 M 보문
칼슘광물들의 부유특성에 관한 

연구 
이강문 143-154

광산학회지 1972 제9권 제4호 M 보문
홍천지구 철광석 자선광미로부터 

인회석의 부선 

황기엽, 

김주영
155-163

광산학회지 1973 제10권 제1호 M 보문
석감부선에 있어서 금속이온의 

영향에 관하여 

곽창섭, 

조동성
36-41

광산학회지 1973 제10권 제2호 M 보문
함안지구 코발트광의 광물학적 

조사 및 부선방법에 관한 연구 

황기엽, 

이동휘
83-90

광산학회지 1973 제10권 제2호 M 보문 화강암의 선광에 관한 연구 
이옥규, 

신방섭
91-102

광산학회지 1973 제10권 제3호 M 보문
흥신광산 유화광의 광물학적 조사 

및 선광시험에 대하여 
신방섭 121-130

광산학회지 1973 제10권 제3호 M 보문

저품위 형석광의 부선에 관한 

연구-강원도 춘천·화천지구의 

형석광석에 대한 광물학적 조사 및 

부선 시험 (제1보)

황기엽, 

전용원, 

이동휘

131-137

광산학회지 1973 제10권 제3호 M 보문
고령토로부터 산침출에 의한 

알루미나의 추출에 관하여 

오재현, 

이원해, 

백운형

138-144

광산학회지 1973 제10권 제4호 M 보문

저품위 형석광의 부선에 관한 연구 

(제2보)-충청북도 제천·단양 및 

충천지구의 형석광석에 대한 광물

학적 조사 및 부선시험 

황기엽, 

전용원, 

이동휘

297-306

광산학회지 1974 제11권제1호 M 보문 풍화화강암의 선광에 관한 연구 
권숙문, 

신방섭
61-69

광산학회지 1974 제11권 제2호 M 보문
남정석의 Zeta 전위에 있어서 금속

이온의 영향 
조동성 92-96

광산학회지 1974 제11권 제2호 M 보문
무연탄의 H/C 비율과 전기적 계면

현상에 관한 연구 
황기엽 97-104

광산학회지 1974 제11권 제3호 M 보문 미분탄의 탈수에 관한 연구 
황기엽, 

이동휘
167-177

광산학회지 1974 제11권 제4호 M 보문
석영과 장석의 부유특성에 관한 

연구 

신방섭, 

오준성
204-210

광산학회지 1974 제11권 제4호 M 자료
문경광업소 운선탄시설 개편의 

개요 
이기정 214-216

광산학회지 1975 제12권 제1호 M 보문
석영과 장석의 비누부선에 있어서 

금속이온의 영향 

박광원, 

이원해, 

오재현

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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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학회지 1975 제12권 제1호 M 보문
염화제2철용액에 의한 안티몬광의 

침출 

김수식, 

김종일
35-39

광산학회지 1975 제12권 제2호 M 보문 은유화정광의 청화에 관한 연구 
이재장, 

손병찬
58-64

광산학회지 1975 제12권 제2호 M 보문
금장광산산 황화동연 및 아연광의 

부선에 관한 연구 

오재현, 

유택수
65-72

광산학회지 1975 제12권 제2호 M 보문

함탄층내의 Chiastolite Bearing 

Shale의 개발 이용에 관한 연구-

부선에 의한 혈암과 공정석의 분리

에 관하여

곽창섭, 

심원석, 

이희수, 

오재현

73-78

광산학회지 1975 제12권 제2호 M 보문

소결한 Fe2O3-SiO2 계 및 Fe2O3-

SiO2-CaO 계 광립의 직접 환원에 

관한 연구 

양훈영, 

김부천, 

이승원

79-90

광산학회지 1975 제12권 제3호 M 보문
Ca 및 Mg 탄산염광물의 부선에 

관한 연구 

오종기, 

김연식, 

홍준기

139-146

광산학회지 1975 제12권 제3호 M 보문 동의 암모니아 침출에 관하여 

원덕환, 

원창환, 

오재현 

147-154

광산학회지 1975 제12권 제4호 M 보문 창연의 아말감 전해 정제
이원해, 

유용주
166-171

광산학회지 1975 제12권 제4호 M 보문 아연 배소광 용출에 관한 연구 

박윤우, 

이문희, 

현태백, 

박원재, 

조만형

172-180

광산학회지 1975 제12권 제4호 M 해설
동, 연 및 아연유화광의 부선에 

관하여 
오재현 181-184

광산학회지 1976 제13권 제1호 M 보문
산화된 황동광 방연광의 부선분리

에 관한 연구 
손병찬 54-58

광산학회지 1976 제13권 제1호 M 보문 폐수중의 크롬이온 처리에 관하여 옥광호 59-61

광산학회지 1976 제13권 제2호 M 보문
영양광산 저품위 동광석의 습식

제련에 관한 연구 

이양춘, 

정원배, 

조민제

97-101

광산학회지 1976 제13권 제3호 M 보문
상동광산 회중석광의 고압분해에 

의한 텅스텐의 추출 
정원배 136-140

광산학회지 1976 제13권 제3호 M 보문
부선법에 의한 폐수중의 동이온 

제거에 관하여 

원창환, 

이효숙, 

오재현

14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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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학회지 1976 제13권 제4호 M 특별강연
The Mechanism of CaO 

Dissolution into Slag Melts

F.Noguchi, 

Y. Ueda, 

T.Yanagase

206-209

광산학회지 1976 제13권 제4호 M 보문

사문암을 모암으로 하는 저품위 

활석광의 선광에 관한 연구 (제1보)-

광물학적 성질 및 선광 시험 

김연식 237-245

광산학회지 1976 제13권 제4호 M 보문
Versatic acid-10에 의한 Cu, Zn, 

Cd 및 Ni의 용매추출에 관한 연구 

이동휘, 

김수식
246-251

광산학회지 1977 제14권 제1호 M 보문
황동광-방연광 분리부선에 있어 

Portland Cement 의 영향 

고인용, 

유택수, 

오재현

46-52

광산학회지 1977 제14권 제1호 M 보문
Amberlite LA-1에 의한 우라늄의 

용매추출에 관한 연구 
김수식 53-57

광산학회지 1977 제14권 제2호 M 보문
광물과 부선제와의 반응기구에 

관한 고찰 

Shigeru 

Mukai

(向井滋)

97-105

광산학회지 1977 제14권 제2호 M 보문

Versatic acid-10에 의한 철 (Ⅲ) 

및 알루미늄 (Ⅲ)의 용매추출에 

관한 연구 

이동휘, 

김수식
106-110

광산학회지 1977 제14권 제2호 M 보문 조창연중의 연의 제거 (1) 
이용득, 

이원해
111-116

광산학회지 1977 제14권 제2호 M 보문

사문암을 모암으로 하는 저품위 활

석광의 선광에 관한 연구 (제2보)-

연속부선 및 경제성 검토

김연식, 

박문경
117-122

광산학회지 1977 제14권 제2호 M 보문
부선에 의한 자연동의 회수에 

관하여 

오재현, 

유택수, 

조동성

123-129

광산학회지 1977 제14권 제3호 M 보문

아연배소광 가압용출에 있어서 

아연용출과 탈철효과에 미치는 

Jarosite 형성제 촉매역할에 대한 

연구 

이진숙, 

박윤우, 

조만형

188-196

광산학회지 1977 제14권 제3호 M 보문
청화폐액중 시안의 회수에 관한 

연구 

손병찬, 

이재장
197-202

광산학회지 1977 제14권 제3호 M 보문

Versatic Acid-10 에 의한 Cu(Ⅱ) 

및 Al(Ⅲ) 의 용매추출에 있어서 

황산이온의 영향 

이동휘, 

김수식
20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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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학회지 1977 제14권 제3호 M 보문
Portland Cement에 의한 동-

연종합 정광의 분리부선에 관하여 

오재현, 

유택수, 

민재호, 

임명열, 

민병현

207-211

광산학회지 1977 제14권 제4호 M 보문

규공작석(珪孔雀石)에 대한 

잔세이트 (Xanthate) 및 

유기분석시약의 공동흡착에 관하여 

Shigeru 

Mukai

(向井滋), 

Takahide 

Wakamatsu

(若松貴英), 

박찬훈

335-342

광산학회지 1978 제15권 제1호 M 보문

저질무연탄의 연소에 관한 연구 

(제1보) (저질구멍탄의 착화 및 

연소성) 

안재휴, 

김주환
26-32

광산학회지 1978 제15권 제1호 M 보문 조창연 중의 연의 제거 (2) 

최대규, 

조만형, 

이원해

33-41

광산학회지 1978 제15권 제2호 M 보문
산-석유법에 의한 산화된 유화동, 

연, 아연광의 부선 분리

김치권, 

손병찬
138-143

광산학회지 1978 제15권 제2호 M 보문
부선법에 의한 폐수중의 카드뮴

이온 제거에 관하여 

오재현, 

이효숙, 

유용주, 

조동성

144-148

광산학회지 1978 제15권 제2호 M 보문
습식법에 의한 Zn Dross로부터 

ZnO 제조에 관하여 

오재현, 

박경호, 

유용주

149-156

광산학회지 1978 제15권 제2호 M 보문

우라늄 자원개발 연구 (1)-

안성천에서 산생된 모나자이트광

으로부터 우라늄 분리

김수식, 

차기원, 

이희철

157-160

광산학회지 1978 제15권 제2호 M 보문

우라늄 자원개발 연구 (2)-

Versatic acid-10에 의한 우라늄 

(Ⅵ)의 용매추출에 관한 연구

김수식, 

이동휘
161-166

광산학회지 1978 제15권 제3호 M 보문
무기재료 (원료) 의 확보방안 (2)-

주요 요업원료광물의 부선 특성

박홍봉, 

신방섭, 

곽창섭

217-222

광산학회지 1978 제15권 제3호 M 보문
무연탄의 성형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박원훈, 

홍성안, 

손무룡, 

정명수

22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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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학회지 1978 제15권 제3호 M 보문
Carboxylic acid에 의한 Bi(Ⅲ)의 

용매추출에 관하여 

민경화, 

황용길
231-235

광산학회지 1978 제15권 제3호 M 보문
부유선별에 있어서의 규산나트륨의 

작용에 관하여 
이강문 242-250

광산학회지 1978 제15권 제4호 M 보문
부평 은광산 광미의 침전 특성에 

관하여 
조동성 310-314

광산학회지 1978 제15권 제4호 M 보문 저품위 고령토의 정제에 관한 연구 

황기엽, 

오종기, 

이동휘

315-326

광산학회지 1978 제15권 제4호 M 보문
무연연탄에 의한 철광석 광구의 

환원에 관한 연구 

양훈영, 

김영우, 

김문철

327-350

광산학회지 1979 제16권 제1호 M 보문
저질탄의 활용을 위한 탄질향상에 

관한 연구 

권숙문, 

박홍봉, 

신방섭, 

김재형, 

윤정한

65-78

광산학회지 1979 제16권 제1호 M 보문
지르콘-모나즈석 반정광의 처리에 

관한 연구 

김석준, 

박용진, 

김연식

79-85

광산학회지 1979 제16권 제1호 M 보문
유화오레인산에 의한 회중석의 

부선 

박도운, 

김재순, 

이영남, 

홍상기, 

권세환

86-90

광산학회지 1979 제16권 제2호 M 보문
아연제련의 최종잔사로부터 

유가금속 회수에 관한 연구 

이원해, 

민재호, 

이재천, 

이상준

152-157

광산학회지 1979 제16권 제3호 M 보문

전로 Slag로부터 동회수에 관하여

(1)-광미중 동품위 저하를 

중심으로-

김건식, 

심성섭, 

최영식

198-204

광산학회지 1979 제16권 제4호 M 보문

우선파쇄에 의한 무연탄의 건식

선탄 (문경탄에 대한 Rotary 

Breaker의 조업시험 결과) 

안재휴, 

권태세, 

이기정, 

김정우

248-254

광산학회지 1979 제16권 제4호 M 보문
회중석부선광미로부터 회중석의 

회수에 관한 연구 

황기엽, 

오종기, 

이동휘

25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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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학회지 1979 제16권 제4호 M 보문
미립상 흑연광 부선에 있어서 조선

정광에 대한 재마광효율에 관하여 

정인복, 

양재열, 

이수영

272-279

광산학회지 1979 제16권 제4호 M 보문
U3O8의 산용출에 미치는 

산화철 (Ⅲ) 의 영향 

김연두, 

조만형
280-284

광산학회지 1979 제16권 제4호 M 해설 황화광물의 부선특성 
최형섭, 

한국남
285-294

광산학회지 1980 제17권 제1호 M 보문
저질무연탄의 연소에 관한 연구 

(제2보) 

안재휴, 

김주환
38-44

광산학회지 1980 제17권 제2호 M 보문
삼척탄전지구 저질탄의 선탄특성에 

관한 연구 

황기엽, 

오종기
97-103

광산학회지 1980 제17권 제2호 M 보문
부선정탄 및 광미의 탈수에 관한 

연구 

황기엽, 

이동휘
104-108

광산학회지 1980 제17권 제3호 M 보문

Monazite 로부터 우라늄의 추출에 

관한 연구(제1보)-저품위 Monazite

의 선택적 분해와 우라늄, 토륨 및 

희토류산화물의 분리공정- 

김연식, 

박연식, 

한관수

148-154

광산학회지 1980 제17권 제3호 M 보문 양극동 정련에 관한 연구 

이상실, 

이정용, 

조만형

155-161

광산학회지 1980 제17권 제3호 M 보문
은청화제련 잔사중에서 은의 

회수에 관하여 

이재천, 

허보영, 

이원해

162-168

광산학회지 1980 제17권 제3호 M 보문
섬아연광의 부선에 관한 기초적 

연구 (제1보) 

곽창섭, 

오재현
169-175

광산학회지 1980 제17권 제3호 M 보문
철망간 중석의 부선에 관한 기초적 

연구 

허윤회, 

이재장, 

손병찬

176-180

광산학회지 1980 제17권 제4호 M 보문

저질탄 활용 및 탄질향상 대책 

(제1보)-선택압쇄에 의한 건식

선탄 방법에 관한 기초연구-

전용원, 

서정희, 

이영배, 

안재휴

208-214

광산학회지 1980 제17권 제4호 M 보문
명반석의 열분해가 침출에 미치는 

영향 

손용운, 

조명승, 

오재현 

215-221

광산학회지 1980 제17권 제4호 M 해설
황산동에 의한 섬아연광의 활성

기구에 관한 고찰 

오재현, 

곽창섭
22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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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학회지 1981 제18권 제1호 M 보문

휘안광의 습식처리에 관하여 

(제1보)-휘안광 침출반응의 

열역학적 고찰-

오재현, 

고인용
27-32

광산학회지 1981 제18권 제1호 M 보문
동광의 세균침출에 관한 연구 

(제1보) 

양재열, 

이수영, 

장광엽

33-39

광산학회지 1981 제18권 제2호 M 보문
Olivine 의 부선성에 미치는 Mg-

ion의 영향 

원창환, 

백영현
74-78

광산학회지 1981 제18권 제2호 M 보문
양극동 정제에 있어서 Ni의 거동에 

관한 연구 
조만형 79-82

광산학회지 1981 제18권 제2호 M 보문
산성용액중에서 텅그스텐 (W)과 

모리브덴늄 (Mo)의 용매추출 
이상래 83-90

광산학회지 1981 제18권 제2호 M 보문

중정석-용액계면에서 

n-Alkylammonium Chloride들의 

흡착에 관하여 

윤평란, 

신방섭, 

이강문

91-97

광산학회지 1981 제18권 제3호 M 보문

휘안광의 습식처리에 관하여 

(제4보)-황화소다 용액에 의한 

휘안광의 침출

오재현, 

고인용
122-125

광산학회지 1981 제18권 제3호 M 해설 분쇄 황기엽 142-149

광산학회지 1981 제18권 제4호 M 보문

섬아연광의 부선에 관한 기초적 

연구 (제2보)-알카리성 영역에서 

섬아연광의 활성작용에 관하여

곽창섭, 

김준수, 

오재현

229-235

광산학회지 1981 제18권 제4호 M 보문

섬아연광의 부선에 관한 기초적 

연구 (제3보)-섬아연광의 억제 및 

탈활성

곽창섭, 

김준수, 

오재현

236-242

광산학회지 1981 제18권 제4호 M 보문

회중석의 동전성질과 

n-Alkylammonium Chloride들의 

흡착에 관하여 

이강문, 

신방섭, 

윤평란

243-250

광산학회지 1981 제18권 제4호 M 보문

하동-단성-산청지구 도색고령토의 

탈철에 관한 연구 (1)-Dithionite 침

출

황기엽, 

오종기
251-259

광산학회지 1981 제18권 제4호 M 보문
Versatic acid-10에 의한 

우라늄의 용매추출 

한정섭, 

김연식
260-267

광산학회지 1982 제19권 제1호 M 보문

섬아연광의 부선에 관한 기초적 

연구 (제4보)-섬아연광의 활성에 

미치는 암모니아수의 영향

곽창섭, 

김준수, 

오재현

34-38

광산학회지 1982 제19권 제1호 M 해설 중석광의 부유선광 이동휘 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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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학회지 1982 제19권 제2호 M 보문

하동-단성-산청지구 

도색고령토의 탈철에 관한 연구 

(2)-Zn plus SO2 침출-

황기엽, 

오종기, 

이동휘

119-124

광산학회지 1982 제19권 제2호 M 보문
함점토 미분탄의 탈수 및 여과에 

관한 기초적 연구 

이희근, 

전용원, 

안재휴, 

김영환

125-133

광산학회지 1982 제19권 제2호 M 보문
Na2CO3 용융욕 정련에 의한 

양극동중의 As 제거에 관한 연구 

이성민, 

김순신, 

정오영, 

최영식, 

이규택, 

조만형

134-137

광산학회지 1982 제19권 제2호 M 보문
양극동 산화정련에 있어서 비소의 

제거에 관한 연구 

김순신, 

이성민, 

정오영, 

김언제, 

이규택, 

조만형

138-143

광산학회지 1982 제19권 제2호 M 보문
국산 천연 Zeolite 광물에 의한 

폐수중의 중금속 제거에 관한 연구 

신방섭, 

정창주, 

최석진, 

오재규, 

최경수

144-152

광산학회지 1982 제19권 제3호 M 보문
토상흑연의 선택응집에 의한 

정제에 관한 연구 

황기엽, 

김유진
178-184

광산학회지 1982 제19권 제3호 M 보문
Cassiterite의 계면현상과 

부선특성

신희덕, 

손병찬
185-190

광산학회지 1982 제19권 제3호 M 보문
염소화에 의한 석제련스러그 중의 

탄타륨 및 니오비움 회수 
이동휘 209-214

광산학회지 1982 제19권 제3호 M 해설 입도측정 황기엽 215-226

광산학회지 1982
제19권 

특집 제1호
M 기술해설 부평산 은정광 청화제련 고찰 김형태 57-62

광산학회지 1982
제19권 

특집 제1호
M 기술해설 부평광산 선광폐재 갱내충전 최금성 63-69

광산학회지 1982
제19권 

특집 제1호
M 기술해설 석회석과 그 생산 공정 정훈공 70-71

광산학회지 1982
제19권 

특집 제1호
M 기술해설 유리에서의 장석의 역할 송병호 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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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학회지 1982
제19권 

특집 제1호
M 기술해설 활석과 제지공업 윤호섭 75-83

광산학회지 1982
제19권 

특집 제1호
M 기술해설

Sericite 질 납석을 위생도기의 주

연료로 사용하는 필요성과 그 효과 
양종수 84-89

광산학회지 1982 제19권 제4호 M 보문
동 침출용액으로부터 철의 분리에 

관한 연구 
손헌준 296-299

광산학회지 1982 제19권 제4호 M 보문 아연제련잔사로부터 In 의 회수 
이원해, 

김행구
300-305

광산학회지 1982 제19권 제4호 M 보문
장성 무연탄의 선탄특성에 관한 

연구 

황기엽, 

오종기, 

이동휘

313-319

광산학회지 1982 제19권 제4호 M 보문

국내산 천연 Zeolite 광물의 활성화

와 폐수중의 중금속 제거에 관한 

연구 

김진만, 

최경수, 

권숙문, 

신방섭

306-312

광산학회지 1983 제20권 제1호 M 보문
휘수연광의 전기산화 침출에 관한 

연구 

이화영, 

오종기, 

이동휘

32-37

광산학회지 1983 제20권 제1호 M 보문
용융동피에서의 유황의 증기압

측정에 관한 연구 

박종민, 

조만형
38-43

광산학회지 1983 제20권 제1호 M 해설 분급 황기엽 44-54

광산학회지 1983 제20권 제2호 M 보문
칼슘광물에 대한 규산나트륨의 

흡착량 측정을 위한 비색정량법 

최경수, 

윤정한, 

권숙문, 

신방섭

132-137

광산학회지 1983 제20권 제2호 M 보문
알카리 고압 침출에 의한 토상흑연 

정제에 관한 연구 

황기엽, 

이원해, 

정문영

138-144

광산학회지 1983 제20권 제3호 M 보문 석탄수요의 대체한계분석 

박연홍, 

민철구, 

이희근

161-167

광산학회지 1983 제20권 제3호 M 보문

Lignite 이수의 물성에 관한 연구 

-경북 강원산 Bentonite를 

중심으로

박진한, 

우재억, 

강대우, 

주석복

168-174

광산학회지 1983 제20권 제3호 M 보문
황산용액에서 철산아연의 용해속도 

해석에 관한 연구 

김찬욱, 

이규택, 

조만형

17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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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학회지 1983 제20권 제3호 M 보문
토상흑연의 구상응집현상에 관한 

연구 

김유진, 

황기엽
181-187

광산학회지 1983
제20권 

특집 제2호
M 기술해설 한국의 석회석자원과 활용 김태수 44-52

광산학회지 1983
제20권 

특집 제2호
M 기술해설 황화광석부선의 조건제에 대하여 민재호 53-54

광산학회지 1983
제20권 

특집 제2호
M 기술해설

회중석부선에 있어서 하이드로졸의 

역할 
이동휘 55-60

광산학회지 1983 제20권 제4호 M 보문
Versatic Acid-LIX 64N 혼합

용매에 의한 철, 동, 니켈의 추출분리

서용휘, 

김연식
209-213

광산학회지 1983 제20권 제4호 M 보문
함니켈 철라테라이트로부터 니켈의 

회수 

오종기, 

김홍래, 

이광조, 

이동휘

233-238

광산학회지 1983 제20권 제4호 M 보문
용융동피에서의 유화비소의 증기압 

측정에 관한 연구 

김용현, 

조만형
240-244

광산학회지 1983 제20권 제4호 M 보문
단주에서의 광물의 용출실험에 

대한 모형화 연구 
손헌준 245-249

광산학회지 1983 제20권 제4호 M 보문
염산용액중에서 주석에 의한 

안티몬의 Cementation 에 관하여 

송효석, 

고인용, 

김준수, 

오재현

250-255

광산학회지 1983 제20권 제4호 M 해설 금은광의 침출 및 침전기술 이동휘 266-271

광산학회지 1984 제21권 제1호 M 보문
동이온이 석영의 Zeta-전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곽용완, 

황기엽
44-48

광산학회지 1984 제21권 제2호 M 보문
고분자 응집제에 의한 석탄의 응집

현상 

원창환, 

이승원
106-111

광산학회지 1984 제21권 제2호 M 보문
한국산 석탄류의 가스 흡착-탈착특

성에 관한 연구 (1) 

오재규, 

윤정한, 

권숙문, 

신방섭, 

한능원

112-120

광산학회지 1984 제21권 제2호 M 보문 황산용액에서 황동광의 전해환원 

김해수, 

손헌준, 

강   탁

121-125

광산학회지 1984 제21권 제2호 M 보문
국내 황동광의 습식제련 특성에 

관한 연구 

이재호, 

강   탁, 

손헌준

12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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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학회지 1984 제21권 제3호 M 보문
입자의 자유낙하속도를 계산하는 

새로운 방법 
한국남 237-240

광산학회지 1984 제21권 제3호 M 보문
아연분말에 의한 동의 침전에 

관하여 

이정원, 

고인용, 

오재현

241-246

광산학회지 1984 제21권 제3호 M 보문
휘안광의 알카리 침출용액으로부터 

안티몬의 전해채취 

권병대, 

김준수, 

고인용, 

이원해, 

오재현

247-254

광산학회지 1984 제21권 제3호 M 보문
휘수연광의 전기산화 침출귀액으로

부터 몰리브덴의 용매추출 

이화영, 

오종기, 

이동휘

255-260

광산학회지 1984
제21권 

특집 제3호
M 기술해설

Surface dredge에 의한 사금의 

비중선별에 관하여 
이수영 23-28

광산학회지 1984
제21권 

특집 제3호
M 기술해설 봉명탄광의 중액선탄시설현황 정병일 29-36

광산학회지 1984
제21권 

특집 제3호
M 기술해설

요업원료광물의 현황과 전망 

(도자기제조업을 중심으로) 
정연익 37-45

광산학회지 1984 제21권 제4호 M 보문
회중석의 전기계면현상 및 응집에 

관한 연구 

황기엽, 

박현태
340-346

광산학회지 1985 제22권 제1호 M 보문 회중석 미립자의 구심선별
배광현, 

손병찬
48-53

광산학회지 1985 제22권 제1호 M 보문
다가 이온이 Marmatite 의 Zeta-

전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하호용, 

황기엽
54-60

광산학회지 1985 제22권 제1호 M 보문 미립 Hematite의 액체-액체 추출 
이재천, 

이원해
61-69

광산학회지 1985 제22권 제1호 M 보문
국내 황동광으로부터 Cu2O의 

제조 

민병국, 

손헌준
70-74

광산학회지 1985 제22권 제1호 M 보문
유동층배소로에서 원료아연정광중 

Cu, Pb가 유동화에 미치는 영향

정우창, 

김영명
75-79

광산학회지 1985 제22권 제2호 M 보문
심해저 망간 단괴로부터 유가금속

의 추출에 관한 연구 

김연식, 

유지범
133-139

광산학회지 1985 제22권 제2호 M 보문
극미립자 회중석과 방해석의 

전해질응집거동에 관한 연구 

신방섭, 

한오형, 

최경수

14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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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학회지 1985 제22권 제2호 M 보문

미립 Hematite 의 액체-액체 

추출 (2) (SDS 가 추출에 미치는 

영향) 

이재천, 

이원해
147-153

광산학회지 1985 제22권 제3호 M 보문
산성치오요소법에 의한 금침출에 

관한 연구 

원창환, 

조통래
215-220

광산학회지 1985 제22권 제3호 M 보문 미립석영의 액체-액체 추출 
이재천, 

이원해
221-227

광산학회지 1985 제22권 제3호 M 보문
오레인산에 의한 CHRYSOCOLLA

의 부선특성 

오재현, 

M. C. 

Fuerstenau

228-233

광산학회지 1985 제22권 제3호 M 보문

탄질향상과 활용에 관한 연구 (1) 

(석탄부선에 있어 입도가 미치는 

영향) 

이재장 234-239

광산학회지 1985 제22권 제4호 M 보문
아연제련잔사로부터 아연과 카드뮴

의 회수 

이원해, 

김승학
291-296

광산학회지 1985 제22권 제4호 M 보문
황산용액에서 철산아연의 용해속도 

해석과 응용에 관한 연구 

이상실, 

조만형
297-300

광산학회지 1985 제22권 제5호 M 보문

Sodium Oleate 가 용액의 표면

장력과 회중석, 형석 및 방해석의 

접촉각에 미치는 영향

윤평란, 

신방섭
370-380

광산학회지 1986 제23권 제1호 M 보문
양극동의 전해정련에서 As와 Sb의 

거동에 관한 연구 

배찬형, 

조만형
16-19

광산학회지 1986 제23권 제2호 M 보문
철망간중석의 계면전기현상과 부유

특성 

우재천, 

황기엽
98-106

광산학회지 1986 제23권 제2호 M 보문
수산에 의한 회중석의 반응성 

(반응기구 및 화학방정식) 

김연식, 

우상모
107-113

광산학회지 1986 제23권 제3호 M 보문

LIX64N, LIX65N, D2EHPA와 

Versatic Acid-10에 의한 

암모늄 및 약산성 용액으로부터의 

니켈의 용매추출 

이화영, 

오종기, 

이동휘

192-197

광산학회지 1986 제23권 제3호 M 보문 은 침출에 관한 연구 

장광택, 

이홍진, 

조동성

198-204

광산학회지 1986 제23권 제3호 M 보문

자황철광의 이용에 관한 연구 

(제1보)-연화광산산 자황철광의 광

물학적 특성과 자선에 관하여 

오재현, 

이정원, 

김선복

205-210

광산학회지 1986 제23권 제4호 M 보문

방진마스크 여포의 세공구조 및 

누적석탄분진의 입도분포에 관한 

연구 

목호상, 

권숙문
25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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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학회지 1986 제23권 제4호 M 보문
인산 모노에스테르에 의한 토륨의 

용매 추출 

김수식, 

곽문수
285-293

광산학회지 1986 제23권 제4호 M 보문
칼슘광물들에 대한 규산나트륨의 

흡착 

신방섭, 

최경수
294-300

광산학회지 1986 제23권 제6호 M 보문

Pre-equilibration이 방연광의 

Zeta-전위와 부유도에 미치는 

영향 

이민용, 

황기엽
403-410

광산학회지 1986 제23권 제6호 M 보문
은분말의 계면전기 현상에 관한 

연구 

이원해, 

이정대
411-417

광산학회지 1986 제23권 제6호 M 보문
극미립 회중석과 방해석의 전단

응집거동에 관한 연구 

신방섭, 

최경수
418-426

광산학회지 1987 제24권 제1호 M 보문

자황철광의 이용에 관한 연구

(제2보) -자황철광의 부선특성에 

관하여- 

오재현, 

권현준, 

강남기, 

고인용

40-45

광산학회지 1987 제24권 제1호 M 보문
EDTA에 의한 회중석의 침출 

속도에 관한 연구 

김창희, 

민경화, 

이원해

46-51

광산학회지 1987 제24권 제1호 M 보문 탄질슬러지의 처리에 관한 연구 이재장 52-59

광산학회지 1987 제24권 제2호 M 보문
치오요소 침출용액으로부터 아연에 

의한 은이온의 침전 

원창환, 

원덕환
115-121

광산학회지 1987 제24권 제2호 M 보문
황산용액에서 철산아연의 용해속도

에 관한 연구 

김홍기, 

이상실, 

조만형

122-128

광산학회지 1987 제24권 제2호 M 보문

자황철광의 이용에 관한 연구 

(제3보)-자황철광의 산침출에 

관하여-

오재현, 

김주호, 

강남기, 

박광원

129-134

광산학회지 1987 제24권 제2호 M 보문

자황철광의 이용에 관한 연구 

(제4보)-자황철광의 침출액으로부

터 α-Fe2O3 의 합성-

오재현, 

김주호, 

강남기, 

김준수

135-144

광산학회지 1987 제24권 제2호 M 해설 동원탄좌 중액선탄에 관한 고찰 
성낙진, 

김재원
145-156

광산학회지 1987 제24권 제3호 M 보문 입도에 따른 석탄의 부선특성 연구 한춘 195-201

광산학회지 1987 제24권 제3호 M 보문
제올라이트 광물에 의한 폐수중의 

암모니아 제거에 관한 연구 

신방섭, 

최경수, 

김재욱

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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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학회지 1987 제24권 제3호 M 보문

자황철광의 이용에 관한 연구 

(제6보)-유동배소로에 의한 자황철

광의 산화배소에 관하여

오재현, 

김완제, 

고인용, 

정원용

210-217

광산학회지 1987 제24권 제3호 M 보문
부평산 은광의 부선실수율 향상을 

위한 광물처리 시험연구 

신방섭, 

이창신, 

한오형, 

최경수

218-226

광산학회지 1987 제24권 제3호 M 보문

저품위 인도네시아 라테라이트로 

부터 전기화학침출에 의한 니켈의 

회수에 관한 연구 

이동휘, 

박광원
227-234

광산학회지 1987 제24권 제4호 M 보문
자황철광에 대한 Xanthate의 흡착

거동에 관한 연구 

신방섭, 

한오형, 

최경수, 

국남표

286-293

광산학회지 1987 제24권 제4호 M 보문
고분자 응집제에 의한 극미립자의 

응집에 관한 연구 

신방섭, 

최경수
294-298

광산학회지 1987 제24권 제5호 M 해설 컬럼 부유선광법 
고창준, 

손헌준
348-353

광산학회지 1987 제24권 제6호 M 보문
환원배소된 저품위 LATERITE 의 

암모니아 침출 

김성규, 

오종기, 

이동휘, 

이응조

384-390

광산학회지 1987 제24권 제6호 M 보문

극미립 회중석, Chlorite 및 

Montmorillonite의 부선분리에 

관하여

신방섭, 

최경수, 

기권수, 

이명수, 

김재욱

391-401

광산학회지 1987 제24권 제6호 M 보문
고구배 자선기를 이용한 고령토 

정제에 관한 연구 

최경수, 

이수영
402-408

광산학회지 1987 제24권 제6호 M 보문
Pre-equilibration이 황철광의 부

유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황기엽, 

이승국, 

정문영

409-417

광산학회지 1988 제25권 제1호 M 보문 석영 미립자의 수중 응집특성 

신강호, 

장광택, 

조동성

63-70

광산학회지 1988 제25권 제1호 M 보문
회중석과 Chlorite 에 대한 올레인

산나트륨의 흡착에 관한 연구 

신방섭, 

이명수
71-78

광산학회지 1988 제25권 제2호 M 보문

극미립 회중석과 Chlorite 및 

Montmorillonite의 선택응집에 

관한 연구 

신방섭, 

한오형, 

김재욱

118-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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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학회지 1988 제25권 제2호 M 보문 황산제이철에 의한 은 침출 

장광택, 

조동성, 

오재현

129-133

광산학회지 1988 제25권 제3호 M 보문
형석의 Zeta-전위와 부유거동에 

관한 연구 

이연재, 

정문영, 

황기엽

175-182

광산학회지 1988 제25권 제3호 M 보문 응집된 규사 현탁액의 침강거동 

박경호, 

P. H. T. 

Uhlherr, 

J. R. G. 

Andrews

183-188

광산학회지 1988 제25권 제3호 M 보문 장석 미립자의 수중 응집특성 

최준, 

신강호, 

장광택, 

조동성

189-195

광산학회지 1988 제25권 제3호 M 보문
안양 장석으로부터의 제올라이트 

합성에 관한 연구 

김면섭, 

전광수, 

이재근

196-203

광산학회지 1988 제25권 제4호 M 보문
금속 및 시안산 함유 폐액의 가압처

리에 관한 기초 연구 

김윤배, 

조만형
254-258

광산학회지 1988 제25권 제4호 M 보문 고농도 응집 현탁액의 침강거동 

박경호, 

P. H. T. 

Uhlherr, 

J. R. G. 

Andrews 

259-266

광산학회지 1988 제25권 제5호 M 보문

Ferrite 법에 의한 중금속함유 폐수

처리에 관한 기초적 연구 (제1보)-

Fe(OH)2의 산화에 의한 Fe3O4 

생성에 관하여 

신희덕, 

조동성, 

오재현

340-347

광산학회지 1988 제25권 제5호 M 보문

Ferrite 법에 의한 중금속함유 폐수

처리에 관한 기초적 연구 (제2보)-

Cu-Ferrite의 생성 및 자기적 

성질 

신희덕, 

조동성, 

오재현

348-353

광산학회지 1988 제25권 제6호 M 보문
기포제의 포말도와 석탄의 부유

거동에 관한 연구 (1) 

정문영, 

황기엽
415-423

광산학회지 1988 제25권 제6호 M 보문
텅스텐산화물 (WO3)의 수소환원에 

관한 연구 

장대규, 

이혁희, 

원창환

424-429

광산학회지 1989 제26권 제1호 M 보문 연속계 농축조 거동에 관한 모사 박경호 39-44

광산학회지 1989 제26권 제1호 M 보문 미립 Chlorite의 응집과 분산 
최경수, 

이수영
45-50



730  · · The Korean Society of Mineral and Energy Resources Engineers 50th Anniversary

학회지 연도 권호 Code 구분 제 목 저 자 Page

광산학회지 1989 제26권 제1호 M 보문
Zeolite Y와 Zeolite Pc합성에 

관한 연구 

이재근, 

김면섭
51-58

광산학회지 1989 제26권 제2호 M 보문
기상수소환원에 의한 텅스텐 

초미립자의 제조 

장대규, 

이혁희, 

원창환

137-143

광산학회지 1989 제26권 제2호 M 보문
치오요소에 의한 금의 침출에 관한 

연구 

김성규, 

이화영, 

오종기, 

이동휘

144-152

광산학회지 1989 제26권 제3호 M 보문
Column 부선에 의한 저품위 

동광석의 선별 

강헌찬, 

B. A. Wills
210-219

광산학회지 1989 제26권 제3호 M 보문

자황철광의 이용에 관한 연구 

(제7보)-연속식 유동층에 의한 

자황철광의 산화배소에 관하여

오재현, 

김만, 

강남기, 

박경호

220-228

광산학회지 1989 제26권 제3호 M 보문

자황철광의 이용에 관한 연구

(제8보)-산화철의 환원 Kinetics에 

관하여

오재현, 

문석민, 

강남기, 

박경호

229-239

자원공학회지 1989 제26권 제4호 M 보문
알코올수용액의 표면장력이 석탄 

입자의 표면성질에 미치는 영향 

이선우, 

황기엽
294-302

자원공학회지 1989 제26권 제5호 M 보문

자황철광의 이용에 관한 연구 

(제9보)-산화철의 염화배소에 

관하여

오재현, 

김정훈, 

강남기, 

고인용, 

박경호

397-405

자원공학회지 1989 제26권 제6호 M 보문

자황철광의 이용에 관한 연구 

(제10보)-기상환원법에 의한 

철초미립자의 합성에 관한 연구 

고인용, 

공성기, 

오재현

439-447

자원공학회지 1989 제26권 제6호 M 보문

암모늄 파라텅스테이트로 부터 

우라늄과 토륨을 제거한 텅스텐의 

제조에 관한 연구 

유효신, 

김준수, 

이강인, 

이재천, 

김성돈

448-454

자원공학회지 1990 제27권 제1호 M 보문 미립무연탄의 응집에 관한 연구 

이재장, 

전호석, 

손병찬

1-8

자원공학회지 1990 제27권 제1호 M 보문

선광에 의한 납석의 부가가치 향상

에 관한 연구-납석과 석영의 분리

에 관하여

신방섭, 

국남표, 

최진미

20-30

자원공학회지 1990 제27권 제1호 M 보문
석탄의 전기계면현상에 관한 연구 

(1)-산화와 맥석광물의 영향

정문영, 

황기엽
43-53

자원공학회지 1990 제27권 제2호 M 보문

제련 중간산물로 부터 유가금속 

회수에 관한 연구 (제1보)-Fe, Co, 

Ni과 Sb 2원합금 융체의 열역학적 

성질

김종일, 

민경화
10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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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공학회지 1990 제27권 제3호 M 보문
제올라이트 ZSM-5의 합성과 

그의 특성에 관한 연구 

오세천, 

이동훈, 

김면섭

167-173

자원공학회지 1990 제27권 제3호 M 보문 장석의 부유선별에 관한 연구 

신방섭, 

김남인, 

최경수, 

이수영, 

오재현

174-183

자원공학회지 1990 제27권 제3호 M 보문

도석의 고품위화 정제기술에 관한 

연구-고구배 자선에 의한 정제에 

관하여

신방섭, 

국남표, 

최진미, 

정문기, 

김윤주

184-192

자원공학회지 1990 제27권 제4호 M 보문
도시폐기물로부터 선택적 파쇄에 

의한 종이와 합성수지의 분리 

오준성, 

신방섭
283-289

자원공학회지 1990 제27권 제4호 M 해설
페라이트법에 의한 폐수중의 

중금속 처리 

오재현, 

박경호, 

신희덕

298-304

자원공학회지 1990 제27권 제5호 M 보문 새로운 장석 정제방법 

최경수, 

이수영, 

신방섭

324-331

자원공학회지 1990 제27권 제5호 M 보문
기상 반응법에 의한 텅스텐 

카바이드 초미립자의 제조 

장대규, 

원창환, 

천병선

332-340

자원공학회지 1990 제27권 제5호 M 보문

거룡광산산 도석의 광물학적 연구-

도석의 고품위화 정제기술에 

관한 연구 제2보

윤정한, 

신방섭, 

국남표, 

최진미

341-346

자원공학회지 1990 제27권 제5호 M 해설 경사면에서 유체의 유동특성 측정 박경호 354-358

자원공학회지 1990 제27권 제6호 M 보문
타고나이트 제단을 위한 전분의 

점결성에 관한 연구 

도현승, 

Iwao 

Iwasaki

(岩崎巖)

412-418

자원공학회지 1990 제27권 제6호 M 보문
염화나트륨을 사용한 황철광의 

염화배소에 관하여 

이시형, 

강남기, 

오재현

419-423

자원공학회지 1990 제27권 제6호 M 해설

전기감지식 건식선탄기 (Electric 

Dynamic Coal Separator) 

개발에 대하여 

정병일 430-440

자원공학회지 1990 제27권 제6호 M 보문
기상화학반응법에 의한 Co 

초미립자의 제조 

원창환, 

천병선
42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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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공학회지 1991 제28권 제1호 M 보문 염화제2철에 의한 방연광의 침출 

이철경, 

류주복, 

손헌준, 

강   탁 

29-36

자원공학회지 1991 제28권 제1호 M 보문
건식 마광에 의한 활석 미분체 생성

과정에 관한 연구 

황기엽, 

윤덕진, 

이민용

37-45

자원공학회지 1991 제28권 제1호 M 보문
분쇄매체가 활석 분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황기엽, 

이민용
46-53

자원공학회지 1991 제28권 제1호 M 해설 Sol-Gel 법과 그 응용에 관하여 원창환 64-73

자원공학회지 1991 제28권 제2호 M 보문

인상흑연의 품위향상을 위한 

Microbubble Column 부선기술의 

적용 

한오형, 

정재원, 

윤여환

141-147

자원공학회지 1991 제28권 제3호 M 보문 영동산 illite 에 의한 산업폐수 처리 
오재현, 

김미성
168-173

자원공학회지 1991 제28권 제4호 M 보문
금속아연구슬에 의한 황산아연용액

의 연속 탈 니켈에 관한 기초연구 

정택철, 

이선우, 

조만형

284-291

자원공학회지 1991 제28권 제4호 M 보문
금속아연구슬에 의한 황산아연용액

의 연속 탈 코발트에 관한 기초연구 

이철재, 

이선우, 

조만형

312-319

자원공학회지 1991 제28권 제4호 M 보문

산성치오요소 용액으로부터 탄소

흡착에 의한 금, 은의 회수에 관한 

연구

김성규, 

오종기, 

이응조

320-327

자원공학회지 1991 제28권 제5호 M 보문 화강암에서 석류석의 선별 

강헌찬, 

엄제현, 

신선명

366-374

자원공학회지 1991 제28권 제5호 M 보문
교반형 볼밀을 사용한 활석의 

미분쇄 

고창준, 

손정수, 

손헌준

411-417

자원공학회지 1991 제28권 제6호 M 보문

저품위 활석 소괴광립의 처리를 

위한 탄성반발선별기의 개발 및 

그의 선별효과 

배광현, 

박찬훈, 

손병찬

419-424

자원공학회지 1991 제28권 제6호 M 보문 미립 활석 광액의 탈수 특성 

오성범, 

손정수, 

손헌준

456-463

자원공학회지 1991 제28권 제6호 M 보문

회분식 Ball Mill 분쇄에서의 선택

함수와 분쇄함수의 예측과 이를 

이용한 모의실험 

황기엽, 

이민용
464-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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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공학회지 1992 제29권 제1호 M 보문
금속아연구슬에 의한 황산아연용액

의 연속정액에 관한 기초연구 

김봉기, 

이선우, 

조만형

46-55

자원공학회지 1992 제29권 제2호 M 보문
제올라이트광물의 Attrition 분쇄

특성 

최경수, 

이수영
70-75

자원공학회지 1992 제29권 제2호 M 보문 석회를 사용한 지르콘의 용융분해 
김성규, 

이동휘
76-82

자원공학회지 1992 제29권 제2호 M 보문

스테인레스강 산세폐액으로부터 

용매추출법에 의한 질산 및 불산의 

회수 

조윤주, 

김성규, 

이동휘 

83-90

자원공학회지 1992 제29권 제2호 M 보문 장석광중에서 운모의 분리 

강헌찬, 

엄제현, 

남영숙

103-112

자원공학회지 1992 제29권 제2호 M 보문
유비철석의 부선특성 및 황화광물

과의 분리 부선에 관하여 

조동성, 

오재현, 

장광택, 

김미성, 

현종영, 

김동범

113-121

자원공학회지 1992 제29권 제3호 M 보문 저품위 중정석의 부선특성 연구 

전호석, 

고원식, 

채영배, 

정헌생

129-134

자원공학회지 1992 제29권 제3호 M 보문 활성 벤토나이트의 제조와 물성 

조승래, 

심미자, 

김상욱

158-164

자원공학회지 1992 제29권 제3호 M 보문
전단응집법에 의한 미분탄의 선택

적 회수 

최우진, 

정헌생, 

양정일, 

김상배

165-171

자원공학회지 1992 제29권 제4호 M 보문 천연 제올라이트의 액체 흡착 특성 

조승래, 

심미자, 

김상욱

173-177

자원공학회지 1992 제29권 제4호 M 보문

수압파쇄법에 의한 3차원 응력해석

기법과 공경사, 응력조건에 따른 

파괴양상에 관하여 

신중호, 

이희근
210-219

자원공학회지 1992 제29권 제5호 M 보문
Oleate 용액의 화학적 성질과 중정

석의 부선거동 

도정수, 

윤평란
255-262

자원공학회지 1992 제29권 제5호 M 보문
황산에 의한 아연-코발트 소결체의 

침출에 관한 속도론적 연구 

오영주, 

이응조
276-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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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공학회지 1992 제29권 제5호 M 보문
NaCl 배소에 의한 옥천계 흑색점판

암으로부터 바나듐 추출 

박경호, 

홍성웅
310-315

자원공학회지 1992 제29권 제6호 M 보문
퀴논화합물을 이용한 황화광물중의 

철광석 억제에 대하여 
한오형 327-334

자원공학회지 1992 제29권 제6호 M 보문
수열합성한 BaTiO3 분말의 

표면특성 

이혁희, 

강   용, 

원창환, 

천병선

376-382

자원공학회지 1993 제30권 제1호 M 보문
아황산가스 환원에 의한 해저망간

단괴로부터 유가금속의 침출 

이화영, 

김성규, 

오종기, 

이동휘

47-52

자원공학회지 1993 제30권 제2호 M 보문
흑연팽창에 의한 불순물 분리특성

에 관한 연구 

김병곤, 

최상근, 

정헌생

93-101

자원공학회지 1993 제30권 제2호 M 보문
비철금속제련 슬래그중 구리, 납 

아연의 활동도 측정에 관한 연구 

김상윤, 

이용학
108-116

자원공학회지 1993 제30권 제3호 M 보문
경북 동해안산 규조토를 이용한 

흡습제의 수분 흡착 특성 

서숭혁, 

이해룡, 

허남호, 

김종표, 

신방섭

183-189

자원공학회지 1993 제30권 제3호 M 보문
열프라즈마를 이용한 지르콘의 

탄소용융 환원 

서인국, 

신형기, 

이상엽, 

이창희

190-198

자원공학회지 1993 제30권 제3호 M 보문

Ar-H2 아크 플라스마에 의한 탄탈

룸산화물의 탄소환원 및 탄탈룸의 

정련에 관한 연구 

오영주, 

변지영, 

정순효, 

심재동

199-207

자원공학회지 1993 제30권 제4호 M 보문 유동층에 의한 분철광석의 환원 임병일 284-292

자원공학회지 1993 제30권 제4호 M 보문
석탄의 고품위화를 위한 선별성 

향상에 관한 연구 

최우진, 

양정일, 

김상배

293-299

자원공학회지 1993 제30권 제5호 M 보문
탄성반발선별기에 의하 소괴광립 

저질탄의 건식선탄에 관한 연구 

배광현, 

박찬훈, 

손병찬

385-390

자원공학회지 1993 제30권 제5호 M 보문
용매추출법에 의한 지르코늄과 

하프늄의 분리 

김성규, 

이혜리, 

이화영, 

오종기

39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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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공학회지 1993 제30권 제5호 M 보문
지질학적 특성 변화에 따른 석탄의 

분쇄성과 경도 

홍웅기, 

박홍민
417-423

자원공학회지 1993 제30권 제5호 M 보문

플라즈마-금속반응법에 의한 

금속초미립자의 제조기술에 관한 

연구 

오영주, 

정순효
424-429

자원공학회지 1993 제30권 제6호 M 보문
자철광 억제제로서 1, 10 페난트롤

린의 효과
도현승 469-473

자원공학회지 1993 제30권 제6호 M 보문
황산에 의한 아연-니켈 소결체의 

침출에 관한 속도론적 연구 

백문창, 

이응조
510-520

자원공학회지 1994 제31권 제1호 M 보문
유비철석의 전기화학적 거동과 

부유 특성 

장광택, 

윤여환, 

Paul 

Richardson

1-8

자원공학회지 1994 제31권 제1호 M 보문
미립 황철광의 전단응집과 미생물

에 의한 분산특성 연구 
채영배 33-40

자원공학회지 1994 제31권 제1호 M 보문
염산용액으로부터 전해채취에 의한 

인듐의 고순도화에 관한 연구 

이만승, 

김성규, 

이화영, 

오종기

41-48

자원공학회지 1994 제31권 제1호 M 해설
유리의 원료 (규산질 유리를 

중심으로) 
방기문 78-81

자원공학회지 1994 제31권 제2호 M 보문
환원증류법에 의한 Sm 금속의 

제조 연구 

변지영, 

조기상, 

심재동, 

백영현

118-123

자원공학회지 1994 제31권 제2호 M 보문
시베리아 Primorsky 및 Urgalsky 

탄의 선탄특성에 대한 연구 

안재휴, 

국남표, 

전용원, 

신방섭, 

이종운

142-149

자원공학회지 1994 제31권 제2호 M 보문
침전반응법을 이용한 

수산아파타이트의 합성과 분체특성 

김문영, 

이무성, 

배인국

156-164

자원공학회지 1994 제31권 제2호 M 보문
고품위 규석정제 및 어트리션밀을 

이용한 규석의 미분쇄 

최경수, 

이수영, 

한오형, 

신방섭

175-181

자원공학회지 1994 제31권 제3호 M 보문
석영입자의 미분쇄에 따른 

메카노케미컬효과 

박재구, 

이민용, 

신영훈

18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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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공학회지 1994 제31권 제3호 M 보문 TEOS 졸로 제조된 SiO2 분말특성 

양범석, 

원창환, 

남철우, 

이효숙

202-208

자원공학회지 1994 제31권 제4호 M 보문
원자흡광광도법에 의한 Bi-Te 

용융합금의 활동도 측정에 관한 연구 

윤재홍, 

김수식, 

Takeshi 

Azakami

(阿座

上竹四)

338-346

자원공학회지 1994 제31권 제4호 M 보문
컬럼식 연속추출장치에 의한 

지르코늄의 회수 

김성규, 

이화영, 

오종기

382-387

자원공학회지 1994 제31권 제4호 M 보문
질화알루미늄 미립자의 내수성에 

미치는 입자의 표면개질효과 

박재구, 

임정렬

400-

405

자원공학회지 1994 제31권 제6호 M 보문
침강성경질탄산칼슘의 생성입도에 

대한 석회유 농도의 영향 

천종덕, 

박찬훈
509-517

자원공학회지 1994 제31권 제6호 M 보문
산성 치오요소 귀액으로부터 용매

추출법에 의한 금의 회수 

김성규, 

이화영, 

오종기, 

이응조

518-524

자원공학회지 1994 제31권 제6호 M 보문
Acetate 졸로 제조된 

YBa2Cu3O7-x 분말 및 소결 특성 

강용, 

원창환, 

천병선, 

박용기

525-531

자원공학회지 1994 제31권 제6호 M 보문
열수반응에 의한 섬유상 규산칼슘

의 합성 

이화영, 

김성규, 

오종기

532-536

자원공학회지 1995 제32권 제1호 M 보문
인도네시아 Pasir 탄의 전환활용에 

관한 연구 

안재휴, 

임창주, 

신방섭, 

전용원

37-45

자원공학회지 1995 제32권 제1호 M 보문 응집공정의 수학적 모델개발 최우진 66-71

자원공학회지 1995 제32권 제1호 M 해설
오염토양으로부터 중금속 및 유해

물질 제거에 관한 기술개발 현황 
최우진 97-101

자원공학회지 1995 제32권 제2호 M 보문
석영 미립자의 메카노케미컬효과에 

미치는 스테아린산 첨가물의 영향 

신영훈, 

박재구
175-181

자원공학회지 1995 제32권 제2호 M 해설 광산폐수 처리기술의 개발현황 최우진 204-208

자원공학회지 1995 제32권 제3호 M 보문
석탄회로 제조한 인공제오라이트에 

의한 암모니아 제거 특성 

이혜영, 

신방섭
20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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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공학회지 1995 제32권 제3호 M 보문
Versatic Acid-10 에 의한 Y 과 

희토류 원소들의 용매추출 

김성규, 

이화영, 

오종기, 

이동휘

223-229

자원공학회지 1995 제32권 제3호 M 보문
계면활성제 수용액의 기포력 및 

포말안정도에 관한 실험적 연구 

박재구, 

임정렬
230-236

자원공학회지 1995 제32권 제3호 M 보문
Aliquat 336 을 사용한 Y과 희토류 

원소들의 분리 

김성규, 

이화영, 

오종기, 

이동휘

237-243

자원공학회지 1995 제32권 제4호 M 보문
오일 응집법에 의한 미립무연탄의 

탈황탈회에 관한 연구 

전호석, 

이재장, 

최우진

265-273

자원공학회지 1995 제32권 제5호 M 보문
요오드용액에서 백금의 용해 

속도론 

최준철, 

이원해
357-362

자원공학회지 1995 제32권 제5호 M 보문
염산용액에서 TBP 에 의한 금의 

용매추출 

김진현, 

이원해
363-370

자원공학회지 1995 제32권 제5호 M 보문
자력선별법을 이용한 석탄의 탈황 

연구 

최우진, 

전호석, 

정진도, 

지평삼

382-387

자원공학회지 1995 제32권 제5호 M 보문
침강성경질탄산칼슘의 생성반응과 

결정형상에 관한 연구 

송영준, 

박찬훈
424-435

자원공학회지 1996 제33권 제1호 M 보문
염산에 의한 망간단괴로부터 유가

금속 추출에 관한 연구 

김동진, 

박경호, 

원창환

10-15

자원공학회지 1996 제33권 제1호 M 보문
마이크로이멀젼에 의한 초미립 

TiO2의 제조 

심정섭, 

조수행, 

원창환, 

강   용, 

천병선

16-22

자원공학회지 1996 제33권 제1호 M 보문
염산용액에서 TBP에 의한 팔라듐

의 용매추출 

김진현, 

이재천, 

이원해

33-39

자원공학회지 1996 제33권 제2호 M 보문
질석을 이용한 유기성 폐기물의 

유기질 비료화 

강헌찬, 

김광수, 

조명호

75-81

자원공학회지 1996 제33권 제2호 M 보문

기포액막의 두께 변화에 따른 표면

탄성의 추정 및 포말안정도와의 

상관성 

임정렬, 

박재구
9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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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공학회지 1996 제33권 제3호 M 보문
전기촉매작용에 의한 인상흑연 

불순물의 분리 

노현승, 

정재원
144-148

자원공학회지 1996 제33권 제4호 M 보문
석회석을 이용한 산성폐수의 중화

처리에 관한 연구 

유경근, 

이상훈, 

안종만, 

박재구

226-232

자원공학회지 1996 제33권 제5호 M 보문
TBP 에 의한 금, 백금, 팔라듐 및 

구리의 분리

김진현, 

이원해
358-364

자원공학회지 1996 제33권 제6호 M 보문
수열법에 의한 MnZn-ferrite 

분말 합성 

김영순, 

이종현, 

원창환

460-465

자원공학회지 1996 제33권 제6호 M 보문
형상분리법에 의하 운모편암으로부

터 운모의 회수에 관한 연구 

이민용,

오희찬, 

Shigetoshi 

Endo

(遠藤茂壽), 

Hitoshi 

Ouya

(大矢仁史), 

Shigeki 

Koyanaka

(古屋仲茂樹), 

이상훈

494-502

자원공학회지 1996 제33권 제6호 M 보문
Removal of Toxic Elements by 

Coal Cleaning 

Woo-Zin 

Choi,

Ho-Seok 

Jeon, 

Kyu-So 

Song, 

Choon 

Han

512-518

자원공학회지 1997 제34권 제1호 M 기술보고

Study on the Adsorption of 

Cu(Ⅱ) Ion on Manganese 

Nodules

Kyung-

Ho Park, 

Beom-

Sik Roh, 

Dong-Jin 

Kim, 

Jae-

Jang Lee

11-17

자원공학회지 1997 제34권 제1호 M 보문
침강성탄산칼슘의 생성입도 및 형

상 제어에 관한 연구 

박찬훈, 

송영준
38-54

자원공학회지 1997 제34권 제1호 M 보문
상대농도계 활용을 위한 질량농도 

변환계수 (K 직) 결정에 관한 연구 

이상권, 

김복윤
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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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공학회지 1997 제34권 제1호 M 보문

회분식 침전결정화 반응기에서의 

수산화칼슘 슬러리 용액의 탄산화

반응 

유동석, 

강석원, 

이광래

60-73

자원공학회지 1997 제34권 제1호 M 보문
Oxalic Acid에 의한 국내 저품위 

고령토의 탈철에 관한 연구 

김성규, 

권경중, 

이화영, 

오종기 

94-101

자원공학회지 1997 제34권 제3호 M 보문
수열합성을 이용한 플라이 애쉬의 

시멘트화에 관한 연구 

김영식, 

임정한, 

김보현, 

신방섭

227-233

자원공학회지 1997 제34권 제3호 M 보문

고온 X-선 회절분석법을 이용한 칼

슘 페라이트계 융체의 구조해석에 

관한 연구 

서인국 253-258

자원공학회지 1997 제34권 제3호 M 보문
이산화된 개체군 수지식에 의한 

침강성 탄산칼슘의 입도분포 해석 

유동석, 

이광래, 

이상득, 

안병성

259-269

자원공학회지 1997 제34권 제3호 M 보문
유리질 탄소 전극에 의한 유독성 

시안 성분의 산화 특성에 관한 연구 
이중배 336-340

자원공학회지 1997 제34권 제4호 M 보문
전기화학침출에 의한 국내 저품위 

고령토의 정제에 관한 연구 

김성규, 

이화영, 

오종기

341-349

자원공학회지 1997 제34권 제4호 M 보문

평해, 삼척, 제천 일부지역에서 

산출되는 석회석의 특성이 

석회소성에 미치는 영향연구

서인국 363-373

자원공학회지 1997 제34권 제4호 M 보문
희토류 함유 Xenotime 광의 분해

에 관한 특성연구 

김성규, 

이화영, 

오종기

380-387

자원공학회지 1997 제34권 제5호 M 보문

폐 석분 슬러지로부터 규장성분의 

분리 및 도자기 소지 원료로의 

응용 연구 

이상훈, 

박철원, 

최성철, 

이응상

463-470

자원공학회지 1997 제34권 제5호 M 보문
D2EHPA에 의한 2 가철 용매추출

의 화학양론적 평형 

김성규, 

이화영, 

오종기

488-492

자원공학회지 1997 제34권 제5호 M 보문
카리장석광의 확대이용을 위한 

기술개발연구 

배광현, 

양정일, 

황선국, 

최연호, 

신희영

493-498



740  · · The Korean Society of Mineral and Energy Resources Engineers 50th Anniversary

학회지 연도 권호 Code 구분 제 목 저 자 Page

자원공학회지 1997 제34권 제5호 M 보문
암모니아용액에서의 망간단괴의 

환원침출 
한오형 518-523

자원공학회지 1997 제34권 제5호 M 보문

산 및 알카리를 이용한 불탄산염 

희토류광 (Bastnasite)의 분해 및 

침출 

윤호성, 

김성돈, 

김철주, 

박형규, 

김준수

524-530

자원공학회지 1997 제34권 제6호 M 보문

금속환원세균 Shewanella 

Putrefaciens IR-1에 의한 고령토

의 생물학적 탈철특성 

박두현, 

김병홍, 

김성규, 

이화영, 

오종기

574-582

자원공학회지 1998 제35권 제1호 M 보문

치환 크로마토그래피법에 의한 

중희토류 (Gd, Tb, Dy) 원소의 

용리특성 

권세만, 

최재우, 

이진영, 

한   춘, 

김성돈, 

윤호성, 

김준수

1-7

자원공학회지 1998 제35권 제1호 M 보문
용매추출에 의한 백금족 금속의 

정련 

김진현, 

J. D. Miller
37-42

자원공학회지 1998 제35권 제1호 M 보문
고구배 자선에 의한 Sericite의 

탈철 

국남표, 

이성오, 

신방섭

43-49

자원공학회지 1998 제35권 제1호 M 보문
중석광 폐광미를 활용한 콘크리트

의 특성에 관한 연구 

최연왕, 

정문영
90-95

자원공학회지 1998 제35권 제2호 M 보문
암모니아 용액으로부터 용매추출법

에 의한 니켈과 구리의 분리 회수 

김성규, 

이화영, 

오종기

116-122

자원공학회지 1998 제35권 제2호 M 보문
납석으로부터 제올라이트 Y의 

합성 

양시영, 

김상배, 

윤평란, 

조건준

123-130

자원공학회지 1998 제35권 제2호 M 보문
부선에 의한 저품위 도석의 탈철에 

관한 연구 

국남표, 

이성오, 

신방섭

143-148

자원공학회지 1998 제35권 제3호 M 보문

황산 및 아황산에 의한 전기제강로 

분진으로부터 아연의 침출에 관한 

연구 

최우진, 

안종관, 

이응조

193-200

자원공학회지 1998 제35권 제3호 M 보문
분급 및 자력분리에 의한 도석의 

정제 

한오형, 

김동수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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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공학회지 1998 제35권 제3호 M 보문
정선지역 석회석을 이용한 침강성

탄산칼슘의 제조 

송영준, 

박찬훈
219-228

자원공학회지 1998 제35권 제3호 M 보문
암석 미분 폐스러지를 이용한 경량

기포 콘크리트 제조에 관한 연구 

강선덕, 

이동남
264-269

자원공학회지 1998 제35권 제3호 M 보문

Electrolytic Treatment of 

Copper Cyanide in Wastewater 

from Gold Mines

Kim M. 

J, Shin 

B. S

280-286

자원공학회지 1998 제35권 제4호 M 보문
활성화 처리된 사문암의 물성변화 

및 금속의 침출특성 

김동진, 

정헌생, 

이재천, 

김택수

315-319

자원공학회지 1998 제35권 제4호 M 보문

산화배소에 의한 불탄산염 희토류

광 (Bastnasite) 의 분해 및 황산

침출 

윤호성, 

김성돈, 

김철주, 

김준수

349-355

자원공학회지 1998 제35권 제4호 M 보문
층간수를 가진 점토광물을 이용한 

용존 독성물질의 완충 효과 

강헌찬, 

김찬국, 

김영훈

356-362

자원공학회지 1998 제35권 제4호 M 보문
이온교환수지에 의한 수산용액으로

부터 철 (3) 이온의 흡착 

김성규, 

이화영, 

오종기

372-381

자원공학회지 1998 제35권 제4호 M 보문

모나자이트로부터 분해회수한 

희토류화합물을 이용한 폐수중 

불소처리 

김동수, 

전영신, 

표나영, 

최우진, 

최   주

382-390

자원공학회지 1998 제35권 제4호 M 보문
미생물 침출에 의한 국내 저품위 

고령토의 탈철에 관한 연구 

김성규, 

박두현, 

이화영, 

오종기

391-396

자원공학회지 1998 제35권 제5호 M 보문
용매추출법에 의한 수산용액으로

부터 철 (3) 이온의 제거 

김성규, 

이화영, 

오종기

407-413

자원공학회지 1998 제35권 제5호 M 보문 국내 방해석의 건식정제 특성 연구 

채영배, 

정수복, 

윤평란

41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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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공학회지 1998 제35권 제5호 M 보문

치환크로마토그래피법에 의한 바

스트나사이트내 희토류 (Sm, Eu, 

Gd) 원소 분리

권세만, 

이진형, 

한   춘, 

김성돈, 

윤호성, 

김준수

422-428

자원공학회지 1998 제35권 제5호 M 보문

Maerz 형 석회 소성로 내벽에 

부착되는 물질의 특성과 

생성기구에 관한 연구 

서인국 429-434

자원공학회지 1998 제35권 제5호 M 보문
건식 진공 방법에 의한 인상흑연의 

초미립화 특성 

김병곤, 

최상근, 

정헌생, 

이재장

453-458

자원공학회지 1998 제35권 제5호 M 보문
싸이클론을 이용한 석탄회 중 

미연탄소의 분리에 관한 연구 

김재관, 

조희찬, 

김성철, 

전해수

481-490

자원공학회지 1998 제35권 제6호 M 보문
Oxalic Acid에 의한 적철광과 

자철광의 용해특성 

이성오, 

김성규, 

오종기, 

신방섭

520-526

자원공학회지 1998 제35권 제6호 M 보문

망간단괴의 합성침출용액으로부터 

TBP에 의한 Fe (3) 의 추출에 

관한 연구 

안재우, 

박경호
588-594

자원공학회지 1999 제36권 제1호 M 보문
Cd 폐수 흡착처리제로서의 Garnet 

용도 개발 

김동수, 

표나영, 

김경하

1-9

자원공학회지 1999 제36권 제2호 M 보문
Aliquat 336에 의한 이트륨 원소의 

분리 및 수치모사 

김성규*, 

이화영, 

오종기

124-131

자원공학회지 1999 제36권 제2호 M 보문
스테아린산으로 처리한 방해석 

충전제의 표면특성 

정수복, 

양시영, 

채영배, 

윤평란*

170-177

자원공학회지 1999 제36권 제3호 M 보문
심해저 망간광물의 자력선별 

특성에 관한 연구 

배광현*, 

박경호, 

손정수, 

양정일

17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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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공학회지 1999 제36권 제3호 M 보문

Bis(2-Ethylhexyl) phosphinic 

acid resin을 이용한 중희토류(Gd, 

Tb, Dy, Ho) 원소 분리

권세만, 

김성돈, 

윤호성, 

김준수, 

이교일, 

이진영, 

한   춘*

206-213

자원공학회지 1999 제36권 제3호 M 보문
전기화학침출법에 의한 저품위 

Laterite 광으로부터 Ni의 회수 

김성규*, 

이화영, 

오종기

214-220

자원공학회지 1999 제36권 제3호 M 보문
Cemented Te 로부터 Te의 선택

침출 

이철경*, 

이강인, 

유효신, 

양동효, 

하윤철, 

정구진, 

손헌준

221-229

자원공학회지 1999 제36권 제4호 M 보문 황철석의 화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오종기*, 

김영석, 

임명훈, 

김성규, 

이화영, 

한   춘

269-275

자원공학회지 1999 제36권 제5호 M 보문
Dithionite 에 의한 국내 저품위 

고령토의 탈철에 관한 연구 

김성규*, 

이화영, 

오종기

328-335

자원공학회지 1999 제36권 제5호 M 보문
알칼리 침출액으로부터 금속 Te의 

회수 

이철경*, 

이강인, 

유효신, 

양동효, 

정구진, 

손헌준

336-344

자원공학회지 1999 제36권 제5호 M 보문
스테아린산으로 처리한 방해석의 

IGC 에 의한 표면특성 측정 

정수복, 

양시영, 

채영배, 

윤평란*

345-352

자원공학회지 1999 제36권 제5호 M 보문

용매추출법에 의한 망간단괴 침출

액으로부터 구리, 니켈 및 코발트의 

분리

곽용완*, 

박재구
375-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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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공학회지 1999 제36권 제6호 M 보문
미생물에 의한 황철석의 분해에 

관한 연구 

임명훈, 

김영석*, 

김성규, 

이화영, 

한   춘, 

오종기

389-396

자원공학회지 1999 제36권 제6호 M 보문
계면활성제를 이용한 실리콘의 

에멀젼화에 관한 연구 

최광은*, 

김영훈, 

신동철, 

이순기, 

김경원, 

신선명, 

강헌찬

428-434

자원공학회지 1999 제36권 제6호 M 보문
암모니아성 망간단괴 침출액으로

부터 코발트의 회수 

곽용완*, 

박재구
448-455

자원공학회지 1999 제36권 제6호 M 보문

정선지역 석회석을 원료로 하는 

침강성탄산 칼슘의 백색도 향상

연구 

최재석*, 

박찬훈
456-462

자원공학회지 1999 제36권 제6호 M 기술보고
소형볼밀의 조작변수가 규사의 

미분쇄에 미치는 영향 
심철호* 463-469

자원공학회지 2000 제37권 제1호 M 보문
비금속 광물을 활용한 폐수처리

에서 인의 조절 

이순기*, 

김영훈, 

신동철, 

김경원, 

신선명, 

강헌찬

1-7

자원공학회지 2000 제37권 제1호 M 보문
역부선법에 의한 국내산 무연탄회

의 정제 

정문영*, 

신희영, 

박재구

72-79

자원공학회지 2000 제37권 제2호 M 보문
교반형 볼 밀에 의한 규석의 

건식분쇄 특성 

정수현*, 

이재장, 

최상근, 

김병곤, 

정헌생

100-106

자원공학회지 2000 제37권 제2호 M 보문

매체교반밀을 사용한 건식 표면 

처리에 의한 인상흑연 미립분체의 

산소흡착 특성 

김병곤*, 

최상근, 

이재장, 

정헌생, 

정수현, 

이종수

107-111

자원공학회지 2000 제37권 제2호 M 보문
딕카이트질 납석으로부터 

제올라이트 X 의 합성 

양시영*, 

윤평란
1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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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공학회지 2000 제37권 제3호 M 보문 대명 고령토의 건식정제 연구 

김상배*, 

조성백, 

조건준, 

윤평란

159-165

자원공학회지 2000 제37권 제3호 M 보문
염산용액에서 Di-n-hexyl sulfide 

에 의한 팔라듐의 용매추출 

이재천*, 

정진기, 

박진태, 

김월중, 

임지원

166-172

자원공학회지 2000 제37권 제3호 M 보문
폐광산 지역 광미의 산 정량 표준화

에 관한 연구 

김영석*, 

오종기, 

김성규, 

이화영, 

한   춘

189-195

자원공학회지 2000 제37권 제4호 M 보문
LiCoO2 의 환원침출에 관한 속도론

적 연구 

이철경*, 

이강인
283-289

자원공학회지 2000 제37권 제5호 M 연구논문
유성밀에 의한 석영의 미분쇄에 

따른 메카노케미컬 영향 

신희영*, 

박재구
362-367

자원공학회지 2000 제37권 제5호 M 연구논문
Bond 의 분쇄일지수 계산을 위한 

포트란프로그램 

심철호*, 

오승교
377-383

자원공학회지 2000 제37권 제6호 M 연구논문
건식법에 의한 벤토나이트의 정제 

및 활성화 연구

안광훈*, 

표정석, 

이경희, 

신현규, 

이희수, 

엄우식, 

송준광

439-447

자원공학회지 2000 제37권 제6호 M 연구논문
수학적 모델링에 의한 

분쇄공정모사

조희찬*, 

김정윤
448-458

자원공학회지 2001 제38권 제1호 M 연구논문
티타네이트 커플링제로 처리한 

카올리나이트의 표면특성 

양영철, 

정수복, 

김병규, 

채영배, 

윤평란*

27-34

자원공학회지 2001 제38권 제2호 M 연구논문
비정질 실리카의 수열합성에서 

결정상의 전이 및 형상 

유효신, 

양동효, 

이강인, 

이철경*

69-75

자원공학회지 2001 제38권 제2호 M 연구논문

Versatic Acid-10에 의한 지르코

늄과 하프늄 용매추출의 화학

양론적 관계 

김성규*, 

이화영, 

오종기

129-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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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공학회지 2001 제38권 제3호 M 연구논문

폐 PET, PVC 정전분리를 위한 

하전량 측정 및 대전 장치의 재질별 

대전특성에 관한 연구 

어재경*, 

조희찬
153-162

자원공학회지 2001 제38권 제3호 M 연구논문

아황산 가스에 의한 망간단괴와 

망간각의 환원침출시 망간과 니켈

의 침출특성에 관한 연구 

김성규*, 

이화영, 

오종기

211-218

자원공학회지 2001 제38권 제4호 M 연구논문

추출 크로마토그래피법에 의한 

중희토류 (Gd, Tb,Dy, Ho) 원소 분

리 특성 

김상준, 

한춘*, 

이진영, 

김성돈, 

윤호성, 

김준수

257-264

자원공학회지 2001 제38권 제4호 M 총설
온실효과 감소를 위한 이산화탄소

의 격리에 관한 연구 
윤치호* 316-321

자원공학회지 2001 제38권 제5호 M 연구논문

티타네이트 커플링제로 처리한 

카올리나이트의 IGC 에 의한 산-

염기 특성 측정 

양영철, 

정수복, 

김병규, 

채영배, 

윤평란*

323-331

자원공학회지 2001 제38권 제5호 M 연구논문
인상흑연 표면개질을 위한 계면

활성제 흡착 특성 

김병곤*, 

최상근, 

한상진, 

이재장, 

정헌생

373-378

자원공학회지 2001 제38권 제6호 M 연구논문
석탄회로부터 미연탄소분 제거를 

위한 정전분리기술 개발 

한오형*, 

전호석,

Roe Hoan 

Yoon

416-423

자원공학회지 2001 제38권 제6호 M 연구논문
바나듐 함유 폐촉매로부터 

페로바나듐 제조 

이철경*, 

양동효, 

이강인

464-471

자원공학회지 2002 제39권 제1호 M 연구논문
장석입자의 분급효율에 미치는 

지그재그분급기 회전속도영향 

이봉한, 

신희영*, 

박제현, 

박재구

58-65

자원공학회지 2002 제39권 제1호 M 연구논문
층간삽입 반응법에 의한 수화 

카올리나이트의 합성 

김윤주*, 

김광수
66-71

자원공학회지 2002 제39권 제2호 M 연구논문
실란 커플링제로 처리한 실리카의 

표면특성 

오은선, 

양영철, 

정수복, 

채영배, 

윤평란*

8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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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공학회지 2002 제39권 제2호 M 연구논문
반응성 결정화에 의한 세륨 

옥살레이트의 합성 특성 

김성돈*, 

윤호성, 

김철주, 

이진영, 

김준수

119-127

자원공학회지 2002 제39권 제3호 M 연구논문
페리튬이온전지로부터 양극활물질

인 LiCoO2의 합성

이철경*, 

양동효, 

서창열

157-164

자원공학회지 2002 제39권 제3호 M 연구논문

PC-88A의 비누화반응에 따른 

Lanthanum과 Cerium의 분리특성

에 관한 연구

김성규*, 

이화영, 

오동기, 

임명훈

182-186

자원공학회지 2002 제39권 제3호 M 연구논문
간섭침강분리기의 무연탄 정제특성 

연구

김정윤*, 

조희찬, 

김도균

206-214

자원공학회지 2002 제39권 제4호 M 연구논문

γ-Alumina에 의한 수용액으로

부터 구리이온의 흡착특성에 관한 

연구

이화영*, 

김성규, 

오종기

225-230

자원공학회지 2002 제39권 제4호 M 연구논문
고온수용액을 이용한 폐플라스틱의 

분해거동 및 잔류물의 특성

신선명*, 

전호석, 

김종화

242-247

자원공학회지 2002 제39권 제4호 M 연구논문
국내 주요 비금속 광물에 대한 

분쇄율 및 분쇄분포 상수의 결정

이   훈,

 조희찬*
248-256

자원공학회지 2002 제39권 제4호 M 해설 입자의 형상분리와 이의 활용 이민용* 297-305

자원공학회지 2002 제39권 제5호 M 연구논문
Mixer-settler를 이용한 연속공정

에 의한 니켈과 코발트의 분리

안종관*, 

안재우, 

이만승, 

김동진

332-337

자원공학회지 2002 제39권 제5호 M 해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연구 권상기* 387-402

자원공학회지 2002 제39권 제6호 M 연구논문

구리, 니켈 및 코발트가 혼합된 

염산용액으로부터 Alamine336에 

의한 구리의 분리추출

안종관*, 

이만승, 

안재우, 

박경호

416-422

자원공학회지 2002 제39권 제6호 M 연구논문

음이온교환수지에 의한 도금폐

수 중 Cr6+과 CN의 흡착특성에 

관한 연구

오종기*, 

김성규, 

이화영

462-469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3 제40권 제1호 M 연구논문

PC-88A의 비누화반응에 따른 

도금폐수 중 중금속의 회수에 관한 

연구

김성규*, 

이화영, 

오종기

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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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3 제40권 제2호 M 연구논문
Thiobacillus ferrooxidans에 의한 

황동광 정광의 침출반응 

김동진*, 

조경숙, 

안종관, 

박경호, 

손정수, 

정헌생

89-96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3 제40권 제2호 M 연구논문

Shewanella putrefaciens에 의한 

방사성 폐액의 잔존 우라늄 흡착

특성 

도현승* 97-102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3 제40권 제2호 M 연구논문

Photodegradation of Phenol 

Using Porous Ceramic Pellets 

Coated with TiO2

Hyunjung 

Kim, 

Hyeyoung 

Jeong, 

Jaikoo 

Park*

103-109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3 제40권 제3호 M 연구논문
용융환원에 의한 폐PCBs로부터 

귀금속 농축 회수 

김병수*, 

이재천, 

서승필

184-190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3 제40권 제3호 M 연구논문

환원배소-용융에 의한 

망간단괴로부터 코발트, 니켈, 

구리 회수 

남철우*, 

김병수, 

박경호

191-197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3 제40권 제4호 M 연구논문 간섭침강분리의 모델링 
김정윤*, 

조희찬
215-224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3 제40권 제4호 M 연구논문
충남지역 해사의 광물학적 분포

특성 및 중광물 회수에 관한 연구 

전호석*, 

박제현, 

신희영, 

이재천, 

박재구

225-231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3 제40권 제4호 M 연구논문

P507수지 함유 추출 크로마토

그래피법에 의한 중희토류 원소 

(Dy, Ho, Er) 분리 

박진서, 

안기철, 

한   춘*, 

이진영, 

김성돈, 

윤호성, 

김준수

248-257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3 제40권 제5호 M 연구논문

실란 커플링제로 처리한 실리카의 

IGC(Inverse Gas 

Chromatography)에 의한 

산-염기 특성 측정 

양영철, 

양시영, 

윤평란*

299-308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3 제40권 제5호 M 연구논문
Oxalic Acid에 의한 국내 장산지역 

점토의 탈철에 관한 연구 

이화영*, 

김성규, 

이성오, 

오종기

309-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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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3 제40권 제5호 M 연구논문
치과재 폐기물에서 귀금속 회수를 

위한 기초연구 
정문영* 345-351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3 제40권 제5호 M 연구논문
진동밀에 의한 방해석의 분쇄특성 

연구 

김윤종*, 

김상배, 

조성백, 

조건준, 

임   굉, 

김일룡, 

최영준, 

김택남

352-359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3 제40권 제5호 M 해설
수평선회운동장에서의 고체-고체

입자 선별기술 
최준철* 379-387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3 제40권 제6호 M 연구논문
Bastnasite 황산침출용액으로부터 

세륨의 분리 회수 

윤호성*, 

김철주, 

이진영, 

김성돈, 

김준수

395-401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3 제40권 제6호 M 연구논문
이온교환 형 망간산화물 흡착제를 

이용한 해수로부터 리튬 회수 

정강섭, 

이재천*, 

정진기, 

김은진, 

김양수

402-408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3 제40권 제6호 M 연구논문
폐 콘크리트 분말 사용 모르타르의 

역학적 특성 

문대중*, 

정문영, 

최연왕

438-445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3 제40권 제6호 M 연구논문

PVC를 염소원으로 하는 염화배소

에 의한 전기로제강분진으로부터 

유가금속의 회수 

이계승, 

송영준*
446-456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4 제41권 제1호 M 연구논문

Bis(2-Ethylhexyl)phosphinic 

acid를 포함한 추출수지 합성 및 

중희토류 원소(Gd, Tb) 분리 

박진서, 

조진욱, 

김대흠, 

한   춘*, 

이진영, 

김성돈, 

김준수

69-76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4 제41권 제1호 M 연구논문
HEH(EHP) 함유 실관지지액막을 

이용한 Zn과 Cu 이온의 분리 

박진태, 

이재천*, 

정진기, 

김민석, 

김병수

83-89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4 제41권 제1호 M 연구논문
D2EHPA에 의한 코발트 용매추출

특성과 화학량론적 평형 

김성규*, 

이화영
9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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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4 제41권 제2호 M 연구논문
Thiourea 용액으로부터 금의 고속 

전해채취 

이종호, 

이철경*, 

남철우, 

김영석

111-117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4 제41권 제2호 M 연구논문

Bayer공정액으로부터 

polyDADMAC을 이용한 Sodium 

Humate의 제거 

신현진*, 

박이용, 

류봉균, 

오치정, 

이성오, 

김명준

125-129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4 제41권 제2호 M 연구논문
수학적 분쇄모델을 이용한 교반밀

의 분쇄특성 및 에너지 효률 분석 

이   훈, 

조희찬, 

김정윤* 

147-153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4 제41권 제2호 M 연구논문
D2EHPA에 의한 코발트 용매추출

에 관한 연구 

김성규*, 

이화영
154-159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4 제41권 제3호 M 연구논문
전기로분진에서 염소의 휘발거동 

특성 

유재민, 

김병수*, 

이재천, 

박진태, 

윤정모

194-201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4 제41권 제3호 M 연구논문
D2EHPA로부터 코발트 탈거특성

에 관한 연구 

김성규*, 

이화영, 

오종기

253-259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4 제41권 제4호 M 연구논문

폐망간전지로부터 과산화수소를 

환원제로 이용한 망간 및 아연의 

황산침출 

신선명*, 

손정수, 

양동효, 

안종관, 

김수경, 

손현태

285-290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4 제41권 제4호 M 연구논문
직각호퍼에서의 배출구크기에 따른 

입자의 유동 특성 

신희영*, 

이재령, 

김완태, 

재등문량

306-312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4 제41권 제4호 M 기술보고
습식 사이클론을 이용한 망간단괴 

슬러리의 고액분리 

윤치호*, 

박용찬, 

이동길, 

권석기

327-332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4 제41권 제5호 M 연구논문
Nd: LiLa(MoO4)2 단결정의 광학적 

특성연구 

배인국*, 

채수천, 

장영남

34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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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4 제41권 제5호 M 연구논문
수열반응법에 의해 합성된 

사포나이트의 특성평가연구 

배인국*, 

채수천, 

장영남, 

김상배, 

류경원

347-353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4 제41권 제5호 M 연구논문
실험계획법을 적용한 ZnO의 

NH4Cl 침출 연구 

김민석, 

이재천*, 

김병수, 

유재민, 

정진기

354-363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4 제41권 제5호 M 연구논문

알칼리 자극제와 고로슬래그의 

비표면적이 고로슬래그 시멘트의 

압축강도에 미치는 영향 

안지환*, 

조진상, 

한기천, 

유광석

395-402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4 제41권 제5호 M 연구논문
(Cu-Ni-Co-Fe)계 매트의 고온

고압 황산침출연구 

남철우*, 

박경호, 

김홍인

413-417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4 제41권 제6호 M 연구논문
전기로 분진에서 염소의 휘발반응

속도 

유재민, 

김병수*, 

이재천, 

김민석, 

남철우

425-430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4 제41권 제6호 M 연구논문
아민류 포집제에 의한 

레피돌라이트 품위향상 연구

김상배*, 

조성백, 

조건준, 

남철우, 

심상권

450-457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4 제41권 제6호 M 연구논문
폐실리콘 슬러지로부터 실리카 

나노분말 제조

서용재, 

장희동*, 

장한권, 

김병규, 

이병택, 

장원철

458-465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4 제41권 제6호 M 연구논문
스테아린산으로 표면개질된 중질

탄산칼슘의 분체특성 평가

정수복*, 

현종영, 

채영배

490-495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4 제41권 제6호 M 연구논문 Zr-V-B겟터합금의 수소 흡수특성

박제신*, 

이동진, 

길대섭, 

김원백

496-502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4 제41권 제6호 M 해설 시멘트산업과 자원재활용
임정렬*, 

박재구 
50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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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5 제42권 제1호 M 연구논문 국내 석탄광 폐석의 특성 

정수복*, 

현종영, 

채영배

1-8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5 제42권 제1호 M 연구논문
솔-젤 및 연소공정에 의한 산화네

오디뮴 제조 

윤호성*, 

김철주, 

엄형준 

20-27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5 제42권 제1호 M 연구논문
Bastnasite 산화배소광의 황산침출

용액으로부터 탄산세륨의 제조 

김성돈*, 

윤호성, 

김철주, 

김준수, 

엄형춘

28-34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5 제42권 제1호 M 연구논문
사이클론 전해조를 이용한 백금의 

전해채취 거동 

김수경, 

김치권, 

정진기, 

이재천*

35-44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5 제42권 제1호 M 연구논문
분체의 표면성질에 따른 세라믹 폼 

다공체의 기공크기특성 

박제현, 

박재구*
45-52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5 제42권 제2호 M 연구논문
폐콘크리트의 도로 건설재료로서 

적용성 평가 

송영석*, 

윤중만
79-87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5 제42권 제2호 M 연구논문
페망간전지로부터 탄산암모늄을 

이용한 유가금속 회수

신선명*, 

강진구, 

손정수, 

양동효, 

김수경 

95-100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5 제42권 제2호 M 연구논문
Mechanistic Foam Simulation 

near Limiting Capillary Pressure 

Seung 

Ihl Kam*
101-112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5 제42권 제2호 M 연구논문
가변형 원심밀의 습식 분쇄 

메커니즘 연구 

조희찬, 

이   훈*, 

이영우

113-120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5 제42권 제3호 M 기술보고
건설재료로서 석탄광 굴진폐석의 

활용 가능성 

현종영, 

정수복*, 

채영배, 

김병수

243-247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5 제42권 제4호 M 연구논문
DEM을 이용한 Ball Mill과 

Centrifugal Mill의 특성연구 

조희찬*, 

정   석
393-402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5 제42권 제4호 M 연구논문
정전선별기에 의한 미립석탄회의 

효과적 분리에 대한 연구 

한오형*, 

박병욱
40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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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5 제42권 제5호 M 연구논문

마그네슘 및 아연 치환형 망간 

산화물 흡착제의 합성 및 해수로

부터 리튬의 흡착특성 

김미애, 

이재천*, 

정강섭, 

김민석, 

김은진

445-453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5 제42권 제5호 M 연구논문
딕카이트로부터 바이델라이트의 

수열합성 및 반응기구에 대한 연구 

류경원, 

장영남*, 

최상훈, 

채수천, 

배인국

498-505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5 제42권 제5호 M 총설 해수로부터 유용금속의 회수 현황 이재천* 513-522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5 제42권 제5호 M 해설

Removal and Recovery of 

Metals from Industrial Wastes 

through Biological Process

Dong-

Jin Kim, 

Debaraj 

Mishra, 

Jong-

Gwan 

Ahn*

530-540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5 제42권 제6호 M 연구논문

해저열수 황화광물의 부유선별을 

위한 황철광과 방연광의 동전기 

특성 

정문영*, 

이경용, 

신희영

566-574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5 제42권 제6호 M 연구논문

PVA 함유 합성 추출수지를 이용

한 2성분계 중희토류 원소 (Gd/Tb, 

Ho/Er) 분리 

김준석, 

박경민, 

한   춘*, 

이진영, 

김준수, 

위정호

595-602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5 제42권 제6호 M 연구논문

타코나이트 정광 부선시 자철광 

억제제로서 카르복시메틸 중합체의 

특성 

도현승* 612-617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6 제43권 제1호 M 연구논문
리튬전지용 LiNi1-xCoxO2 나노분말 

제조 및 열처리 

장한권, 

장희동*, 

이철경, 

서용재, 

길대섭

55-64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6 제43권 제2호 M 연구논문
분쇄기 종류에 따른 규회석 분체의 

특성 

김형석, 

조성백, 

정수복, 

김상배*

118-127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6 제43권 제2호 M 연구논문 활석 분쇄에서의 조제의 영향 

정수복*, 

현종영, 

채영배

13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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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6 제43권 제2호 M 총설
광산배수처리를 위한 황산염환원균

의 응용 

유경근*, 

정진기, 

손정수, 

이재천

160-167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6 제43권 제3호 M 연구논문
저압액체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Dy와 Ho 분리특성

박계성*, 

김준수 
175-180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6 제43권 제3호 M 연구논문
선탄 폐석의 보통포틀랜드시멘트 

원료로의 활용

김형석, 

현종영, 

정수복*, 

안지환, 

채영배

243-249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6 제43권 제3호 M 연구논문

Hydrodynamic Analysis for 

Electrowinning of Palladium 

Using a Modified Cyclone 

Reactor

Soo-

Kyung Kim, 

Chi-Kwon 

Kim, 

JinKi 

Jeong, 

Min-Seuk 

Kim, 

Jae-Chun 

Lee*

250-257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6 제43권 제3호 M 기술보고
생활폐기물 소각 바닥재의 처리 

기술
안치환* 258-267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6 제43권 제5호 M 연구논문
고도 선별 처리에 의한 금속광산 

광미의 무해화 및 감량화

정수복, 

현종영*, 

김형석, 

채영배, 

이웅주

478-485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6 제43권 제5호 M 연구논문
상동광산 광미의 특성 및 

순환자원화 연구

정문영*, 

최종근
486-498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6 제43권 제6호 M 연구논문
국내 주요 산업광물의 볼밀 분쇄

특성 연구

이   훈*, 

조희찬 
533-542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6 제43권 제6호 M 연구논문

Optimized Recovery Study for 

Ilmenite and Zircon from Beach 

Sand of Dunjang Area

Wan-Tae 

Kim, 

Hee-

Young 

Shin*, 

Ho-Seok 

Jeon, 

Se-Won 

Chang, 

Kang-

Sup 

Chung

54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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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6 제43권 제6호 M 연구논문
마찰하전에 의한 플라스틱의 하전

특성 및 대전서열 정립에 관한 연구

박철현, 

전호석*, 

박재구

560-569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6 제43권 제6호 M 연구논문
해초건조용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한 마찰하전형정전선별 기술개발

전호석*, 

백상호, 

박철현, 

김병곤

579-584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6 제43권 제6호 M 연구논문
국내산 석회석을 이용한 유해가스 

제거용 고비표면적 소석회 제조

김용남, 

신현규, 

이희수*

624-632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7 제44권 제1호 M 연구논문
규질이암으로부터 실리카 나노분말 

제조 

장희동*, 

장한권, 

윤호성, 

조   국, 

심상권, 

박진호, 

오세용

1-8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7 제44권 제1호 M 연구논문
Clean Coal 생산을 위한 정전선별 

기술개발

한오형, 

전호석*, 

백상호

39-45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7 제44권 제1호 M 연구논문
잔세이트 부선계에서 황철광과 

방연광의 부유 특성

정문영*, 

이경용, 

신희영

46-52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7 제44권 제1호 M 연구논문
자연산 규질 이암을 이용한 Na-A

형 제올라이트 수열합성

배인국*, 

장영남, 

채수천, 

윤도우, 

조성준, 

이성기, 

류경원

61-70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7 제44권 제2호 M 연구논문
생활폐기물 소각 바닥재의 수세에 

따른 염화물 특성

조영도, 

엄남일*, 

한기천, 

안지환, 

이경훈, 

반봉찬

127-134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7 제44권 제2호 M 연구논문

Seed 첨가에 따른 아라고나이트 

침강성탄산칼슘의 입자크기 및 

종횡비 제어

고상진, 

박운경, 

이승우, 

한   춘, 

안지환*

15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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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7 제44권 제2호 M 총설 황동광 제련기술의 특허 동향분석

유경근, 

이재천*, 

정진기, 

손정수, 

윤호성, 

안종관, 

장종신, 

안승천

169-176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7 제44권 제3호 M 연구논문

풍촌층 고품위 석회석의 분체 특성 

및 분쇄 효과에 관한 응용광물학적 

연구

노진환*, 

이나경
191-207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7 제44권 제3호 M 연구논문
황산에 의한 휘수연석의 배소정광

으로부터 동의 제거

김병수,

Manis 

Kumar Jha,

유경근, 

정진기, 

이재천*

244-251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7 제44권 제4호 M 연구논문

이류체노즐에 의해 분무된 TEOS 

액적으로부터 실리카 나노분말의 

화염 합성

장한권, 

박진호, 

장희동*, 

오세용

302-307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7 제44권 제4호 M 연구논문
석탄 광산배수에 함유된 금속 

침전물의 부선 특성

김형석, 

조영도*, 

안지환, 

한   춘

314-323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7 제44권 제4호 M 총설
백금족 금속의 분리 및 회수기술의 

현황

김민석, 

유경근, 

김병수, 

유재민, 

정진기, 

이재천*

324-341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7 제44권 제5호 M 연구논문
침전법에 의한 국내산 자철광으로

부터 철 회수

길대섭, 

정강섭, 

장희동, 

서용재*

383-391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7 제44권 제6호 M 연구논문
이산화티타늄 나노분말의 화염합성 

및 메틸렌블루 분해 특성

장한권, 

장희동*, 

길대섭, 

조   국, 

박진호

541-547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8 제45권 제1호 M 연구논문
염산용액에서의 황동광 침출에 

대한 산화환원전위의 영향

유경근, 

이재천*, 

정진기, 

손정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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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8 제45권 제1호 M 연구논문

정전선별법에 의해 Cyclone 

Reject로부터 고품위 석탄회의 

분리

한오형* 25-33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8 제45권 제1호 M 해설
기후 변화 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폐

기물 에너지 자원화 기술 개발 전략

안지환*, 

유광석, 

노경수

83-90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8 제45권 제2호 M 총설 황동광 간접침출기술의 연구동향

유경근, 

이재천*, 

정진기, 

손정수, 

김수경

202-207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8 제45권 제2호 M 총설
고순도 희유금속소재 제조기술의 

특허 동향분석

한만갑, 

최국선*, 

이재욱

208-218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8 제45권 제3호 M 연구논문
도시 생활폐기물 소각 바닥재를 

혼합한 시멘트 고화체의 강도 특성

윤중만, 

송영석*, 

김태형

219-228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8 제45권 제3호 M 연구논문

원심테르밋반응에 의한 파이프 

세라믹층 형성-세라믹층의 

물리적 특성

Le M. 

Tung,

안종관, 

이재령*

229-233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8 제45권 제3호 M 연구논문

ABS와 PBT 혼합 폐플라스틱으로

부터 PBT 제거를 위한 정전선별 

기술개발

백상호, 

전호석*, 

박철현, 

김병곤, 

김형석

249-256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8 제45권 제3호 M 연구논문
사문석으로부터 마그네슘의 황산

침출과 물유리의 제조

유경근, 

김동진, 

정헌생, 

김민석, 

이재천*

257-264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8 제45권 제3호 M 해설
저탄화 석탄의 전처리 개질기술 

현황

이수정, 

신희영*, 

배인국, 

채수천

276-282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8 제45권 제4호 M 연구논문
원심테르밋반응에 의한 파이프 

세라믹층 형성-미세조직 변화

Le M. 

Tung,

안종관, 

이재령*

354-359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8 제45권 제4호 M 총설
특허분석에 의한 비소 용도개발 

동향 조사

유경근, 

손정수, 

김성돈*

40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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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8 제45권 제5호 M 연구논문
해수 및 무기전해질 수용액의 포말 

특성

정문영*, 

이경웅, 

문재운

474-483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8 제45권 제6호 M 연구논문
염산용액에서 사문석으로부터 

마그네슘의 침출거동

김병수, 

유경근, 

김수경, 

김민석, 

이재천*

627-634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8 제45권 제6호 M 연구논문
경량기포콘크리트의 압축강도에서 

메타카올린의 효과

권기오, 

공경록, 

이명규, 

강헌찬*

673-679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8 제45권 제6호 M 연구논문

소디움실리케이트 수용액으로부터 

소디움이온의 제거 및 실리카 솔 

제조 연구

김철주, 

김성돈, 

윤호성*, 

장희동

691-699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9 제46권 제1호 M 해설
소각바닥재의 재활용 현황과 

염화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안지환, 

임미희*
97-107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9 제46권 제2호 M 연구논문

금음몰리브덴광산 광미를 이용한 

비소성 에코벽돌 개발(대상-지식

경제부장관상)

박홍규, 

유승우, 

정문영*

135-142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9 제46권 제3호 M 연구논문
근사식에 의한 Bond의 분쇄일지수

의 계산
심철호* 289-299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9 제46권 제3호 M 연구논문

Improved Pneumoconiosis 

Prevention: Surfactant-Added 

Spray System for Respirable 

Coal Dust

Yun 

Kwang 

Kim, 

Timothy 

D. Kim, 

Chan 

Hoon 

Yoon*

332-341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9 제46권 제3호 M 연구논문
Micro-bubble Column에 의한 

Molybdenite의 부선특성

한오형*, 

강현호, 

전호석

372-378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9 제46권 제5호 M 연구논문

연탄재 부유선별에서 고정탄소의 

산화가 유상포수제 첨가량에 

미치는 영향

유승우, 

박홍규, 

정문영*

582-588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9 제46권 제6호 M 연구논문
금풍광산 저품위 아연광에 대한 

입도별 부유선별 특성

김영진, 

전호석, 

이재령*

73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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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9 제46권 제6호 M 연구논문
재용해법에 의한 고백색수산화

알루미늄의 제조

이성오*, 

오치정, 

정경훈, 

Tam 

Tran, 

남영일, 

김명준

736-743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9 제46권 제6호 M 연구논문

Electrochemical Study for 

Gaseous Reduction Behavior 

of Copper(Ⅰ) and Copper(Ⅱ) 

by Hydrogen Gas

Soo-

Kyung 

Kim*

744-753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9 제46권 제6호 M 연구논문
동원 NMC 몰리브덴광의 부유선별 

특성

박철현, 

전호석*, 

김병곤, 

김형석, 

한오형

754-760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9 제46권 제6호 M 연구논문
제지슬러지를 활용한 이산화탄소 

분해

고재철, 

한요셉*, 

한신호

761-766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9 제46권 제6호 M 연구논문
생활폐기물 소각 바닥재의 처리 

공정 특성 연구

엄남일*, 

한기천, 

유광석, 

김형석, 

안지환

767-775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0 제47권 제2호 M 연구논문

SPH-DEM 결합모델에 의한 고/액

시스템 내 2상간 상호작용의 

전산적 모델링

권지회*, 

조희찬
119-126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0 제47권 제2호 M 연구논문
석탄용매추출법의 석탄과 용매 

간 상호작용 및 영향인자 연구

김기홍, 

조희찬*, 

이시훈

133-138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0 제47권 제2호 M 연구논문
선탄경석을 지오폴리머의 원료로 

활용한 펠릿의 제조공정개발

이계승, 

송영준*
199-206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0 제47권 제2호 M 연구논문

고순도 양극동의 전해정련 및 

글로방전질량분석법에 의한 극미량

불순물 분석

최인혁, 

임재원, 

김민석, 

박경호, 

조   훈, 

권혁천, 

최국선*

207-213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0 제47권 제2호 M 해설
청정석탄개발 및 활용기술에 대한 

특허정보 분석

박종력, 

김병곤*, 

전호석, 

최홍일

21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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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0 제47권 제3호 M 연구논문

에어 젯 밀로 분쇄된 고미분말 

고로수쇄슬래그 혼합시멘트의 

수화특성

조진상, 

유영환, 

최문관, 

조계홍*, 

안지환, 

연구석

339-348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0 제47권 제3호 M 연구논문
해사 티탄철광으로부터 TiO2 합성 

및 광촉매 활성

김진수, 

한요셉, 

박재구*, 

신희영, 

문지웅

359-368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0 제47권 제3호 M 연구논문
폐주물사의 재생 및 선탄폐석을 

이용한 재생잔사의 처리

박종력, 

김병곤*, 

전호석, 

최홍일

383-390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0 제47권 제4호 M 연구논문
단양지역의 석회석 품위가 소성 및 

수화특성에 미치는 영향

조진상,

유영환, 

최문관, 

조계홍*, 

안지환, 

박진구

487-495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0 제47권 제4호 M 해설
시안생성미생물을 이용한 금 회수

기술 연구동향

Tran 

Dac Chi, 

유경근*, 

정진기, 

이재천

566-573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0 제47권 제5호 M 연구논문

Application of Grinding to 

Waste Material Processing: An 

Overview

Qiwu 

Zhang*, 

Junya 

Kano, 

Fumio 

Saito

585-592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0 제47권 제5호 M 기술보고

Review on Mechanical 

Recycling of End-of-Lif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s for Recovery of 

Metallic Components

Vinod 

Kumar, 

Jae-

chun 

Lee*, 

Jinki 

Jeong, 

Byung-

Su Kim

593-608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0 제47권 제5호 M 기술보고
폐차 슈레더처리로 발생하는 Al, 

Mg 스크랩의 자동선별기술

Shigeki 

Koyanaka* 
609-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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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0 제47권 제5호 M 해설 폐 LCD 재활용 기술 현황과 전망

홍현선*, 

이희민, 

공만식, 

강홍윤

619-627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0 제47권 제5호 M 연구논문
건식처리법을 이용한 유용금속 

고온회수기술

이병덕*, 

정훈제, 

백의현, 

홍성훈, 

한정환, 

유병돈, 

이재천

628-646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0 제47권 제5호 M 연구논문
초음파를 이용한 EVA(Ethylene 

Vinyl Acetate) 분해

김도형, 

김영진, 

이재령*

647-652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0 제47권 제5호 M 연구논문

폐플라스틱 재생복합소재의 기계적 

성질에 미치는 폴리머 첨가제의 

효과

김종민, 

이성규*, 

김건홍, 

조성수, 

홍현선

653-659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0 제47권 제5호 M 연구논문 몽골 Baganuur 석탄의 특성평가

이수정, 

박석환, 

배인국, 

권성원, 

신희영*

668-677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0 제47권 제6호 M 연구논문
금 부선에서 임펠러의 회전속도와 

압축공기 주입량에 따른 영향

강현호, 

신승한, 

홍종원, 

한오형*

844-851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0 제47권 제6호 M 연구논문
삼광광산 광미로부터 중금속 침출

제거에 관한 연구

이재령*, 

박제현, 

김영진

880-

888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1 제48권 제1호 M 연구논문
다단분쇄에 의한 몰리브덴광의 

부유선별 특성 연구

전호석, 

박철현*, 

한오형, 

김병곤, 

김진형

25-33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1 제48권 제1호 M 연구논문

광미를 활용하여 제조한 

메조포러스 실리카 SBA-15의 

기공구조

한요셉, 

김성민, 

전아현, 

박제현, 

박재구*

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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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1 제48권 제1호 M 연구논문
스카른 광석 볼밀 분쇄 산물의 단체

분리도 특성

최의규, 

이성훈, 

조상호, 

정수복, 

김영훈, 

박재구*

52-58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1 제48권 제3호 M 총설
도시광산 금속자원의 순환활용을 

위한 바이오 습식제련

이재천*, 

신도연, 

B.D. 

Pandey, 

유경근

383-395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1 제48권 제4호 M 연구논문

Tetramethylammonium 

Hydroxide Pentahydrate 

((CH3)4NOH·5H2O)를 이용한 

합성 이온교환 수지의 우라늄 

흡탈착 거동

박슬기, 

배종수, 

황인성, 

이진영, 

윤호성, 

김준수, 

한   춘*

473-482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1 제48권 제5호 M 연구논문
무기염이 방연석과 황철석의 

부유도에 미치는 영향

정문영*, 

이경용, 

문재운

623-630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1 제48권 제5호 M 연구논문

인상흑연의 품위향상을 위한 

Microbubble Column 부선 특성 

연구

홍종원, 

Jambal 

Davaasuren, 

박신웅, 

한오형*

631-638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1 제48권 제6호 M 연구논문
해남 천열수 금은 광석의 부유선별 

특성

한인규, 

안용준, 

지세정, 

배광현, 

김형석*

701-712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1 제48권 제6호 M 해설
심해저 광물자원의 물리적 선별

기술 연구동향

유경근, 

박홍기, 

이광석, 

윤치호*, 

강중석, 

권석기

82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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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학회지 1977 제14권 제4호 O 보문

지하인공균열내 지입된 다공층을

흐르는 비 Darcy 가스류에 관한 

연구 

고왕인 284-299

광산학회지 1979 제16권 제1호 O 보문
석유근원암의 속성작용에 관한 

연구 

권숙문, 

박홍봉, 

유환수, 

신방섭, 

김재형 

20-27

광산학회지 1979 제16권 제2호 O 해설 자연자원으로서의 지하수자원 한정상 166-168

광산학회지 1982 제19권 제2호 O 보문 지하인공균열내 가스와류 고왕인 83-94

광산학회지 1982 제19권 제2호 O 보문
영일산 Bentonite가 시추이수에

미치는 영향 

조성문, 

강대우, 

주석복 

95-101

광산학회지 1984 제21권 제4호 O 기술해설

Saving of Valuable Hydrocarbons 
When Applying Secondary and 
Terriary Oil Recovery Methods 
in the Oil and Gas Producing 
Industry

Paul B. 
Crawford

347-352

광산학회지 1985 제22권 제2호 O 보문
가스전 균열생산시 비다-시류의 

영향 
고왕인 107-121

광산학회지 1985 제22권 제2호 O 보문 부유생산개념의 도입과 전망 고왕인 122-132

광산학회지 1985 제22권 제4호 O 보문

Finite Element Approach to 
Determine the Effect of Rotation 
of the Drill Pipe on the Cuttings 
Transport Phenomena

Joe M. 
Kang

272-279

광산학회지 1986 제23권 제5호 O 보문
석유 굴착액의 가중물질 회수에

따른 유체특성적 연구 
강주명 345-354

광산학회지 1987 제24권 제6호 O 보문

시추작업시 전이거리 및

압력감소에 대한 굴착관의

회전효과에 관한 연구 

강주명, 

한경수
353-365

광산학회지 1988 제25권 제1호 O 해설
시추 작업에서 발생하는

압력감소와 전산해 
강주명 79-89

광산학회지 1988 제25권 제6호 O 보문
동심환체내 Bingham plastic

시추액의 유동에 관한 연구 

강주명, 

이준석
406-414

광산학회지 1989 제26권 제3호 O 보문

Non-Newtonian 유체 모델에 

의한 나선형 유동의 수치해석에 

관한 연구 

이재동, 

강주명
240-247

OilandGas, 석유공학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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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공학회지 1990 제27권 제2호 O 보문
국내 셰일층에 적합한 시추액의 

개발 

이근상, 

강주명, 

최재기

121-129

자원공학회지 1990 제27권 제3호 O 보문
유전 시추에 있어서 시추공의

궤도 예측에 관한 연구 
최원규 193-200

자원공학회지 1990 제27권 제3호 O 보문
유전 개발에 있어서 시추관에 작용하

는 Torque 와 Drag에 관한 연구 
최원규 201-207

자원공학회지 1990 제27권 제4호 O 보문
방향성 시추공의 편향제어에 관한 

수치해석적 연구 

강주명, 

최종근, 

한경수 

290-297

자원공학회지 1990 제27권 제5호 O 보문
데본기 셰일층에서 회귀선법해에 

의한 투수도 측정 
성원모 347-353

자원공학회지 1991 제28권 제2호 O 보문
습윤성 고려시 저류암의 물리적

전기적 특성의 상관도에 관한 연구 
전보현 133-140

자원공학회지 1991 제28권 제3호 O 보문

정확한 석유 생산의 예측을 위한

3차원 유한차분법 저류 수치 모델 

개발 

성원모 237-247

자원공학회지 1991 제28권 제5호 O 보문
저류층내 가스 유동의 비-Darcy 

계수의 결정방법에 관한 연구 

백문석, 

김재현, 

강주명

392-400

자원공학회지 1991 제28권 제5호 O 보문
3차원 정력한 BHA 모형에 관한

연구 

김기현, 

한경수, 

강주명 

401-410

자원공학회지 1991 제28권 제6호 O 보문

Simultaneous Solution 방법을

이용한 2차원, 3-Phase Coning

거동에 관한 연구 

정광석, 

김세준, 

강주명 

434-443

자원공학회지 1992 제29권 제4호 O 보문
석유부존가능 저류층의 암석물성 

연구 

허대기, 

김현태, 

이경희 

178-185

자원공학회지 1992 제29권 제6호 O 보문
가스정에 대한 형태곡선의

새로운 적용방법에 관한 연구 

이동성, 

김세준, 

강주명 

391-403

자원공학회지 1993 제30권 제1호 O 보문
수치해석 방법에 의한 저류암의

상대유체투과율 측정에 관한 연구 

성원모, 

최영진, 

허대기

1-10

자원공학회지 1993 제30권 제2호 O 보문
지표관측 비틈력을 이용한 지층시

추용이도에 관한 연구 

이진석, 

강주명, 

전용원 

147-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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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공학회지 1993 제30권 제3호 O 보문
지층 경계에서의 시추공 편향 모형

에 관한 이론적-수치해석적 고찰 

한경수, 

강주명
208-219

자원공학회지 1993 제30권 제5호 O 보문
저류층내 물리적 특성 인자들

간의 상관관계 
전보현 398-407

자원공학회지 1993 제30권 제5호 O 보문
지하비축기지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연구 

임종세, 

강주명 
408-416

자원공학회지 1993 제30권 제6호 O 보문
국내 지질에 적합한 수성억제

이수에 관한 연구 

심규철, 

강주명 
457-462

자원공학회지 1994 제31권 제3호 O 보문
국내 대륙붕 가스전의

생산능력시험 분석 

김만섭, 

전보현 
209-225

자원공학회지 1994 제31권 제3호 O 보문
국내 대륙붕의 코어분석을 이용한 

물리검층 해석 기법에 관한 연구 

전보현, 

허대기, 

정헌섭

226-234

자원공학회지 1994 제31권 제3호 O 보문

단열저류층에서 가스의 고속-

난류유동 영향하에 결정된

최적길이를 이용한 생산성분석에 

관한 연구 

성원모, 

유인항, 

김인기 

294-306

자원공학회지 1994 제31권 제5호 O 보문
초경질유 저류층에 적합한 전산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천영호, 

강주명 
457-465

자원공학회지 1994 제31권 제5호 O 보문

천이상태해석법과 준정상상태해석

법을 이용한 효율적 킬 수치모형에 

관한 연구 

감승일, 

강주명 
473-482

자원공학회지 1994 제31권 제6호 O 보문

보문 : CO2, N2 및 C7+ 성분이

함유된 오일의 효율적 상평형

계산을 위한 다단계

상거동전산모델의 개발 및 응용 

권오광, 

성원모 
493-501

자원공학회지 1995 제32권 제1호 O 보문
상대투과도 측정기의 설계,

제작·조립 

한정민, 

성원모
46-53

자원공학회지 1995 제32권 제2호 O 보문

시추공 주위환경 보정시

Newton 의 차분상 보간법을

이용한 물리검층 해석모델 

전보현, 

김만섭 
125-135

자원공학회지 1995 제32권 제2호 O 보문

Collage 이론에 근거한 3차원

프랙탈 저류모델의 개발, 

타당성 검증 및 활용 

김인기, 

김경식, 

성원모 

136-142

자원공학회지 1995 제32권 제2호 O 보문

HT-인공지능기법을 이용한 

유정·가스정 시험자료 해석모델의 

결정 

성원모, 

유인항 
14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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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공학회지 1995 제32권 제4호 O 보문
자동형태곡선중첩 모델을 이용한 

유정시험자료의 해석 

나승훈, 

박흥준, 

성원모 

286-292

자원공학회지 1995 제32권 제6호 O 보문

의사 3차원 수치모델을 이용한 

수압파쇄균열의 전파예측에 관한 

연구 

윤성식, 

강주명 
452-461

자원공학회지 1995 제32권 제6호 O 보문

이원공극 균열계에서의 3차원 유한

요소모델을 이용한 지하비축기지의 

수장막 해석기법에 관한 연구 

김세준, 

강주명 
478-491

자원공학회지 1995 제32권 제6호 O 보문

A Comparison of Theoretical 
Kill Sheet and Conventional Kill 
Sheet of Vertical, Directional, 
and Horizontal Wells

Jonggeun 
Choe

492-501

자원공학회지 1996 제33권 제1호 O 보문

가스 배관망의 비정상유동해석

모델의 개발 및 국내 경인지역의

배관망 분석 

박원준, 

이정환, 

유인항, 

성원모 

1-9

자원공학회지 1996 제33권 제1호 O 보문
지하저장공동 가스누출 방지조건에 

관한 실험적 고찰 

노정용, 

강주명 
23-32

자원공학회지 1996 제33권 제1호 O 보문
유전 및 가스전에서 투자위험도를 

고려한 경제성 평가 모델 

전보현, 

정헌섭
61-74

자원공학회지 1996 제33권 제5호 O 보문
수공법에서의 저류층간 교차흐름 

연구 

허대기, 

김현태 
391-397

자원공학회지 1996 제33권 제6호 O 보문
비정상유동법에 의한

상대유체투과율 측정 

이원석, 

허대기, 

성원모, 

김현태 

413-420

자원공학회지 1996 제33권 제6호 O 보문

Effects of Permeability 
Heterogeneity on the 
Performance of Closed 
Reservoirs Under 
Nonunidirectional Flow 
Condition 

Kun 
Sang 
Lee

453-459

자원공학회지 1997 제34권 제1호 O 보문
투과도자료의 프랙탈차원과 공간 

코드망에 의한 프랙탈특성 분석 

김인기, 

허대기, 

성원모

74-82

자원공학회지 1997 제34권 제1호 O 보문
Electrical Resistivity of Vugular 
Carbonate Porosity System

Wisup 
Bae

111-120

자원공학회지 1997 제34권 제1호 O 보문

Relating Geological Facies to 
Petrophysical Properties for 
Carbonates with Interparticle 
Porosity  

Wisup 
Bae

12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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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공학회지 1997 제34권 제2호 O 보문

A Succession of 
Pseudosteady-States Model 
for an Efficient Simulaion 
of Depletion Reservoirs 
Performance 

Kun 
Sang 
Lee

135-141

자원공학회지 1997 제34권 제2호 O 보문
The Effect of Solution Gas 
on the Development of CO2 
Miscibility 

Dae 
Gee 
Huh

161-167

자원공학회지 1997 제34권 제2호 O 보문
자연 균열저류층의 중력배수와 

모세관 연속성에 관한 연구 

이경희, 

허대기, 

김명균

175-180

자원공학회지 1997 제34권 제2호 O 보문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자동표준곡선중첩법에 의한

유정시험자료의 해석 

유인항, 

성원모
218-225

자원공학회지 1997 제34권 제4호 O 보문

불균질 저류층의 유체유동성

묘사를 위한 조건부 시뮬레이터의 

개발 및 활용 

김현태, 

박일래, 

허대기, 

성원모

405-413

자원공학회지 1997 제34권 제4호 O 보문

Modflow의 입력변수를 확장한

3차원 지하수 유동 시뮬레이션에 

관한 연구 

전보현, 

최용석
420-431

자원공학회지 1997 제34권 제4호 O 보문
유전 및 가스전 개발에서 무위험

자산을 고려한 포트폴리오 분석 

전보현, 

최정호
432-444

자원공학회지 1998 제35권 제1호 O 보문
가스-컨덴세이트 비정상 파이프라

인 모델의 개발 및 분석 

권오광, 

박용찬, 

허대기, 

성원모

30-36

자원공학회지 1998 제35권 제2호 O 보문

균열 평균간극의 삼승법칙에 편향

현상을 발생시키는 인자들에 관한 

연구 

조희제, 

강주명
107-115

자원공학회지 1998 제35권 제2호 O 보문
Reservoir Engineering Studies 
of Geopressured Geothermal 
Energy Resource 

Kun 
Sang 
Lee

131-136

자원공학회지 1998 제35권 제2호 O 보문

계면활성제를 이용한 불포화

지층에 포집된 저비중 비수용성

유기용매제거에 관한 실험적 연구 

송태을, 

강주명
165-176

자원공학회지 1998 제35권 제4호 O 보문

다변량 통계기법을 이용한

국내대륙붕 물리검층 자료로부터의 

암석물리학상 결정 

임종세, 

강주명, 

김정환

3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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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공학회지 1998 제35권 제5호 O 보문
압력펄스 감소방법을 이용한 치밀 

암석의 저투과율 측정 

김현태, 

허대기, 

김세준, 

성원모, 

장태헌

475-480

자원공학회지 1998 제35권 제6호 O 보문

유전자 알고리즘이 적용된 상 평형 

모델의 개발 및 탄화수소 혼합물의 

상 거동 분석 

서정규, 

권오광, 

성원모

547-553

자원공학회지 1999 제36권 제1호 O 보문
수평관에서의 고-액 혼합물의

유동 특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이원석, 

권오광, 

윤치호, 

권광수

84-90

자원공학회지 1999 제36권 제1호 O 보문
3차원 프랙탈 지하수 전산모델의 

개발 

전보현, 

최용석
103-112

자원공학회지 1999 제36권 제3호 O 보문
수평 유송관내 고-액 2상

혼합류의 비정상 유동효과 

김인기*, 

윤치호, 

허대기, 

강상수, 

성원모

195-205

자원공학회지 1999 제36권 제5호 O 보문

이원공극 저류전산모델을 활용한 

암반대수층 가스 저장시설의 생산

성분석 

박재현*, 

성원모
353-357

자원공학회지 1999 제36권 제5호 O 보문

지하암반층에서의 2상 천이유동

해석을 위한 Discrete Fracture 

Flow FEM 모델의 개발 및 응용 

나승훈*, 

성원모
366-374

자원공학회지 1999 제36권 제5호 O 기술보고

해저 유전 개발에 따른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과 수송 시 다상

유동 관련 문제점과 적용 기술 

장승룡* 381-387

자원공학회지 1999 제36권 제6호 O 보문
해양 Riserless 시추시스템의

킥 감지 기법 
최종근* 397-403

자원공학회지 1999 제36권 제6호 O 보문

BEM-양수시험 모델을 이용한 

Geometrically Complex Shaped 

Aquifer의 이방성 특성 결정 

이원석*, 

성원모, 

김현태

412-418

자원공학회지 1999 제36권 제6호 O 보문
시추비용 절감을 위한 20인치

케이싱 성략 공법 연구 

장광훈*, 

강복일, 

임종찬, 

류상수

43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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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공학회지 2000 제37권 제1호 O 보문
비압축성 원유의 고압용 모세관

점성도 측정장비 개선 

김현태*, 

허대기, 

김세준, 

김인기, 

성원모

45-52

자원공학회지 2000 제37권 제2호 O 보문
인공지능기법을 이용한

시추공간 상관관계 결정 

임종세*, 

강주명, 

김정환

132-137

자원공학회지 2000 제37권 제2호 O 보문
천이 유동시 다층저류층에 대한

단일층저류층으로의 모델링 방법 
류상수* 138-147

자원공학회지 2000 제37권 제4호 O 보문

지하비축기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주입수 유분 함량에 관한

실험적 고찰 

신승헌*, 

강주명, 

최종근, 

전석원

225-231

자원공학회지 2000 제37권 제5호 O 연구논문

Experimental Study on Fines 

Migration During Foam Flow in 

a Porous Medium

Seung 

Ihl 

Kam*

339-349

자원공학회지 2000 제37권 제5호 O 연구논문 석유 매장량의 분류체계 및 산출법 

류상수*, 

정태헌, 

김만섭, 

정창석

368-376

자원공학회지 2000 제37권 제6호 O 기술보고
해상 가스전의 효율적 개발을 위한 

공학적 검토에 관한 연구

류상수*, 

성원모
465-472

자원공학회지 2001 제38권 제1호 O 연구논문
프로그램과 하드웨어가 결합된 유

정제어 모델 
최종근* 1-8

자원공학회지 2001 제38권 제1호 O 연구논문
수공법 회수율에 미치는 균열 간극

분포의 영향에 관한 실험적 연구 
이재형* 35-41

자원공학회지 2001 제38권 제1호 O 연구논문

사용자 친화적 노달분석 모델의

개발 및 동해-1 가스전의 생산성 

분석 

김종현, 

류상수, 

성원모*

42-51

자원공학회지 2001 제38권 제2호 O 연구논문
압력펄스감소법을 이용한 인공귀열

코아의 절대투과도 측정실험 

김현태*, 

허대기, 

김인기, 

김세준, 

성원모

76-83

자원공학회지 2001 제38권 제2호 O 연구논문
국내 대륙붕 동해-1 가스전

개발사양선택에 관한 연구 

류상수*, 

선동수, 

권오광 

8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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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공학회지 2001 제38권 제3호 O 연구논문

경계요소 모델을 이용한 장기양수 

간섭시험 자료의 유사정상상태

결정 

이원석*, 

성원모, 

허대기, 

김세준

147-152

자원공학회지 2001 제38권 제3호 O 연구논문
유선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한

균열 내 오염물 이동 모사 

장민철*, 

최종근
202-210

자원공학회지 2001 제38권 제3호 O 연구논문

Multi-Well Analytical Solutions 

Using Perturbation in Radially 

Heterogeneous Reservoirs 

Sangsoo 

Ryou*
227-233

자원공학회지 2001 제38권 제4호 O 연구논문
가스전 생산성 분석 통합시스템 

개발 및 동해-1 가스전에의 적용 

성원모*, 

이희재, 

권순일, 

정창석, 

류상수, 

류기호

235-245

자원공학회지 2001 제38권 제4호 O 연구논문

지중 박테리아에 의한 클로깅

현상에 따른 스미기 상태 균열

암반의 유체투과율 감소에 관한

전산 연구 

한충용*, 

강주명, 

박형동

273-282

자원공학회지 2001 제38권 제4호 O 연구논문
표준곡선을 이용한 수평정 시험의 

압력 거동 분석 연구 

성원모*, 

박재현, 

손두기, 

김인기

283-291

자원공학회지 2001 제38권 제5호 O 연구논문
동해-1 가스 저류층에 대한

가스저장전 활용가능성 연구 

김만섭*, 

류상수
379-391

자원공학회지 2001 제38권 제6호 O 연구논문
지구통계적 불균질 투과도 필드

생성을 위한 생산 자료 역산 모델링 

이원석*, 

허대기, 

김인기, 

김현태, 

김세준, 

박희원

432-442

자원공학회지 2001 제38권 제6호 O 연구논문

동해-1 가스전 생산 최적화 및 가

압기 설치시기 분석을 위한 저류층 

-배관망 통합유동모델 활용 

권오광*, 

류상수, 

선동수 

472-481

자원공학회지 2001 제38권 제6호 O 기술논문
상호결합법을 이용한 시추공간

암석물리학상 상관관계 해석 
임종세* 494-500

자원공학회지 2002 제39권 제1호 O 연구논문
비균일 토양층의 증발 현상에

대한 수치 시뮬레이션 
이근상* 11-18

자원공학회지 2002 제39권 제3호 O 연구논문

다중저류층에서 수평정 시험의

압력자료에 대한 유동구간 분석

연구

박재현, 

손두기, 

성원모*

16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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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공학회지 2002 제39권 제4호 O 기술논문
사용자 중심의 시각화 상거동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이원석*, 

김인기, 

허대기, 

김현태, 

김세준, 

박희원

289-296

자원공학회지 2002 제39권 제5호 O 연구논문
고압 파이프라인에서 하이드레이트 

형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이정환*, 

백영순, 

성원모

352-359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3 제40권 제2호 O 연구논문
저류층의 불균질 물성분포 특성을 

고려한 경계요소 모델 개발 

이원석*, 

김현태, 

김세준, 

허대기

126-132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3 제40권 제3호 O 연구논문
다중 프랙탈 균열매질에서의

압력천이거동 분석 

박창협*, 

장일식, 

강주명, 

최종근

176-183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3 제40권 제3호 O 기술논문
사용자 중심의 매장량 평가 및

저류층 특성과 프로그램 개발 

기세일*, 

최종근, 

김세준, 

장민철

198-208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3 제40권 제4호 O 연구논문
인공신경망 해석 기법을 이용한

저류층 유체투과율 결정 
임종세* 232-238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3 제40권 제4호 O 연구논문

다공질암에서의 하이드레이트 해리

현상 규명을 위한 Electric Heating

법 실험장치 개발 및 응용 

성원모, 

강   현, 

이호섭*

258-263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3 제40권 제5호 O 연구논문

병렬처리 유전자 알고리즘을 적용

한 저류층 특성 역산모델 개발 및 

응용 

권순일, 

김현태, 

허대기, 

김세준, 

이원석, 

성원모*

321-328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3 제40권 제6호 O 연구논문
DST 자료에 대한 해석모델의 규명 

및 해석 

박재현, 

성원모*, 

남상호, 

류상수

409-419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4 제41권 제2호 O 연구논문
다공성 매질에서 주입류속에 따른 

메탄 하이드레이트 생성조건 

이재형*, 

김현태, 

허대기, 

류병재

11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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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4 제41권 제2호 O 연구논문
A Study on the Behavior of 
Deep Sea Mining Pipe and its 
Effect on Internal Flow

Yong 
Chan 
Park*,
Chi Ho 
Yoon,
Dong Kil 
Lee,
Seok Ki 
Kwon,
Won Mo 
Sung

130-138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4 제41권 제2호 O 해설 동북아시아 천연가스 사업 협력 
백문석*, 

조중호
175-185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4 제41권 제3호 O 연구논문
수리특성의 이력이 비포화 영역

내 물의 유동에 미치는 영향 
이근상* 187-193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4 제41권 제3호 O 연구논문
비포화 영역 내 휘발성 유기화합물 

증기의 전달 
이근상* 202-208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4 제41권 제3호 O 연구논문

다공질 매질에서 이산화탄소

하이드레이트 생성 및 해리에 관한 

실험적 연구 

안태웅*, 

이재형, 

강주명

209-217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4 제41권 제3호 O 연구논문

병렬 프로세서 연산 기법을 사용한 

완전 음역, 다성분 저류층

시뮬레이터에서의 물 주입정 및

석유 생산정 모사 

한충용*,

Kamy 

Sepehrnoori

242-252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4 제41권 제4호 O 연구논문

Application of 13C and 1H NMR 
Spectroscopy to the Study 
of Main Fraction's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Zuunbayan 
Oil, Mongolia

S. 
Adiya*, 
N. 
Erdene 

301-305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4 제41권 제5호 O 연구논문

지하수위 상에 위치한 잔류 TCE

오염원의 용해와 휘발로 인한 지반 

오염의 수치 모델링 

이근상* 364-372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4 제41권 제5호 O 연구논문
대수층 특성화를 위한 관측정 분포 

최적화 

박광원, 

최종근*
373-380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4 제41권 제6호 O 연구논문
Manufacture and Experimental 
Study of Hydraulic Lifting 
System with 30 m Height Scale 

Dong 
Kil Lee,
Chi Ho 
Yoon*,
Yong 
Chan 
Park,
Seok Ki 
Kwon,
Won Mo 
Sung

44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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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5 제42권 제2호 O 해설
저류층 시뮬레이션의 히스토리

매칭

이원석*, 

김세준, 

허대기

132-138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5 제42권 제3호 O 연구논문

비정규격자망 유선모사법을 이용한 

3차원 불균질 균열 저류층의 비정

상이동 해석  

박창협*, 

강주명
143-151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5 제42권 제3호 O 연구논문
다층연결구조 PNN을 이용한

다중정 천연가스 저류층 거동해석

박희준*, 

임종세, 

강주명

152-159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5 제42권 제3호 O 연구논문

초기 평가 단계 가스전의 개발

타당성 분석을 위한 생산최적화

연구 

김세준*, 

허대기, 

김현태, 

이원석, 

이재형

160-172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5 제42권 제3호 O 연구논문

검층자료로부터 저류층

유체투과율 추정을 위한 다항식

신경망 기법의 적용 

임종세*, 

박희준
173-179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5 제42권 제3호 O 해설
국내대륙붕 제6-1광구 동해-1

가스전 개발연혁
류상수* 199-205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5 제42권 제3호 O 해설 가스하이드레이트 기술개발 현황 허대기* 206-213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5 제42권 제4호 O 연구논문

Influence of Groundwater 
Quality on Hydrogeologic 
Characteristics of LPG Storage 
Cavern

Won-
Gyu 
Choi*

371-377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5 제42권 제5호 O 연구논문

수리지질학적으로 불균질한 매립

지반 내에서의 침출수 이동에 대한 

Monte-Carlo 시뮬레이션 

이근상* 437-444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5 제42권 제5호 O 기술보고
균열내 용질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한 수치적 민감도 분석 

이원석*, 

이재형, 

김세준, 

김현태, 

허대기

506-512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6 제43권 제2호 O 연구논문

Experimental Study of Solid-
Liquid Two-Phase Flow in 
Hydraulic Pumping System of 
30m High

Dong-
Kil Lee, 
Chi-Ho 
Yoon*, 
Won-
Mo 
Sung

128-133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6 제43권 제2호 O 연구논문
앙상블 칼만필터를 이용한 실시간 

수공법 저류층 특성화 

박광원, 

신용덕, 

최종근*

143-150



774  · · The Korean Society of Mineral and Energy Resources Engineers 50th Anniversary

학회지 연도 권호 Code 구분 제 목 저 자 Page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6 제43권 제3호 O 연구논문

Numerical Study on Three-
Dimensional Solid-Liquid Flow 
for the Optimum Design of 
Lifting Pump

Dong-
Kil 
Lee*, 
Won-
Mo 
Sung

206-212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6 제43권 제3호 O 연구논문
지하수위 영향 하의 비포화 토양층

을 통한 유기 용매의 이류 이동
이근상* 224-230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6 제43권 제4호 O 연구논문

심부피압대염수층에의

이산화탄소 격리에 대한 해석적

연구

손혜윤, 

권순일, 

성원모*

275-281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6 제43권 제4호 O 연구논문

대수층이 존재하는 가수저류층의 

생산성 거동에 대한 시뮬레이션

연구

이원석*, 

김세준, 

남상호

282-292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6 제43권 제4호 O 연구논문
안쪽축이 회전하는 환형관내 

Vortex 유동장의 천이유동연구

김영주, 

윤치호*, 

박용찬, 

이동길, 

권석기

293-300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6 제43권 제5호 O 연구논문
Significance of Foam 
Catastrophe in Shallow 
Subsurface Applications

Seung 
Ihl Kam, 
Jonggeun 
Choe*

499-508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6 제43권 제5호 O 연구논문

수평 생산정 수공법 저류층 시뮬레

이션의 포화도 함수 끝점 스케일링 

연구

김세준*, 

이원석, 

김현태, 

이재형

509-522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6 제43권 제6호 O 해설 중국 하이라분지의 석유지질

고재홍*, 

장강석, 

손진담, 

김현태

641-656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7 제44권 제2호 O 해설 베트남 유전 개발의 현황과 전망 박세진* 177-184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7 제44권 제3호 O 연구논문

수리전도도(K)-분배계수(Kd)의 연

관관계가 불균질 지반 내 흡착성 오

염물의 이동에 미치는 영향

이근상* 228-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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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7 제44권 제4호 O 연구논문
A Study on Flow Analysis of 
Lifting Pump and Flexible Hose 
for Sea-Test

Chi-Ho 
Yoon*, 
Yong-
Chan 
Park, 
Young-
Ju Kim,
Jong-
Myung 
Park, 
Seok-ki 
Kwon

308-313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7 제44권 제4호 O 해설
러시아 티만-페초라 분지의

석유지질

고재홍*, 

이은영
342-356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7 제44권 제5호 O 연구논문

Modflow와 연동 가능한 유선시뮬

레이션 기반의 다수 오염원

용질거동 모델링

임정택, 

정승필, 

기세일, 

김용제, 

최종근*

357-363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7 제44권 제5호 O 연구논문

Vortex Flow Study on the Non-
Newtonian Fluids in Concentric 
Annulus with Rotating Inner 
Shaft

Young 
Ju Kim*,
Chi Ho 
Yoon,
Nam Sub 
Woo,
Young 
Kyu 
Hwang, 
Yong 
Chan 
Park,
Jong 
Myung 
Park,
Seok Ki 
Kwon

376-382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7 제44권 제5호 O 연구논문

물리 검층 자료를 이용한

와이오밍주 침니 뷰트 필드 내 치밀 

가스 저류층의 암석 물성 규명 연구

손혜라*, 

이원석, 

김현태

418-427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7 제44권 제5호 O 해설
미국 텍사스 주 포트워스 분지의

바넷 셰일 가스 시스템
고재홍* 455-473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7 제44권 제6호 O 해설
한반도 주변 해양의 이산화탄소

지중 처분 가능성

유동근, 

김길영*, 

박용찬, 

허대기, 

윤치호

572-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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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8 제45권 제1호 O 연구논문
고-액 혼합유체의 Slim Hole 환형

관내 유동특성에 관한 연구

우남섭, 

김영주*, 

황영규, 

윤치호, 

한상목, 

이동길, 

박종명, 

박용찬

8-17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8 제45권 제2호 O 연구논문
연속 운전 방식의 대수층 축열

시스템에 대한 수치 모델링

이근상*, 

정상진
157-163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8 제45권 제2호 O 연구논문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해리로 인한 

해저사면의 붕괴에 관한 연구
박성식* 164-173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8 제45권 제4호 O 연구논문

국내 대륙붕 고래 V 구조

대염수층에의 CO2 저장 타당성

분석 연구

이영수, 

박용찬, 

권순일, 

성원모*

381-393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8 제45권 제4호 O 해설
예멘 홍해 및 아덴만 해역의

석유지질

고재홍*, 

윤준일, 

이원표

412-431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8 제45권 제5호 O 연구논문
폴리머 공법에 의한 유동도 제어

프로세스의 수치 시뮬레이션
이근상* 433-440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8 제45권 제5호 O 연구논문
흑산분지 내 천연가스 탐지를 위한 

3차원 탄성파 탐사자료 AVO 분석

정부흥*, 

이호영
484-494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8 제45권 제6호 O 연구논문
비주얼 통계적-2상유동 생산감퇴

곡선 분석 모델 개발 및 응용

이영수, 

최진희, 

최해원, 

배재유, 

장일식, 

김지영, 

성원모*

610-619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8 제45권 제6호 O 연구논문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석유 회수증

진 기법 선정 연구

이종용, 

임종세*
719-726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8 제45권 제6호 O 기술보고
양광 시스템내 스크류피더

최적설계 연구

김영주, 

한상목, 

황영규, 

윤치호*

727-733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9 제46권 제1호 O 연구논문
확률적 민감도분석을 이용한 역산

모델링

기세일, 

정훈영, 

최종근*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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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9 제46권 제1호 O 연구논문

물-CO2-탄화수소 혼합물간의 상

거동 해석을 위한 CPA 상평형 모

델 개발

하세훈, 

이영수, 

이태훈, 

권순일, 

성원모*

28-35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9 제46권 제1호 O 연구논문
평균-회귀 유가예측과 몬테카를로 

기법에 의한 최적참여지분결정

박창협*, 

강주명, 

이호영

61-71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9 제46권 제1호 O 연구논문

다공성 매질에서 가스하이드레이트 

치환생산기법 이용 시 배가스 주입

유속 효과에 대한 실험적 연구

이동건, 

이주용, 

이재형* 

79-86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9 제46권 제1호 O 해설

천연가스 지하저장 및

고갈가스전의 지하저장시설 활용에 

대한 고찰

이정환*, 

한정민, 

신창훈, 

안승희, 

이영수, 

성원모

114-124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9 제46권 제2호 O 연구논문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SAGD 증기

주입압력 최적화

감동재*, 

민배현, 

정성훈, 

박창협, 

강주명, 

김지영, 

장일식, 

최영락

143-150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9 제46권 제2호 O 연구논문

코일튜빙을 이용한 시추작업에서 

버클링현상을 고려한 시추궤도

최적화

이민우, 

정훈영, 

임정택, 

Hyundon 

Shin,

최종근*

160-170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9 제46권 제2호 O 연구논문

가스하이드레이트 냉동기 응용을 

위한 하이드레이트 상평형 및

포집률 변이에 관한 연구

임준혁, 

이윤제, 

한규원, 

윤지호*

171-181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9 제46권 제2호 O 연구논문
시추깊이와 총비용의 시대에 따른 

변화 연구

이경북, 

최종근*
182-189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9 제46권 제2호 O 기술보고 한국의 석유자원 분류체계 제안 허대기* 263-271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9 제46권 제3호 O 연구논문
사각균열 형태의 3차원 개별균열망 

생성모델 개발

서준우, 

이태훈, 

이영수, 

성원모, 

이정환*

279-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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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9 제46권 제3호 O 연구논문

해저모방반사면(BSR)을 이용한

하이드레이트 퇴적층 분류체계

분석 연구

성원모, 

왕지훈, 

박정균, 

이정환, 

임종세*

300-309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9 제46권 제3호 O 기술보고
가스하이드레이트 생산기술

개발현황 및 미래전망
이정환* 387-386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9 제46권 제4호 O 연구논문

방향성 시추를 위한 코일튜빙의

분포하중 및 헬리컬버클링 하중

변화 

김창수, 

김현태*, 

이대성

409-423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9 제46권 제4호 O 연구논문
퍼지군집분석을 이용한

암석물리학상 추정 연구

유현종, 

임종세*, 

김세준

424-430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9 제46권 제4호 O 연구논문
상대투과도 규명을 위한 메모리분

산 병렬처리 GA 역산 모델 개발

권순일, 

황상훈, 

장영호, 

허대기, 

이원석*

431-439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9 제46권 제4호 O 연구논문
미고결 퇴적물의 상대유체투과도 

및 젖음성 측정을 위한 실험적 연구

정태문, 

배위섭*
440-452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9 제46권 제4호 O 연구논문

유선시뮬레이션 조력

앙상블칼만필터를 이용한

히스토리매칭의 수치안정성 개선

정승필, 

최종근*
453-465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9 제46권 제4호 O 연구논문

탄산염암 중질유전의 열주입

생산거동 예측을 위한

변수민감도 분석

이원석*, 

이영수, 

성원모

466-473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9 제46권 제4호 O 연구논문

복수 제한 조건 하의 층상

불균질 저류층에 대한 5점 패턴

폴리머 공법의 평가

이근상* 474-481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9 제46권 제4호 O 연구논문
다중 저류층의 층별 생산량 규명

연구

이영수, 

김기홍, 

권순일, 

황상훈, 

서준우, 

이태훈, 

설창현, 

성원모*

482-489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9 제46권 제4호 O 해설

에너지자원으로서의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가능성 및 

가치

이정환*, 

박승수, 

주우성, 

신창훈, 

이영수

490-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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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9 제46권 제4호 O 총설
국내 석유자원량 분류체계의

표준화

성원모*, 

김세준, 

이근상, 

임종세

498-508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9 제46권 제5호 O 해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북동부의 석유지질

고재홍*, 

이윤희
646-677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9 제46권 제6호 O 연구논문

2차원 수평균열자료와 1차원 FMI 

공검층 수직균열자료를 통합 적용

한 3차원 개별균열망 모델 연구

이영수, 

박정균, 

서준우, 

김기홍, 

성원모*

711-720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9 제46권 제6호 O 해설
러시아 동 시베리아 대지의

석유지질
고재홍* 809-833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9 제46권 제6호 O 해설

원유의 생산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펌프종류, 장단점, 설계에 관한

조사

임준석, 

손채훈, 

배위섭*, 

김덕수, 

구영하, 

전상규

834-841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0 제47권 제1호 O 연구논문
압축공기저장시설의 국내적용을

위한 지하공동의 기밀성 분석

박완문, 

이경북, 

정훈영, 

송원경, 

류동우, 

김형목, 

최종근*

17-25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0 제47권 제1호 O 연구논문

울릉분지 1차 시추공 자료를 이용한 

가스하이드레이트 퇴적층 물성

예측

서광원, 

임종세*, 

이재형

70-80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0 제47권 제1호 O 기술보고

지능형기법을 이용한 암석물리학상 

결정을 위한 사용자 친화적 소프트

웨어 개발

서광원, 

임종세*, 

김세준

91-98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0 제47권 제2호 O 연구논문
서포트 벡터머신을 이용한

탄산염암 저류층에서의 암상 예측

서광원, 

임종세*
127-132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0 제47권 제2호 O 연구논문

다격자유량보정과 유선기반

격자생성법을 결합한 불균질

저류층 업스케일링 기법

김장학, 

박창협*, 

강주명

168-176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0 제47권 제2호 O 연구논문

입자결합모델을 이용한

하이드레이트 함유 지층의

공벽안정성 분석

류정현, 

이경재, 

박장준, 

최종근*

19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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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0 제47권 제2호 O 해설
아제르바이잔 남카스피해 분지의 

석유지질

양우헌, 

황인걸*, 

김현태

222-236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0 제47권 제3호 O 연구논문
폴리머 공법 프로세스에 대한

수평 주입정 및 생산정의 적용
이근상* 283-290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0 제47권 제3호 O 연구논문
화학 증진회수법의 적용에 따른

저류층의 생산성 비교
이근상* 291-299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0 제47권 제4호 O 연구논문

컨덴세이트 저류층의 지하저장시설 

활용 해석에 대한 다성분

시뮬레이션과 블랙오일

시뮬레이션의 특성 비교 연구

신창훈, 

이정환*
549-556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0 제47권 제5호 O 연구논문
다중정 개별 생산거동 예측을 위한 

다목적함수 기반 히스토리 매칭

한유미, 

박창협*, 

강주명

660-667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0 제47권 제5호 O 기술보고
가스전 회수증진 기술 동향 및 적용

사례

임종세*, 

서광원, 

이선아, 

이정환, 

안승희, 

신창훈

798-808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0 제47권 제5호 O 해설
육상 석유 심부시추 기술 동향 및 

적용사례

임종세*, 

강판상, 

김현태

809-821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0 제47권 제6호 O 연구논문
고래 V 구조내 대염수층에 노달분

석을 통한 CO2 주입 최적 설계

장영호, 

김기홍, 

성원모*

862-870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0 제47권 제6호 O 기술보고
국내 동해 가스하이드레이트 시추

작업의 기술적 고찰

이준석*, 

황철욱, 

김재웅, 

장광훈

948-955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0 제47권 제6호 O 해설
러시아 극동 오호츠크 해 지역의

석유지질
고재홍* 956-974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0 제47권 제6호 O 총설
차세대 에너지시대 진입을 위한

비재래 에너지 자원

허대기*, 

이재형
975-984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1 제48권 제2호 O 연구논문

슬러그 사이즈 및 WAG 비율이 

CO2주입에 의한 오일 회수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적 고찰

차지홍*, 

전보현
178-189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1 제48권 제2호 O 연구논문

석유회수증진을 위한 pH 민감성

폴리머의 인공신경망 점도 모델

개발

강판상, 

임종세*
19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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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1 제48권 제2호 O 연구논문

물리검층 및 코어분석 자료를

이용한 캐나다 Leismer Field

오일샌드 저류층 물성 추정 연구

이동건, 

임종세*
199-210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1 제48권 제2호 O 해설
자연균열 저류층 특성화를 위한

현장 분석기술

이원석*, 

김현태
211-225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1 제48권 제3호 O 해설
마르셀러스 셰일의 지질학적 특징 

및 셰일가스 개발전략

김용식, 

황인걸*, 

김현태, 

이현석, 

이대성

371-382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1 제48권 제4호 O 기술보고
수압파쇄 생산정에서 유정시험을 

통한 사후 평가
정승필* 493-498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1 제48권 제4호 O 해설 북극 바렌츠 해 지역의 석유지질 고재홍* 499-523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1 제48권 제4호 O 총설
비전통 가스자원 및 한국가스공사

의 사업 현황
백문석* 524-538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1 제48권 제5호 O 기술보고
수공법 적용 시 불균질 다층 석유

저류층의 회수율 평가

신창훈, 

이영수, 

백영순, 

이정환*

639-647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1 제48권 제5호 O 기술보고

카자흐스탄 South Karpovsky

광구 UK-1 탐사정 시추작업에 

대한 기술적 고찰

이도행, 

조보규, 

배재연, 

이준석*, 

장광훈, 

류상수

648-656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1 제48권 제6호 O 연구논문

시추공 분석 자료를 이용한 캐나다 

Leismer Field 오일샌드 저류층의 

3차원 지구통계학적 모델링

이동건, 

서광원, 

임종세*

687-700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1 제48권 제6호 O 연구논문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서 CO2공법 

적용 시 CCS의 경제성 연구

나익환, 

전보현*
786-793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1 제48권 제6호 O 기술보고 석유회수증진분야의 나노기술 활용

유재훈, 

박창협*, 

김현태

794-801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1 제48권 제6호 O 기술보고

예멘 4광구 WA-1001BX, Alm-

1001BX 탐사정 시추작업에 대한

기술적 고찰

최성민, 

김재훈, 

박병관*, 

배재연, 

장광훈, 

최재원

80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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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학회지 1967 제4권 제2호 E 해설
광업에 있어서 투자기준의 설정 및 

그 적용문제 
김형기 141-151

광산학회지 1973 제10권 제1호 E 해설
조광권제도에 관한 고찰

(광업법 개정법률의 해설을 겸하여) 
이창규 42-47

광산학회지 1979 제16권 제3호 E 보문
폴리머 플러딩에 의한 원유회수의 

실험연구 

최규용, 

이현구
205-211

광산학회지 1984 제21권 제2호 E 보문 새로운 광산개발시의 투자분석 
김순창, 

주석복 
132-137

광산학회지 1989 제26권 제2호 E 보문
자본예산문제의 효율적인 해법에 

관한 연구 

김태유, 

김태웅 
59-65

광산학회지 1989 제26권 제2호 E 해설
국내 석유개발 기술 발전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언 
강주명 153-159

자원공학회지 1989 제26권 제4호 E 보문
국내 석탄의 경쟁력 한계설정을 

위한 연구 

김태유, 

오형식
303-309

자원공학회지 1990 제27권 제2호 E 보문 에너지-자본의 보완성 연구 
김태유, 

민철구 
114-120

자원공학회지 1991 제28권 제1호 E 보문
분해원리를 이용한 발전소

입지선정에 관한 연구 

최영남, 

민철구, 

김태유

54-63

자원공학회지 1992 제29권 제4호 E 보문
천연가스 공급배관망 최적화에

관한 연구 

오경준, 

김태유, 

김태웅

186-190

자원공학회지 1992 제29권 제6호 E 보문 에너지·자원기술개발의 파급효과 최기련 335-341

자원공학회지 1992 제29권 제6호 E 보문
수급 최적화 모형에 의한 에너지

정책 방향 연구 
민철구 342-346

자원공학회지 1994 제31권 제5호 E 해설 지하수법령 해설 강장신 491-492

자원공학회지 1995 제32권 제4호 E 보문
교통부문의 휘발유 / 승용차 수요

모형 개발 및 정책 연구 

김태유, 

김연배 
322-332

자원공학회지 1996 제33권 제5호 E 보문
국내 대륙붕 석유개발사업의

효율성 분석 
이복재 398-411

자원공학회지 1996 제33권 제6호 E 보문
우리나라의 해외 석유개발사업

문제점 분석 
이복재 466-483

자원공학회지 1998 제35권 제1호 E 보문

Short-Run Analysis of Market 
Shocks to Energy Prices: A 
Case of the U.S. Petroleum 
Refining Industry

Eunn 
Yeong 
Heo

96-102

Economy & Policy, 자원경제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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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공학회지 1998 제35권 제2호 E 보문
국내 천연가스산업의 규모의

경제에 관한 분석 

신성윤, 

이정동, 

김태유, 

허은녕

137-142

자원공학회지 1998 제35권 제2호 E 보문
국내 전력 수요의 장·단기 탄력성 

추정 

이종수, 

허은녕
149-156

자원공학회지 1998 제35권 제2호 E 보문
전력 및 천연가스산업의 민영화 타

당성에 관한 시스템공학적 고찰 

이세준, 

김태유
184-192

자원공학회지 2002 제39권 제4호 E 연구논문
국내 CO2 배출량 변화요인에 대한 

구조분해분석

박준영, 

허은녕*
273-282

자원공학회지 2002 제39권 제6호 E 연구논문
Kremers ECM 모형을 이용한 국내 

유연탄 수요모형 연구

유창석, 

허은녕*
434-441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3 제40권 제1호 E 연구논문
국내 석유제품가격의 구조변화분석 

및 비대칭 분석

오선아, 

엄성원, 

허은녕*

40-47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3 제40권 제1호 E 해설
해외유전개발사업의 경제성 분석 

및 회계·계약구조
천영호* 58-68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3 제40권 제2호 E 연구논문
에너지기술체계도를 활용한 분야별 

에너지 절약기술개발사업 성과분석 

배위섭, 

이영수, 

허은녕*

78-88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3 제40권 제4호 E 기술논문
에너지절약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전문가 인식분석 

배위섭*, 

조용성
274-283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3 제40권 제4호 E 해설
우리나라의 기후변화협약 대응정책 

및 에너지절약시책 
강윤영* 291-298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4 제41권 제2호 E 연구논문
국내 중소기업의 환경경영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정혜철, 

이근상*
103-110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4 제41권 제3호 E 해설 원전수거물관리사업 추진 개요 장근무* 260-264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4 제41권 제5호 E 해설

『전지구적 지구관측시스템들의

시스템(GEOSS)』 구축을 통한 지구 

환경변화 대비 및 지속가능 발전

동향 

김성용* 418-423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5 제42권 제2호 E 연구논문
ASEAN 국가에서의 전력소비와

경제성장에 관한 실증분석

유승훈*, 

정군오
121-131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5 제42권 제3호 E 기술논문
해외석유개발사업의 문제점 및

정책방향
이철규* 191-198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5 제42권 제3호 E 연구논문

국제원유가격변동에 따른 석유제품

소비자가격의 비대칭성에 관한

국제비교

오선아, 

허은녕*
22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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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5 제42권 제4호 E 해설
급변하는 석탄시장

(국내·외 유연탄 수급현황) 
이무녕* 249-263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5 제42권 제4호 E 해설 우라늄 광상 및 개발 정민수* 264-279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5 제42권 제4호 E 연구논문
지열자원 활용에 대한 사적, 

공공적 관점에서의 비용편익분석

안은영*, 

김성용, 

송윤호

318-329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5 제42권 제6호 E 기술논문
한국의 원자력발전설비수출 가능성

연구 

배위섭*, 

임채영, 

김윤경

653-661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5 제42권 제6호 E 해설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극대화를

위한 고급인재교육 방안 연구 

성원모, 

이철규, 

배위섭, 

김현태, 

허은녕*

662-672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6 제43권 제1호 E 연구논문

영국지질조사소의 정량적 가치

평가기법을 적용한 국내 지질도

(1/50,000)의 비용편익분석 연구

김대형*, 

이경한, 

김지환, 

안은영

13-24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6 제43권 제1호 E 해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김대형* 91-96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6 제43권 제2호 E 해설
순환형 자원관리를 위한

방법론으로서의 물질흐름분석 

김유정, 

김성용*, 

김인숙

168-174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6 제43권 제4호 E 해설
『국가 에너지·자원 기술개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황규철, 

김수경, 

원장묵*

369-377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6 제43권 제6호 E 연구논문
중국의 석유 수입과 국제원유가격 

변동의 인과관계 분석

김진수, 

김연배*, 

허은녕

551-559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6 제43권 제6호 E 연구논문
천연가스 지하공동 비축시스템의 

경제적 효과 분석

안은영*, 

정소걸
615-623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7 제44권 제1호 E 기술논문
일본 광물자원 물질흐름 분석

활동에 대한 평가

김성용*, 

김유정
71-81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7 제44권 제2호 E 연구논문
생분해성 종량제봉투 품질개선의 

가치 추정 연구

임소영, 

김연배, 

허은녕*

107-117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7 제44권 제2호 E 기술논문

우리나라의 수출산업으로서의

원자력발전과 아시아시장에 대한 

분석 연구

김지환*, 

김윤경
159-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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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7 제44권 제2호 E 해설 광물자원개발의 현황과 정책방향 조영태* 185-190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7 제44권 제3호 E 기술논문

10호미만 도서·벽지지역의

전기공급 정책방향과

신·재생에너지 보급과제

배위섭*, 

최성호, 

허은녕

252-261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7 제44권 제3호 E 해설 자원개발 핵심기술 지도 수립

김성용*, 

이재욱, 

이옥선, 

안은영, 

박병원, 

황기하

269-283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7 제44권 제6호 E 총설
침강성 탄산칼슘 제조기술의

특허 동향분석

이재욱*, 

김성용
562-571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7 제44권 제6호 E 해설
『국내광업발전기본계획

(2007-2016)』추진과 주요 내용

김대형*, 

이경한, 

이현복, 

김지환

586-592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8 제45권 제2호 E 연구논문
주요 분해분석 방법론을 이용한 

에너지유 소비 변화 분석

김화영*, 

김지효
91-100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8 제45권 제2호 E 연구논문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융자

제도중 특별부담금의 적정성 연구
이철규* 101-111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8 제45권 제2호 E 연구논문
에너지안보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기업 지원기관 구축 방안 연구

김윤경*, 

김대형, 

김현태, 

이철규, 

허은녕, 

조영아

112-121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8 제45권 제2호 E 기술논문

물질흐름계정(Material Flow 

Accounts)의 유용성 및 해외

동향 조사 연구

김지환*, 

김윤경
122-129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8 제45권 제2호 E 기술논문
석유개발기업들의 M&A 행동에

대한 분석 연구
김윤경* 130-139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8 제45권 제2호 E 해설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김대형*, 

김지환, 

이현복

140-149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8 제45권 제2호 E 해설
자원개발 인력양성을 위한

시스템 개발

변중무*, 

이철규, 

김대형, 

김현태, 

배위섭, 

백환조, 

전석원, 

최종근

146-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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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8 제45권 제3호 E 해설
국가지질조사 및 자원탐사

프로그램 중장기 기획 연구

이재욱, 

이옥선, 

김성용*

283-292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8 제45권 제4호 E 연구논문
미활용에너지의 경제적 효과 및

보급지원방안 연구

안형준, 

백성권, 

허은녕*

305-314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8 제45권 제4호 E 기술논문

식물유지를 이용한 바이오연료에 

대한 아시아의 공급잠재력과

정부의 역할 연구

김윤경* 344-353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8 제45권 제4호 E 연구논문 도시가스산업의 산업파급효과 분석
허재용, 

유승훈*
360-369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8 제45권 제4호 E 기술논문

Investigation of Factors 
Influencing the Determination 
of Discount Rate in the 
Economic Evaluation of Mineral 
Development Projects

Sang-
Jeong 
Park*

394-404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8 제45권 제5호 E 연구논문
몽고 울란바타르시 대기오염 저감

을 위한 난방방식개선에 관한 연구
김봉섭* 448-462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8 제45권 제5호 E 연구논문

최적인적자본모형을 이용한 국내 

가스하이드레이트 R&D사업의

인력양성효과 추정에 관한 연구

허은녕*, 

이유아, 

김진수

516-525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8 제45권 제5호 E 해설
에너지 수급 자료분석을 통한

북한의 에너지부족 현황 분석

김화영, 

김지효, 

허은녕*

567-577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9 제46권 제1호 E 연구논문

지질정보 공급자를 대상으로 한 

AHP 분석을 통한 지질주제도 및 

지질정보 가치평가 연구

김대형, 

김지환*, 

김진수, 

허은녕

72-78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9 제46권 제1호 E 기술논문

2000년 이후의 국제광물자원개발

기업들의 M&A 행동에 대한 분석 

연구

김윤경* 87-96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9 제46권 제2호 E 총설 2009년도 해외자원개발 추진전략 한교형* 272-277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9 제46권 제3호 E 연구논문
동북아지역 전력계통 연계의 효과

분석

김현제, 

조성한*
310-321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9 제46권 제3호 E 연구논문
에너지가격 측면에서 살펴 본

산업용 도시가스와 전력수요
김수덕* 379-386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9 제46권 제5호 E 기술논문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정책으로

서의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

(RPS)와 발전차액지원제도(FIT)의 

비교연구

김현제, 

김윤경*
625-634



 787

한국자원공학회

50th Anniversary
1962~2012

학회지 연도 권호 Code 구분 제 목 저 자 Page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9 제46권 제5호 E 총설
국내 자원산업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오종기*, 

김재욱, 

강희태, 

김동기, 

이경한, 

유상희

678-690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09 제46권 제6호 E 기술논문

국내 금, 은, 동, 연, 아연 다중금속

광산의 생산규모 및 산출 유형 빈도

(1954~2006년)

이경한* 796-808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0 제47권 제1호 E 연구논문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2020년과 

2030년의 우리나라의 우라늄

수요 전망

김윤경* 26-30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0 제47권 제2호 E 총설
광업분야에서의 지속가능개발 정책 

동향 및 시사점

이경한, 

김대형*
237-243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0 제47권 제3호 E 연구논문

인공 지열 저류층 생성 기술을

이용한 국내 지열발전 pilot plant

규모 추정

송윤호* 245-253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0 제47권 제3호 E 연구논문

신재생에너지 발전 차액지원과

의무비율할당을 고려한 국내 인공

저류층 생성

안은영*, 

송윤호
254-266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0 제47권 제3호 E 기술논문

GETEM 모델을 이용한 석모도

지역 지열발전의 경제적 가능성

평가

정지복, 

이태종, 

송윤호, 

안은영*

267-276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0 제47권 제3호 E 연구논문
지열에너지자원 활용의 통계작성 

및 파급효과 산출방안

송윤호, 

허은녕*
277-282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0 제47권 제3호 E 연구논문
MARKAL 모형을 통한 철강산업의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분석

안윤기, 

허재용*, 

진윤정

312-323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0 제47권 제4호 E 연구논문

에너지 안보의 강화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자원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화

김윤경*, 

김현제
407-414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0 제47권 제4호 E 연구논문
석유자급도 분류에 따른

유가상승과 경제성장의 관계 연구
김지환* 415-422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0 제47권 제4호 E 연구논문
국제원유가격과 금속자원가격변동

의 인과관계 분석
김진수* 423-432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0 제47권 제4호 E 연구논문 비철금속 시장의 효율성 검정 연구
오선아*, 

이슬기
433-439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0 제47권 제4호 E 연구논문
비대칭정보 이론을 적용한

성공불융자제도의 효율성 평가

김지효*, 

허은녕
44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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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0 제47권 제4호 E 연구논문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성공불융자의 효과성 분석

조영아, 

이원경*
450-456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0 제47권 제4호 E 연구논문

에너지안보의 긍정적 외부효과를 

고려한 프랑스와 독일의 석유

개발기업 지원정책 연구

오경수, 

김해미*, 

원두환

457-463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0 제47권 제4호 E 기술논문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 국제

동향과 특허 분석

김대형, 

이재욱*
464-474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0 제47권 제4호 E 총설
자원개발 특성화대학 자원경제학 

교과목 표준형 구성과 내용

허은녕*, 

김대형, 

이세준, 

김윤경, 

오선아, 

김진수

475-479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0 제47권 제5호 E 연구논문
석유 공급 교란을 통한 석유 비축 

수준 평가

안은영*, 

이기훈
705-722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0 제47권 제6호 E 연구논문
균등화 원가에 의한 원자력수소

생산의 경제성 분석
조성한* 918-926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1 제48권 제1호 E 연구논문

2008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우라늄 가격 상승의 물가 변화에

대한 영향 분석

김윤경*, 

김지환, 

허은녕

59-66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1 제48권 제1호 E 연구논문

자료포락분석법을 적용한 한국과 

일본의 광역경제권 단위에서

에너지 효율성 분석

구자열, 

김수덕*
79-88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1 제48권 제2호 E 연구논문
폐광산 광해방지사업의 공익적

가치 추정

유승훈, 

이주석*, 

곽소윤, 

어승섭

127-136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1 제48권 제2호 E 연구논문

Fuzzy AHP 방법을 이용한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의 가치 

속성 및 가중치 산정 연구

이유아, 

김진수, 

허은녕*

155-164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1 제48권 제3호 E 연구논문
탐사단계 자원개발 프로젝트의

실물옵션 가치평가 모형연구 

유창석, 

김종남, 

허은녕*

255-267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1 제48권 제5호 E 총설
국내 광업법의 변천과 개정

광업법에 관한 법제적 고찰

김대형*, 

이경한
657-661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1 제48권 제6호 E 연구논문 한국의 물질흐름계정 산정 김유정* 723-733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1 제48권 제6호 E 연구논문
국내 은의 물질흐름분석 및

재활용 지표 산정 연구

이경한, 

김유정*
744-752

지구시스템공학회지 2011 제48권 제6호 E 해설
『제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과제
김대형* 81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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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학회지 1971 제8권 제2호 책소개 측량학통론 김종석 저, 전용원 98

광산학회지 1971 제8권 제4호 책소개 광산기계시설설계 김종석 저, 오종기 194

광산학회지 1972 제9권 제1호 책소개 채광학 (상, 하권) 정영식 저, 김웅수 32

광산학회지 1972 제9권 제3호 책소개 암석역학 W. Dreyer, 김재극 141

광산학회지 1974 제11권 제3호 책소개
SME Mining Engineering 
Handbook 

A. B. Cummins, 
I. A. Given, 김재극

181

광산학회지 1975 제12권 제1호 책소개 통기학 
Yoshio Hiramatsu 
(平松良雄), 김재극

40

광산학회지 1975 제12권 제3호 책소개
일본에 분포하는 Xenothermal 
맥광상의 지질구조와 광화작용

H. Imai, M. S. Lee, 
K. Iida, Y. Fujiki, 
S. Takenouchi, 전용원

155

광산학회지 1975 제12권 제4호 책소개 화약과 발파 
須藤秀治, 
大久保正八郞, 
田中一三, 김재극

200

광산학회지 1980 제17권 제1호 책소개
Geological Studies of the 
Mineral Deposits in Japan and 
East Asia 

Imai Hideki, 김문영 56

책소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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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권호 Code 제 목 저 자 Page

1998 Vol.1 No.2 G
Korean Activities and Program for Deep 

Ocean Minerals Development
Jeong Woo Sohn 111-114

2002 Vol.5 No.2 G

Geochemistry of the Granitoids Hosting 

the Seolhwa Au Mine, Asan District, 

Chungcheongnamdo Province, Korea: 

Genetic Implication on the Mesothermal

Chul-Ho Heo, 

Seong-Taek Yun, 

Chil-Sup So, 

Seon-Gyu Choi

54-66

연도 권호 Code 제 목 저 자 Page

1998 Vol.1 No.1 A
Copper Removal from Kaolinite Using 

Enhanced Electrokinetic Soil Processing

Byung-Hyun Han, 

Soon-Oh Kim, 

Seung-Hyeon Moon, 

Kyung-Woong Kim

35-45

1998 Vol.1 No.1 A
The Effect of Various Kinetic Factors for Fine 

Aluminium Trihydroxide Precipitation

Myong-Jun Kim, 

Chung-Han Yoon, 

Chang-Ho Choi

46-52

1998 Vol.1 No.2 A
Heavy Metal Contamination in the Vicinity of 

Some Base-metal Mines in Korea; a Review

Hyo-Taek Chon, 

Joo Sung Ahn, 

Myung Chae Jung

74-83

1998 Vol.1 No.2 A

A study on Distribution Pattern of Trace 

Elements in Chungnam Coal Mine Area 

Using Factor Analysis and GIS

Chun-Kil Hwang, 

Kyoung-Woong Kim
84-94

1998 Vol.1 No.2 A

Variation of Hydrochemical Characteristics 

of Major Elements in Groundwater by 

the Seawater Intrusion in the Byeongsan 

Peninsular, Korea

Oak-Bae Kim, 

Hee-Youl Park
106-110

1999 Vol.2 No.1 A

Groundwater Chemistry and Water-rock 

Interaction at Hydrocarbon Storage Cavern 

Sites in Korea

Hyo-Taek Chon, 

Jong-Un Lee, 

Seok-Young Oh

13-25

3. Geosystem Engineering 논문코드목록 

General, 광업일반 

Applied Geology, 응용지질 

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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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Vol.2 No.2 A
Soil Contamination of Heavy Metals in the 

vicinity of the Shincheon, Dongducheon City

Jeong Min Park, 

Sun Joon Kim
48-55

2000 Vol.3 No.3 A

Hydrogeochemical Characteristics and 

Contamination of Surface Water and 

Groundwater in the Middle Okchon Zone, 

Korea

Hyo-Taek Chon*, 

Seok-Young Oh
98-107

2001 Vol.4 No.1 A

Barrier Effects of Low- Permeable Clay 

Type Solids Column Experiments with Model 

Leachates Containing Cd, Cu, Ni, and Pb 

and Organic Acids

Manfred Sager 1-12

2001 Vol.4 No.2 A

Environmental Contamination and Sequential 

Extraction of Trace Elements from Mine 

Wastes Around Various Metalliferous Mines 

in Korea

Myung Chae Jung, 

Joo Sung Ahn, 

Hyo-Taek Chon

50-60

2004 Vol.7 No.1 A
Monitoring of Endocrine Disrupting 

Compounds in Aquatic Environment

Seo-Young Kang, 

Kyoung-Woong Kim*, 

Eun Gyeong Kim, 

Dong Wook Kim

1-11

2005 Vol.8 No.3 A
Arsenic Contamination of Soils in the Vicinity 

of Abandoned Seongan Mine

Sehyun Kim*, 

Wongyu Choi
75-82

2009 Vol.12 No.3 A

Factors Affecting the Reductive 

Transformation of Nitroaromatics by Zero-

Valent Iron: Dissolved Anions, Adsorption, 

Iron Loss, and Possibility of Clogging

Seok-Young Oh* 27-34

2010 Vol.13 No.1 A

Geochemical Distributions of Heavy Metals 

and Cr Behavior in Natural and Cultivated 

Soils of Volcanic Jeju Island, Korea

Joo Sung Ahn*, 

Chul-Min Chon
9-20

2010 Vol.13 No.1 A

Lead (Pb) Contamination of a Historical 

Mining and Smelting Site in Europe: 

Fractionation and Human Bioavailability

Lunchakorn 

Prathumratana, 

Kyoung-Woong Kim*, 

Jiwon Kim

21-24

2010 Vol.13 No.1 A

Adsorptive Removal of Volatile Organic 

Contaminants from Aqueous Medium by 

Granular Activated Carbons

Moonis Ali Khan, 

Sang-Hoon Lee, 

Rajeev Kumar, 

Byong-Hun Jeon*

25-34

2010 Vol.13 No.1 A Sources and Fate of As in the Environment

Hoang Thi Hanh, 

Ju-Yong Kim, 

Sunbaek Bang, 

Kyoung-Woong Kim*

35-42

2010 Vol.13 No.2 A
Trace Elements in Ground and Packaged 

Water in Akwa Ibom State, Nigeria

Edu Inam, 

Kyoung-Woong Kim*, 

Godwin Ebong, 

Ubong Eduok

5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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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Vol.13 No.3 A

Adsorption of DCM and MTBE from Aqueous 

Phase on Granular Activated Carbons: A 

Comparative Study

Moonis Ali Khan, 

Sang-Hoon Lee, 

Byong-Hun Jeon*

97-104

2010 Vol.13 No.3 A
Degradation of 2,4-Dinitrotoluene by 

Persulfate and Steel Waste Powder

Seok-Young Oh*, 

Seung-Gu Kang
105-110

2010 Vol.13 No.4 A

Enhanced Reduction of Perchlorate by 

Zero-Valent Iron: Effect of Temperature, pH, 

and Buffering Capacity

Seok-Young Oh* 119-126

2010 Vol.13 No.4 A

Effect of Graded Doses of Heavy Metals on 

the Radial Growth Rate of Hyphomycetous 

Fungi from Mangrove Sediments of the Qua 

Iboe Estuary, Nigeria

Joeseph P. Essien*, 

Godwin E. Udofia, 

Edu Inam, 

Kyoung-Woong Kim

139-146

2011 Vol.14 No.1 A

Application of Laser Based Spectroscopic 

Monitoring into Soil Remediation Process of 

PAH-Contaminated Soil

Eun-Joung Ko, 

Jihyun Kwak, 

Ju-Yong Kim, 

Kihong Park, 

Se-Yeong Hamm, 

Kyoung-Woong Kim*

15-22

2011 Vol.14 No.1 A

Review: Source, Fate, Toxicological Effect 

and Removal Technology of Pharmaceuticals 

in the Environment

Do Manh Cuong, 

Kyoung-Woong Kim*, 

Tran Quang Toan, 

Tran Dac Phu

35-42

2011 Vol.14 No.1 A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Mining 

Sector and Its Evaluation Using Fuzzy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Approach

Bui Thi Nuong, 

Kyoung-Woong Kim*, 

Lunchakorn 

Prathumratana, 

Anna Lee, 

Keun-Young Lee, 

Tae-Heok Kim, 

Suk-Ho Yoon, 

Min Jang, 

Bui Du Duong

43-50

2011 Vol.14 No.2 A

Bioconversion of Crude Oil Production 

Sludge into Soil Conditioner Using Sawdust 

as Organic Amendment

Ime R. Udotong*, 

Justina I. Udotong, 

Edu Inam, 

Kyoung-Woong Kim

51-58

2011 Vol.14 No.2 A

Enhanced Reduction of Nitrate in 

Groundwater by Zero-valent Iron with 

Activated Red Mud

Dong-Wan Cho, 

R.A.I. Abou-Shnab, 

Yongje Kim, 

Byong-Hun Jeon, 

Hocheol Song*

65-70

2011 Vol.14 No.2 A
Mae Moh Lignite Mine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Chanin Teparut, 

Suthipong 

Sthiannopkao*

8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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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Vol.1 No.1 P
Spectral Method in Scalar Wave Equaion 

Modeling

Kwangjin Yoon, 

Sungryul Shin
58-65

2000 Vol.3 No.2 P
Pole-pole Electrical Resistivity Survey in 

Near-surface and Conductive Grounds

Dong-heng Cho, 

Chang-yourl Lee
53-57

2000 Vol.3 No.2 P

A Field Parameter Test for the Design of 

Near-surface Seismic Survey in an Area of 

Ground Subsidence

Kwang Beom Ko, 

Sang-Hwan Gwak, 

Doo Sung Lee

58-63

2000 Vol.3 No.3 P
Visualization of Subsurface Information: An 

Interpretation Tool

Sang-Hwan Gwak, 

Doo Sung Lee
85-89

2003 Vol.6 No.1 P
Efficient Crosswell EM Tomography for 

Monitoring Geological Sequestration of CO2

Hee Joon Kim, 

Yoonho Song
13-18

2003 Vol.6 No.1 P
Analysis of the Acoustic Wavefields Excited 

by the Logging-While-Drilling (LWD) Tool

Joongmoo Byun, 

M. Nafi ToksÖz
19-25

2003 Vol.6 No.2 P
Water Bottom Seismic Refraction Survey for 

Engineering Applications

Young Ho Cha, 

Churl-Hyun Jo, 

Jung Hee Suh

40-45

2003 Vol.6 No.2 P
Case Study on a Low-enthalpy Geothermal 

Exploration in Pohang Area, Korea

Yoonho Song, 

Seong Kon Lee, 

Hyoung Chan Kim, 

Weon-Seo Kee, 

Yeong-Sue Park, 

Mu-Taek Lim, 

Jeong-Sul Son, 

Seong-Jun Cho, 

Seong-Keun Lim, 

Toshihiro Uchida, 

Yuji Mitsuhata, 

Tae Jong Lee, 

Heuisoon Lee, 

Hyoung-Rae Rim, 

Seho Hwang, 

In-Hwa Park

46-53

2003 Vol.6 No.3 P

Application of Integrated Geophysical 

Methods to Investigate the Cause of Ground 

Subsidence of a Highly Civilized Area

Jung-Ho Kim, 

Myeong-Jong Yi, 

Se-Ho Hwang, 

Yoonho Song, 

Seong-Jun Cho, 

Seong-Kon Lee

74-80

Prospecting, 물리탐사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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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Vol.6 No.4 P
An Integrated Study on Seawater Intrusion in 

Yeonggwang-gun, Korea

Seho Hwang, 

Jehyun Shin, 

Sejung Chi, 

Wonsuk Lee, 

Inhwa Park, 

Daegee Huh, 

Sangkyu Lee

93-99

2004 Vol.7 No.1 P

A Robust and Accurate Traveltime 

Calculation from Frequency-domain Two-

way Wave-equation Modeling Algorithm

Yilong Qin*, 

Zhongjie Zhang, 

Changsoo Shin, 

Seungwon Ko, 

Youngtak Seo, 

Uk Han, 

Yun Chen 

12-20

2004 Vol.7 No.1 P
Headwave Stacking in Terms of Partial 

Derivative Wavefield
Changsoo Shin* 21-26

2005 Vol.8 No.2 P

Application of High-resolution Geoelectric 

Imaging Techniques to Geotechnical 

Engineering in Korea

Jung-Ho Kim*, 

Myeong-Jong Yi, 

Seong-Jun Cho

25-34

2005 Vol.8 No.2 P
Geological Survey by Electrical Resistivity 

Prospecting in Landslide Area

Sam-Gyu Park*, 

Jung-Ho Kim
35-42

2005 Vol.8 No.3 P
Geophysical Resistivity Imaging for Upper 

Layer of Shield TBM Tunnel Ceiling

Hyun Key Jung*, 

Chulwhan Park
83-87

2010 Vol.13 No.2 P
3D MT Inversion Using an Edge Finite 

Element Modeling Algorithm

Myung Jin Nam*, 

Hee Joon Kim
43-52

2010 Vol.13 No.3 P Bayesian Inversion for Cavity Investigation
Seokhoon Oh*, 

Baeksoo Suh
83-90

2011 Vol.14 No.1 P

Robust Full Waveform Inversion Using 

Normalized Residual in the Frequency 

Domain

Sukjoon Pyun* 9-14

2011 Vol.14 No.2 P
Estimation of Q from Zero-offset VSP Data in 

Gas Hydrate-bearing Zone

Joongmoo Byun*, 

Dong-Geun Yoo, 

Ho-Young Lee

59-64

2011 Vol.14 No.2 P

A Review on Methods for Constructing Rock 

Physics Model of Saturated Reservoir Rock 

for Time-Lapse Seismic

Phung K.T. Nguyen, 

Myung Jin Nam*
9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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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Vol.1 No.1 D

Intellection of Transport Mechanism of Multi-

mixtures in the Vertical Pipe by Air Lifting 

System for Deep Sea Managese Nodules

In Kee Kim, 

Chi Ho Yoon, 

Kwang Soo Kwon, 

Won Mo Sung

1-6

1998 Vol.1 No.1 D

Modeling Characteristics of Base Friction 

Method and District Element Method under 

Quasi-static Force Field

Chang-Ha Ryu 23-29

2000 Vol.3 No.1 D
Dynamic Characteristics of Concrete Brick 

Houses to Blasting Vibration

Hyung-Sik Yang, 

Sang-ho Cho, 

Yeon-ho Jin

1-6

2000 Vol.3 No.1 D

Numerical Study on Thermo-Hydro-

Mechanical Coupling for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 in a Jointed Rcok Mass

Sang-Geun Lee, 

Chung-In Lee
17-23

2000 Vol.3 No.1 D
DEM Interpolation Using Inverse Spectrum 

Constraints
Jun Ji 24-29

2000 Vol.3 No.1 D

An Experimental Analysis on Hydraulic Lifting 

of Solids through a Small-scale Vertical 

Tube

Chi Ho Yoon, 

Ou Kwang Kwon, 

Kwang Soo Kwon, 

Seok Ki Kwon, 

Dong Kil Lee

42-48

2000 Vol.3 No.2 D
An Application of Stereophotogrammetry in 

Investigating Rock Discontinuity Orientation

Yuri Lee, 

Dong-Woo Ryu, 

Hi-Keun Lee

71-80

2000 Vol.3 No.3 D

Stability Analysis of Jointed/Weathered 

Rock Slopes Using the Hoek-Brown Failure 

Criterion

Kwang-Ho You, 

Yeon-Jun Park, 

Ethan M. Dawson

90-97

2001 Vol.4 No.1 D
Damage and Fracture Characteristics of 

Kimachi Sandstone in Uniaxial Compression

Soo-Ho Chang, 

Masahiro Seto, 

Chung-In Lee

18-26

2001 Vol.4 No.1 D
A Study on Environmental Control System in 

Underground Space

Sang-Kwon Lee, 

Chun Kee Jeon
33-37

2001 Vol.4 No.2 D

Geotechnical Investigation on the 

Correlation between Tunnel Excavation and 

Groundwater Depletion

Won-Kyong Song, 

Ueechan Chwae, 

Hak Soo Hwang

39-43

Development, 개발공학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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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Vol.4 No.2 D
Design Criteria for the Reinforcement of a 

Water Pressure Tunnel Driven by TBM

So-Keul Chung, 

Joong-Ho Synn, 

Chulwhan  Park, 

Choon Sunwoo, 

Chan Park, 

Sung-Oong Choi

43-49

2001 Vol.4 No.2 D
A Comparative Study on Five Assessment 

Systems of TBM Tunnelling
Hyun-Koo Moon 61-69

2002 Vol.5 No.4 D

A Study on Mechanical Behavior and 

Cracking Characteristics of Tunnel Lining by 

Model Experiment

Dae-Hyuck Lee, 

Hi-Keun Lee, 

Youn-Geun Kim

104-112

2002 Vol.5 No.4 D
Modeling of Fracture and Damage in Rock 

by the Bonded-Particle Model

Soo-Ho Chang, 

Kyung-Jin Yun, 

Chun-In Lee

113-120

2003 Vol.6 No.1 D
Flow Characteristics of Solid-Liquid Two-

Phase Mixture in a Flexible Pipe

Chi Ho Yoon, 

Dong Kil Lee, 

Kwang Soo Kwon, 

Seok Ki Kwon, 

Yong Chan Park, 

Ou Kwang Kwon

7-12

2003 Vol.6 No.2 D

Optimization of the Length of the Mist-

eliminator Blades for Small Size Water 

Powered Scrubber

Saleh Atia, 

Chung-In Lee
27-32

2003 Vol.6 No.2 D
Ground Stability Analysis on the Limestone 

Region

Sung O. Choi, 

Ki-Seog Kim
33-39

2003 Vol.6 No.3 D

Numerical Study on the Estimation of the 

Shut-in Pressure in Hydraulic Fracturing 

Test

Sung O. Choi 55-62

2003 Vol.6 No.4 D

Application of an Inverse BEM to the 

Modelling Fracturing Process at the Borehole 

Pillar by Excavation and Thermal Loading

Hee-Suk Lee, 

Lanru Jing, 

Baotang Shen

81-92

2004 Vol.7 No.2 D

Stability Assessment of a Tunnel above 

Coal Mined Cavities Through Geotechnical 

Investigation

Won Kyong Song*, 

So Keul Chung
33-38

2004 Vol.7 No.3 D
Performance Assessment of the Circular-Cut 

Blasting by Numerical Analysis

Yonghun Jong, 

Chung-In Lee, 

Seokwon Jeon*, 

Young-Dong Cho, 

Dong-Soo Shim

75-82

2005 Vol.8 No.1 D
Correlation between Geological Factors and 

Risk of Rock Slope Failure in Railroads

Song W.K.*,

Lee B.J.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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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Vol.8 No.1 D

Experiment and Numerical Analysis for 

Thermo-mechanical Behavior of Granite 

Block

Myounghwan Jang, 

Hyung-Sik Yang*
9-14

2005 Vol.8 No.1 D

Characteristics of Blast-induced Fracturing 

for the Determination of Optimal Spacing 

in Contour Blasting Using Bonded Particle 

Model

Byung-ki Park, 

Seokwon Jeon*
15-23

2005 Vol.8 No.2 D

Supplementation of Generalized Hoek-

Brown Yield Surface through the Singularity 

Adjustment in Elastic-Plastic Analysis

Sung O. Choi*, 

Debasis Deb
43-50

2005 Vol.8 No.2 D
Discrete Element Analysis on Failure 

Behavior of Jointed Rock Slope

Won-Beom Kim, 

Hyung Sik Yang*
51-56

2006 Vol.9 No.2 D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Amplitude 

Attenuation Related to the Radiation Pattern 

of Longitudinal Wave in Acoustic Emission

Sang-Eun Lee* 31-38

2006 Vol.9 No.3 D

Removability and Stability Analysis Method of 

Rock Blocks Considering the Persistence of 

Discontinuities in Tunnels

Jae-Yun Hwang* 49-54

2008 Vol.11 No.1 D
Determination of Failure Initiation Stress and 

Failure Grade Using Acoustic Emission

Dae-Sung Cheon, 

Chan Park*, 

Joong-Ho Synn, 

Seokwon Jeon, 

Hyun-Ik Park, 

Yeon-Jun Park

1-6

2008 Vol.11 No.2 D

Methodology to Quantify Rock Behavior 

around Shallow Tunnels by Analytic 

Hierarchy Process and Fuzzy Delphi Method

Young-Il Yoo, 

Jae-Joon Song*
29-36

2008 Vol.11 No.2 D

Methodology to Quantify Rock Behavior 

around Shallow Tunnels by Rock 

Engineering Systems

Man-Kwang Kim, 

Young-Il Yoo, 

Jae-Joon Song*

37-42

2008 Vol.11 No.3 D

3-D Visualization of Dynamic Loading 

Induced Damage of Rock-like Materials 

Using Micro-focus X-ray CT Scanner

Sang-Ho Cho, 

Suel-Ki Cho, 

Seung-Kon Kim, 

Dae-Sung Choen*, 

Joong-Ho Synn, 

Kaneko Katsuhiko

51-56

2008 Vol.11 No.3 D

A Comparison for Shear Resistant Behavior 

of Joints with Rock and Spiral Bolts Installed 

- A Numerical Approach

M. K. Song*, 

S. Y. Choo, 

S. S. Kang, 

Y. D. Cho

5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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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Vol.13 No.2 D

Characterization of Complete Radial 

Displacement of Tunnel Using a Horizontal 

Inclinometer

So-Keul Chung, 

Dong-Woo Ryu*, 

Won-Il Jang, 

Hyung-Sik Yang

77-82

2010 Vol.13 No.4 D

Application of CIP Method to Two-Phase 

Flow in Gas-Lift Pumping System to Reduce 

Numerical Dissipation

Yong-Chan Park*, 

Takeo Kajishima
127-132

2010 Vol.13 No.4 D
A Case Study of Subsidence over an 

Abandoned Underground Limestone Mine

Choon SUNWOO, 

Won-Kyong Song, 

Dong-Woo Ryu*

147-152

2011 Vol.14 No.1 D

A Study on Theoretical Consideration and 

Numerical Analysis According to Dip Angle 

of Joint for Volumetric Expansion Ratio of 

Rock Mass

Seung-Joong Lee, 

Sung O. Choi*
1-8

2011 Vol.14 No.1 D

Micro-dust Contro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Protection in the Demolition of Concrete 

Columns by Blasting

Hoon Park, 

Chul-Gi Suk, 

Woo-Jin Jung, 

Jung-Hun Yang, 

Hak-Man Kim, 

Jung-lyang Ahn, 

Seung-Gon Kim, 

Sang-Ho Cho*

23-28

2011 Vol.14 No.1 D
Utilization of Cement Kiln Dust in Industry 

Cement Bricks

Mahrous A. M. Ali, 

Hyung-Sik Yang*
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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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Vol.1 No.1 M
Cassiterite Flotation with Sulphosuccinamate 

Collector

Woo-Zin Choi, 

Qinghua Zeng, 

Erlong Jiang, 

Ho-Seok Jeon

30-34

1998 Vol.1 No.1 M
Influence of Metal Cations on Cassiterite 

Flotation

Woo-Zin Choi, 

Ho-Seok Jeon, 

Qinhua Zeng, 

Erlong Jiang, 

Dianzuo Wang

53-57

1998 Vol.1 No.2 M
Characteristics of Ethyl Xanthate Adsorption 

Reaction on Silver and Silver-gold Alloys
Dong-Su Kim 95-105

1999 Vol.2 No.1 M Leaching of Lead Sulfide with Nitric Acid

Jong Kee Oh, 

Jin Young Lee, 

Hwa Young Lee, 

Sung Gyu Kim, 

Choon Han, 

Jong Kuk Shin

1-6

1999 Vol.2 No.2 M
Analysis on the Efficiency of the Air 

Classification of Fly Ash

Hee Chan Cho, 

Jae Kwan Kim
37-42

1999 Vol.2 No.2 M
Application of Inorganic Porous Materials to 

Biofilm Carriers

Jai-Koo Park, 

Gi-Taeg Jeong, 

Kyoung-Keun Yoo, 

Jae-Keun Ryu

56-60

2000 Vol.3 No.1 M
Characteristics of Xanthates Related to 

Hydrocarbon Chain Length

Dong Su Kim, 

Sung Eun Kuh, 

Kwang Soon Moon

30-34

2000 Vol.3 No.2 M
Solvent Extraction of Chromium from Dilute 

Aqueous Solution

Jong-Kee Oh, 

Hwa-Young Lee, 

Sung-Gyu Kim

49-52

2000 Vol.3 No.2 M

Heavy Metal Contamination in Dusts and 

Soils in the Yoecheon Heavy Chemical 

Industrial Complex Area of Yosu City, Korea

Chung-Han Yoon, 

Chung-Hyon Seo, 

Don-Hee Park, 

Young-Woong Kim, 

Wan-Hyun Cho, 

Cheon-Young Park 

64-70

2000 Vol.3 No.2 M
Preparation of Ceric Hydroxide through 

Transformation of Cerium Compounds

Jiang-Tao Jia, 

Chun-Hua Yan, 

Jong-Kee Oh, 

Chang-Hong Kim, 

Chong-Hong Pyun

81-83

Mineral Process, 자원활용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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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Vol.3 No.3 M
Recovery of Rare-Earth Minerals from the 

Feldspar By-Product

Hee Young Shin, 

Jung Il Yang, 

Joon Soo Kim, 

Moon Young Jung, 

Jai Koo Park

108-112

2001 Vol.4 No.3 M

Preparation of Calcium Sulfate Hemihydrate 

Using Stainless Steel Refinery Sludge and 

Waste Sulfuric Acid

Ji Whan Ahn,

Hee Tai Eun, 

Hyung Seok Kim, 

Jang Su Kim, Ghee 

Woong Sung

71-76

2001 Vol.4 No.3 M
Removal of Heavy Metals from Aqueous 

Solution by Fly Ash

Hee-chan Cho, 

Dal-young Oh
77-83

2001 Vol.4 No.3 M

Solidification/Stabilization of Dyeing Sludge 

Treated by Fenton Reagent Using Blast 

Furnace Slag and Fly Ash

Sookoo Lee, 

Sebum Kim
84-88

2001 Vol.4 No.3 M
A Study on the Practical Recycling of Ready 

Mixed Concrete Sludge Water to Concrete

Han Young Moon, 

Yun Wang Choi, 

Hwa Cheol Shin

89-93

2001 Vol.4 No.3 M
A New Chemical for the Separation of the 

CRT Panel Glass from its Funnel

Ki-Won Lee, 

Ji-Young Byun, 

Kyong-Tae Kim, 

Jong Kee Oh

94-99

2001 Vol.4 No.4 M

Foam Characteristics of Porous Materials 

Using the Duckeum Gold and Silver Mine's 

Waste Slime

Ji-Whan Ahn, 

Hyung-Seok Kim, 

Hyoung-Ho Lee, 

Hwan Kim

101-106

2001 Vol.4 No.4 M
Recovery of Metals from EAF Dust with 

Rapid System

Hyoung-ky Shin, 

Seok-min Moon, 

Sung-sil Jhung

107-111

2001 Vol.4 No.4 M
Preparation of Macroporous Pellet from 

Industrial Waste Flyash by Foaming Method

Jai-Koo Park, 

Hyun-Jung Kim, 

Jung-Shick Lee

112-116

2001 Vol.4 No.4 M
Preparation of Low Density Ceramic Support 

from Coal Fly Ash

Yeon Hwang, 

Hyo Sook Lee, 

Woo Chul Lee

117-122

2001 Vol.4 No.4 M
Recovery of Aggregates from Waste 

Concrete by Heating and Grinding

Ji-Whan Ahn, 

Hyung-Seok Kim, 

Gi-Chun Han

123-129

2002 Vol.5 No.1 M

Sulfuric Acid Leaching of Valuable Metals 

from Spent Petrochemical Catalyst using 

Hydrogen Peroxide as a Reducing Agent

Kyung-Ho Park, 

Jeong-Soo Sohn, 

Jong-Seok Kim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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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Vol.5 No.1 M

Manufacture of Ultra Fine CuO Powder from 

Waste Copper Chloride Solution by Spray 

Pyrolysis Process

Jae-Keun Yu, 

Sang-Kee Suh, 

Jae-Ha Choi, 

Jin-Gun Sohn

13-19

2002 Vol.5 No.1 M
The Effect of Injection of Waste Plastics on 

the Blast Furnace Operation

Nam-Hwan Heo, 

Chan-Yeong Baek
20-23

2002 Vol.5 No.2 M

PVC Separation and Flow Visualization of 

Triboeletrostatically Charged Plastic Particles 

Using Fluidized Bed Tribocharger

Jin-Hyouk Shin, 

Jae-Keun Lee
25-30

2002 Vol.5 No.2 M

Effective Use of Orange Juice Residue for 

Removing Heavy and Radioactive Metals 

from Environments

Katsutoshi Inoue, 

Kedar Nath Ghimire, 

Yushan Zhu, 

Masayuki Yano, 

Kenjiro Makino, 

Tohru Miyajima

31-37

2002 Vol.5 No.2 M
A Fundamental Study on the Steel Slag 

Aggregate for Concrete

Han Young Moon, 

Jung Hoon Yoo, 

Seong Soo Kim

38-45

2002 Vol.5 No.2 M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s for 

Resources Recycling in Korea
Jaehyun Oh 46-53

2002 Vol.5 No.3 M

Experimental Study on the Sulfate Resistance 

of Concrete Blended Ground Granulated 

Blast-furnace Slag for Recycling

Han-Young Moon, 

Seung-Tae Lee, 

Hong-Sam Kim, 

Seong-Soo Kim

67-73

2002 Vol.5 No.3 M
Experimental Study on Using the Ground 

Calcium Carbonate As a Concrete Admixture

Han-Young Moon, 

Ho-Seop Jung, 

Doo-Sun Choi, 

Seong-Soo Kim

74-85

2002 Vol.5 No.3 M
The Recovery of Metals from Secondary 

Sources A U.S. Perspective Part III
Kenneth N. Han 80-86

2002 Vol.5 No.3 M

The Comparison of Waste Home Appliances 

Recycling System in Japan, Korea, and 

Taiwan -From an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 Perspective-

Rie Murakami 87-92

2002 Vol.5 No.4 M
Recovery of Indium from Indium/Tin Oxides 

Scrap by Chemical Precipitation

Kenneth N. Han, 

Siddartha Kondoju, 

Kiwoon Park, 

Ho-min Kang

93-98

2003 Vol.6 No.3 M
Recovery of Palladium by an Electrochemical 

Method in Hydrochloric Acid Solution

Min-Seuk Kim, 

Jae-Chun Lee, 

Won-Baek Kim, 

Jin-Ki Jeoung

6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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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Vol.6 No.3 M

The Photo-Catalytic Degradation of Phenol 

Using TiO2 as the Catalyst and the Effect of 

Metal Ionic Reaction Additives

Dong-Su Kim 69-73

2003 Vol.6 No.4 M
A Study on the Shredding of End-of-Life 

Vehicles and Materials Separation

Hwa-Young Lee, 

Jong-Kee Oh
100-105

2003 Vol.6 No.4 M

Synthesis of Amorphous Calcium 

Carbonation in Ethanol and its Crystallization 

in the Aqeous Solution

Ji-Whan Ahn, 

Jin-Koo Park, 

Sang-Bop Lee, 

Hee-Chan Cho, 

Choon Han, 

Hwan Kim

106-111

2004 Vol.7 No.1 M
Dry and Wet Grinding Effect on Kaolinite and 

Its Zeolite Formation in NaOH Solution

Wantae Kim*, 

Hoseok Jeon, 

Heeyoung Shin, 

Junghan Rim, 

Sangbae Kim

27-31

2004 Vol.7 No.2 M
Development of Waste Plastics-Based RDF 

and Its Combustion Properties
Woo-Zin Choi* 46-50

2004 Vol.7 No.2 M
Estimation of Net Applied Energy to Particles 

in a Media Mills

Jeong-Hwan Kim*, 

Ji-Whan Ahn
51-56

2004 Vol.7 No.3 M
Removal of PVC from Mixed Plastic Waste 

by Gravity Separation Process
Woo-Zin Choi* 57-62

2004 Vol.7 No.3 M

Rheological Properties of Solder Paste 

Containing Lead-free Solder Particles 

Coated with Polymer Wax Particles

Jeong-Hwan Kim*, 

Ji-Whan Ahn
63-68

2004 Vol.7 No.3 M

The Effects of P2O5 on the Synthesis of Tri- 

, Di-calcium Silicates, Tricalcium Aluminate 

and Ferrite Phase

Kwang-Suk You*, 

Sung-Min Cheon, 

Ji-Whan Ahn

69-74

2004 Vol.7 No.4 M

Hydration Behavior of Calcium Sulfoaluminate 

and Tricalcium Aluminate Mineral Phases in 

H3BO3 Solution

Kwang-Suk You*, 

Ji-Whan Ahn, 

Seishi Goto

83-88

2004 Vol.7 No.4 M

Characteristic of Crystal Transition of 

Amorphous Calcium Carbonate in H2O, Ethyl 

and Propyl Alcohol System

Jin-Koo Park*, 

Ji-Whan Ahn, 

Yun-Suk Park, 

Choon Han

89-94

2004 Vol.7 No.4 M

Synthesis Peculiarity of the Precipitated 

Calcium Carbonate Polymorphs Following 

Variation of Supersaturation in Ca(OH)2 and 

Na2CO3 Reaction System

Jeong-Hwan Kim*, 

Ji-Whan Ahn, 

Hyun-Seo Park, 

Charn-Hoon Park

9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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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Vol.7 No.4 M
The Effect of Molar Ratio Ca/Al on Synthesis 

of Aragonite Precipitated Calcium Carbonate

Jeong-Hwan Kim*, 

Ji-Whan Ahn, 

Sang-Bop Lee, 

Hwan Kim

103-106

2005 Vol.8 No.3 M
Study on Recycling and Utilization of 

Abandoned Mine Wastes

Woo-Zin Choi*, 

Soo-Bok Jeong, 

Young-Bae Chae

57-62

2005 Vol.8 No.3 M
Bioleaching of Electronic Scrap using 

Thiobacillus ferrooxidans

Jae-Woo Ahn*, 

Jinki Jeong, 

Jae-Chun Lee, 

Dong-Gin Kim, 

Jong-Gwan Ahn

63-70

2005 Vol.8 No.3 M
Benefits of Remanufacturing and Its 

Promoting Policy
KANG, Hong Yoon* 71-74

2005 Vol.8 No.4 M
Hydrometallurgical Treatment of Pb Dust for 

Preparation of Basic Lead Carbonate

Hwa Young Lee*, 

Jong Kee Oh
89-94

2005 Vol.8 No.4 M
Fundamental Properties of Mortar Containing 

Waste Concrete Powder

Dae-Joong Moon*, 

Han-Young Moon, 

Yang-Bae Kim

95-100

2006 Vol.9 No.1 M

Comparison of Two Acidic Leaching 

Processes for Selecting the Effective Recycle 

Process of Spent Lithium ion Battery

Jeong-Soo Sohn*, 

Shun-Myung Shin, 

Dong-Hyo Yang, 

Soo-Kyung Kim, 

Churl-Kyoung Lee

1-6

2006 Vol.9 No.1 M

Effects of Leaching of Heavy Metals in 

Cement-based Recycling via Carbonation 

of Municipal Solid Waste Incineration Bottom 

Ash

Ji-Whan Ahn*, 

Hee-Chan Cho, 

Gi-Chun Han, 

Gwang-Suk You, 

Nam-Il Um

7-10

2006 Vol.9 No.1 M

Characteristic of Cu and Pb Leaching 

Behavior of Municipal Solid Waste 

Incineration Bottom Ash

Ji-Whan Ahn*, 

Hee-Chan Cho, 

Gi-Chun Han, 

Gwang-Suk You, 

Nam-Il Um

11-14

2006 Vol.9 No.1 M
Optimum Design of RDF Processing System 

Using RFTF Method

Sung-Joo Lee*, 

Hee-Chan Cho
15-20

2006 Vol.9 No.1 M

Development of Triboelectrostaic Separation 

Technique for Recycling of Final Waste 

Plastic

Ho-Seok Jeon*, 

Chul-Hyun Park, 

Byoung-Gon Kim, 

Jai-Koo Park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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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Vol.9 No.2 M
Separation of Acetic and Nitric Acids from 

Waste Acids of IT Industry

Chang-Hoon Shin*, 

Ju-Yup Kim, 

Jun-Young Kim, 

Jae-Woo Ahn, 

Jong-Gwan Ahn

25-30

2006 Vol.9 No.2 M

Reactive Behavior of Ferrihydrite and 

Aluminic Ferrihydrite Toward the Adsorption 

of Arsenate

Debasish Mohapatra*, 

Debaraj Mishra, 

G. Roy Chaudhury, 

R. P. Das, 

Kyung Ho Park

39-44

2006 Vol.9 No.2 M

Advanced Process for Recovery of High 

Quality Recycled Aggregate from Waste 

Concrete

Ji-Whan Ahn*, 

Kwang-Suk You, 

Gi-Chun Han, 

Nam-Il Um, 

Hee-Chan Cho

45-48

2006 Vol.9 No.3 M Dewatering System for Sludge Reduction Jung-Eun Lee* 55-64

2006 Vol.9 No.3 M

Separation of Individual Plastics from 

Mixed Plastic Waste by Gravity Separation 

Processes

Woo-Zin Choi*, 

Jae-Myong Yoo, 

Bong-Gyoo Cho

65-72

2006 Vol.9 No.3 M
Recovery of Cobalt in Sulfuric Acid Leaching 

Solution Using Oxalic Acid

Jeong-Soo Sohn*, 

Dong-Hyo Yang, 

Shun-Myung Shin, 

Jin-Gu Kang

81-86

2006 Vol.9 No.4 M

Effect of Carbonation in Removal of Chloride 

from Municipal Solid Waste Incineration 

Bottom Ash

Ji-Whan Ahn*, 

Nam-Il Um, 

Gi-Chun Han, 

Kwang-Suk You, 

Hee-Chan Cho

87-90

2006 Vol.9 No.4 M
PCDDs/PCDFs in Municipal Solid Waste 

Incineration Bottom Ash in Korea

Ji-Whan Ahn*, 

Gi-Chun Han, 

Kwang-Suk You, 

Hee-Chan Cho

91-96

2006 Vol.9 No.4 M

A Study on Optimal Conditions of Ceramic 

Support Process for Recycling of Spent 

Foundry Sand

Seung-Whee Rhee* 97-102

2006 Vol.9 No.4 M

Flame Synthesis of Metal Oxide Nanoparticles 

from Sprayed Droplets of Precursor Solution 

using a Two Fluid Nozzle

Hee Dong Jang*, 

Hankwon Chang, 

Kuk Cho

103-108

2007 Vol.10 No.1 M

Refining Effect of Hydrogen Plasma Arc 

Melting and Trace Impurity Analysis by Glow 

Discharge Mass Spectrometry

Jae-Won Lim*, 

Good-Sun Choi, 

Dmitri Elanski, 

Kouji Mimura, 

Minoru Isshiki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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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Vol.10 No.2 M

Comparison of Acid and Alkaline Leaching 

for Recovery of Valuable Metals from Spent 

Zinc-carbon Battery

Shun-Myung Shin, 

Jin-Gu Kang, 

Dong-Hyo Yang, 

Tae-Hyun Kim, 

Jeong-Soo Sohn*

21-26

2007 Vol.10 No.2 M
Study of Physical Treatment of Spent Military 

Use Lithium Primary Batteries for Recycling

Jeong-Soo Sohn, 

Shun-Myung Shin*, 

Dong-Hyo Yang, 

Jin-Gu Kang, 

Kyoungkeun Yoo

27-30

2007 Vol.10 No.2 M
Simulation of Impact Breakage of Concrete 

Blocks Using DGB

Hoon Lee*, 

Jihoe Kwon, 

Heechan Cho

31-36

2007 Vol.10 No.3 M
Effect of Disagglomeration on the Recovery 

of Abrasives from Waste Sludge

Yun-Jong Kim, 

Sung-Baek Cho*, 

Hyun-Hye Park, 

Sung-Baek Cho

37-40

2007 Vol.10 No.3 M
Recovery of High-grade Kaolin and Their 

Properties

Sang-Bae Kim, 

Yun-Jong Kim, 

Sung-Baek Cho*

41-46

2007 Vol.10 No.3 M
Characterization of Coal Pond Ash for 

Reutilization

Sung-Joo Lee*, 

Heechan Cho, 

Nam-Il Um, 

Gi-Chon Han, 

Ji-Whan Ahn

47-52

2007 Vol.10 No.4 M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ydration 

Activity of Calcium Oxide and Characteristics 

of Precipitated Calcium Carbonate

Jung-Ah Kim, 

Kwang-Suk You, 

Ji-Whan Ahn*

53-56

2007 Vol.10 No.4 M
Production of Submicron Particles by 

Centrifugal Mill

Heechan Cho, 

Hoon Lee*
57-64

2007 Vol.10 No.4 M

Evaluation of Hydraulic Activity of 

Tetracalcium Aluminoferrite with Adsorption 

of Silicate Ions via DV-Xa Method

Kwang-Suk You*, 

Ji-Whan Ahn, 

Seishi Goto

65-70

2007 Vol.10 No.4 M
Possibility of Low-Ca2+ Limestone as a Raw 

Material for Synthesizing PCC

Ji-Whan Ahn*, 

Jung-Ah Kim, 

Kwang-Suk You, 

Hyung-Seok Kim

71-74

2008 Vol.11 No.1 M
A noble Process to Recover Metal Values 

from Spent Hydrodesulphurization Catalyst

Kyung Ho Park, 

Debasish Mohapatra*, 

Chul-Woo Nam, 

Hong-In Kim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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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Vol.11 No.1 M
Review on the Current Status of Magnesium 

Smelting
Hyungkyu Park* 13-18

2008 Vol.11 No.1 M
3D Discrete Element Method Simulation to 

Various Types of Mill

Jihoe Kwon*, 

Hoon Lee, 

Heechan Cho

19-24

2008 Vol.11 No.2 M
Extraction of Metals from Mechanically Milled 

Serpentine

Dong-Jin Kim*, 

Jeong-Soo Sohn, 

Jong-Gwan Ahn, 

Hun-Saeng Chung

25-28

2008 Vol.11 No.4 M

Effects of Sintered Temperatures on the 

Hydration activity of Municipal Solid Waste 

Incineration Fly Ash

Jea-Yoon Kim, 

Kwang-Suk Yoo, 

Ji-whan Ahn*

63-68

2008 Vol.11 No.4 M

Effect of Shape and Application Process of 

Precipitated Calcium Carbonate on Opt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Recycled 

Paper

Miyoung Ryu, 

Hwan Kim, 

Ji-whan Ahn*

69-74

2008 Vol.11 No.4 M

Flotation Process in Coal Bottom Ash and 

Their Effect on the Removal of Unburned 

Carbon

Nam-Il Um, 

Ji-Whan Ahn*, 

Gi-Chun Han, 

Sung-Joo Lee, 

Hyung-Seok Kim, 

Heechan Cho

75-80

2009 Vol.12 No.1 M
Change of Mineral Phases in Carbonation 

Reaction of MSWI Bottom Ash

Gi-Chun Han, 

Nam-Il Um, 

Kwang-Suk You, 

Hee-chan Cho, 

Ji-Whan Ahn*

5-8

2009 Vol.12 No.1 M
Recovery of Ferromagnetic Material by Wet 

Magnetic Separation in Coal Bottom Ash

Gi-Chun Han, 

Nam-Il Um*, 

Kwang-Suk You, 

Hee-Chan Cho, 

Ji-Whan Ahn

9-12

2009 Vol.12 No.2 M
Effect of B2O3 on the Photoluminescence 

Properties of Sr4Al14O25:Eu2+, Dy3+ Phosphor

Dilip R. Thube, 

Sukmin Kang, 

Hojin Ryu*

17-20

2009 Vol.12 No.2 M

Effect of SrCO3 and MgCl2 Addition on 

Synthesis of Aragonite in Ca(OH)2-CO2-H2O 

System at Low Temperature

Ki-Ho Kim, 

Gi-Chun Han, 

Kwang-Suk You, 

Hwan Kim, 

Ji-Hwan Ahn*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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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Vol.12 No.3 M

The Synthesized 20% PtFe/C Cathode 

Catalyst for PEMFC by Chemical Reduction 

Method

Sukmin Kang, 

Jinhwan Kim, 

Sungyeol Yoo, 

Hojin Ryu*

43-46

2009 Vol.12 No.4 M

The Effect of Sorel's Cement on the 

Solidification/Stabilization of Heavy Metal 

Ions

Hyun Ju Kang, 

Myong Shin Song*, 

Hun-Choi

47-52

2009 Vol.12 No.4 M
The Effect of Magnesia-Phosphate Cement 

on the Stabilization of Colluvium Soil

Hyun Ju Kang, 

Myong Shin Song*, 

Hun-Choi, 

Ju Sung Kim, 

ChangYeul Moon

53-58

2010 Vol.13 No.3 M
Removal of Mn Ions by Biological Co-

precipitation of Fe Ions

Kyoungkeun Yoo*, 

Naoki Hiroyoshi, 

Masami Tsunekawa

91-96

2011 Vol.14 No.2 M
The Removal of Arsenic Ion in Electro-

Coagulation Cell

Sangwoo Ji, 

Brian A. Dempsey, 

Kyoungkeun Yoo*

71-78

2011 Vol.14 No.3 M

Evaluation of the Hydraulic Reactivity of 

Calcium Aluminate Glass Containing Silicate 

Ion with Discrete Variational Xα Method

Kwang-suk You*, 

Ji-whan Ahn, 

Seishi Goto

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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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Vol.1 No.1 O

Development of Pressure Transient Analysis 

Model Using BEM for an Arbitarily Shaped 

Multi-well System

Won Suk Lee, 

Won Mo Sung
7-12

1998 Vol.1 No.1 O

Development and Applications of an 

Unsteady State Two-phase Well Control 

Model with Reservior Parameters

Jonggeun Choe 13-22

1998 Vol.1 No.2 O

Expeimental and Numerical Studies for the 

Analysis of Equilibrium Conditions of Gas 

Hydrate

Won-Mo Sung, 

Ho-Seob Lee, 

Oh-Kwang Kwon, 

Dae-Gee Huh

67-73

1999 Vol.2 No.1 O

A Well Model Based on the Pseudosteady-

state Pressure Distribution in the Finite-

element Simulation of Depletion Reservoirs

Kun Sang Lee 7-12

1999 Vol.2 No.1 O

Analysis of Two-phase Fluid Flow through 

Anisotropic Media Using FEM-Permeability 

Tensor Transient Model

Yong Chan Park, 

Won Mo Sung
30-36

1999 Vol.2 No.2 O
Multiple Blow Analysis for Top and Bottom 

Hammerings
Jonggeun Choe 43-47

1999 Vol.2 No.2 O
An Analysis of Gas Tightness Around 

Unlined Storage Cavern

Seung Hoon Ra, 

Won Mo Sung
61-67

2000 Vol.3 No.1 O
Identification of Minimum Numbers of Layer 

Required to Model
Sangsoo Ryou 7-16

2000 Vol.3 No.1 O
Estimation of Effective Permeability for a 

Naturally Fractured Reservoir

Yongchan Park, 

Wonmo Sung
35-41

2000 Vol.3 No.3 O

Comparison of Correlation Equations for 

Estimating Brine Properties under High 

Pressure and Temperature Condition

Kun Sang Lee 113-116

2001 Vol.4 No.1 O
The Effect of Changing Mobility Ratio on 

Displacement Efficiency in Polymer Flooding

Bohyun Chon, 

Byeong-Ho Yu
13-17

2001 Vol.4 No.1 O

A Groundwater Flow Model Applicable to 

Anisotropic Aquifers with Fractures by Using 

Fractal Theory

Bohyun Chon, 

Yong-Suk Choi
27-32

2002 Vol.5 No.1 O

The Effects of Pipe Curvature on the Flow 

Characteristics of Solid-liquid Two-phase 

Mixture in an Experimental Flexible Hose 

System

Chi-Ho Yoon, 

Dong-Kil Lee, 

Kwang-Soo Kwon, 

Seok-Ki Kwon, 

Oh-Kwang Kwon, 

Yong-Chan Park, 

Won-Mo Sung

1-7

Oil and Gas, 석유공학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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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Vol.6 No.1 O

Parameters Affecting on the Accuracy of a 

Succession-of-States Simulation of the Gas 

Flow through a Closed System

Kun Sang Lee 1-6

2004 Vol.7 No.2 O

Effects of Absolute Permeability on the 

Fractal Characteristics of the Artificially 

Fractured Cores

Hyun Tae Kim*, 

Dae Gee Huh, 

Se Joon Kim, 

Won Mo Sung

39-45

2005 Vol.8 No.4 O
Experimental Study on Two-phase Flow in 

Artificial Hydrate-bearing Sediments

Taewoong Ahn*, 

Jaehyoung Lee, 

Dae-Gee Huh, 

Joe Myoung Kang

101-104

2005 Vol.8 No.4 O
Preliminary Study on Petrophysical Properties 

of Artificial Gas Hydrate Bearing Sediments

Jaehyoung Lee*, 

Won-Seok Lee, 

Se-Joon Kim, 

Hyun-Tae Kim, 

Dae-Gee Huh

105-108

2006 Vol.9 No.3 O
Gas Production Optimization of Multi-

Reservoir Fields using Branch-System

Jeongyong Roh, 

Jong-Se Lim*, 

Hui-June Park, 

Joe M. Kang

73-80

2007 Vol.10 No.1 O

Study on Petrophysical Properties of 

Unconsolidated Formations of Clay and Sand 

Mixtures

Wisup Bae*, 

HyunTae Kim, 

Young-Ihn Kwon

9-14

2010 Vol.13 No.1 O

Effects of Horizontal and Vertical Well 

Patterns during Waterflood in Anisotropic 

Reservoirs

Kun Sang Lee* 1-7

2010 Vol.13 No.2 O
Numerical Simulation Techniques in Heavy 

Oil Carbonate Reservoirs
Won Suk Lee* 69-76

2010 Vol.13 No.3 O
A Review of Steam Generation for In-Situ Oil 

Sands Projects

Kwan-Woong Gwak*, 

Wisup Bae
111-118

2011 Vol.14 No.2 O
Improvement of Ensemble Kalman Filter for 

Improper Initial Ensembles

Kyung-Book Lee, 

Gyung-Nam Jo, 

Jonggeun Choe*

79-84

2011 Vol.14 No.3 O
Metric Space Mapping of Oil Sands 

Reservoirs Using Streamline Simulation

Jeongwoo Jin, 

Jungtek Lim, 

Haeseon Lee, 

Jonggeun Choe*

109-113

2011 Vol.14 No.3 O

Effect of Hot-brine Temperature on Hydrate 

Dissociation Behavior in Methane Hydrate-

bearing Sediments

Taewoong Ahn, 

Jaehyoung Lee, 

Changhyup Park*, 

Joe M. Kang, 

Hoyoung Lee

1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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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권호 Code 제 목 저 자 Page

2011 Vol.14 No.3 O
The Effect of CO2-CH4 Sorption Phenomena 

on Methane Recovery of Coalbed Methane

Ki-hong Kim, 

Sang-Jin Kim, 

Min-Kyu Lee, 

Won-Mo Sung*

127-133

2011 Vol.14 No.3 O
The Analysis of Gas Productivity by the 

Influence of Condensate Bank near Well

Woo-Cheol Lee, 

Kye-Jeong Lee, 

Jeong-Min Han, 

Young-Soo Lee, 

Won-Mo Sung*

135-144

2011 Vol.14 No.3 O
Development of Inverse Model for Reservoir 

Characterization Using SA Algorithm

Jihun Jung, 

Junghwan Lee, 

Sunil Kwon*

145-152

2011 Vol.14 No.3 O

Numerical Modeling of the Effect of Seawater 

and Circulation Rates for Seafloor Mudline 

Temperature 

Kyung Jae Lee, 

Jonggeun Choe*
153-156



 811

한국자원공학회

50th Anniversary
1962~2012

연도 권호 Code 제 목 저 자 Page

1999 Vol.2 No.1 E

An Analysis on the Onplanned Outage 

Occurrence Rates of Korean and Taiwan 

Nuclear Power Plants

Seong-Yun Shin, 

Eunnyeong Heo
26-29

2002 Vol.5 No.4 E

Estimating Long-Run Relationship among 

Crude Oil Spot Prices,U.S. Inventory, and 

OPEC Production - An Error Correction 

Model Approach -

Eunnyeong Heo, 

Sung-Jin Seo
99-103

2005 Vol.8 No.1 E
Changes in Energy Intensities by Energy 

Type in Korea:A Decomposition Analysis

Hyunkeong Kim, 

Eunnyeong Heo*
1-4

2007 Vol.10 No.1 E
Energy Efficiency Analysis in Korea with 90-

95-2000 Link Energy-Environment IO Table
Yoon Kyung Kim* 1-8

2008 Vol.11 No.3 E
Simulation Analysis on the Power Grid in the 

Northeast Asia with GTMax

Hyun Jae Kim, 

Doo Hwan Won, 

Yoon Kyung Kim*

43-50

2009 Vol.12 No.1 E
A Study on Integration of the World Crude 

Oil Markets using Price Asymmetry Model

Jinsoo Kim, 

Sunah Oh, 

Eunnyeong Heo*

1-4

2009 Vol.12 No.2 E

Crude Oil Price Dynamics Considering 

Structure Change Using CKLS Stochastic 

Models

Youah Lee* 13-16

2009 Vol.12 No.3 E
How to Estimate Economic Scale of Radiation 

usage in Industrial Sector?

Yoon Kyung Kim*, 

Hyun Jae Kim
35-38

2009 Vol.12 No.3 E
Study of Promotion for South Korea’s Mineral 

Resource Cooperation in North Korea

Woo-Jin Chung, 

Yoon Kyung Kim*
39-42

2009 Vol.12 No.4 E

Study for Regional Cooperation on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in Northeast 

Asia

Young-Ah Cho*, 

Hyun Jae Kim, 

Yoon Kyung Kim

59-64

2010 Vol.13 No.2 E
Testing of Market Efficiency in International 

Metal Market
Sunah Oh* 53-55

2010 Vol.13 No.4 E
Acid Rain Impact on Phytoavailability of 

Heavy Metals in Soils

Ah-Young Kim, 

Ju-Yong Kim, 

Myoung-Soo Ko, 

Kyoung-Woong Kim*

133-138

Economy, 광업일반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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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호 발행년도 논문편수 페이지수 비고

제1권 제1호 1964.5 11 1-72 대한광산학회지 창간호

제1권 제2호 1964.12 7 77-147

제2권 제1호 1965.4 6 1-73

제2권 제2호 1965.9 7 78-133

제2권 제3호 1965.12 5 159-208

제3권 제1호 1966.7 4 1-39

제3권 제2호 1966.1 6 62-128

제3권 제3호 1966.11 6 131-174

제4권 제1호 1967.3 4 1-34

제4권 제2호 1967.6 7 81-168

제4권 제3호 1967.11 8 170-226

제5권 제1호 1968.6 6 1-44

제5권 제2-3호 1968.12 8 45-100

제6권 제1호 1969.5 5 1-36

제6권 제2호 1969.9 6 43-98

제6권 제3호 1969.11 6 100-148

제6권 제4호 1969.12 6 152-192

제7권 제1호 1970.2 5 1-50

제7권 제2호 1970.6 5 52-96

제7권 제3호 1970.9 7 103-128

제7권 제4호 1970.12 5 133-167

제8권 제1호 1971.3 5 1-38

제8권 제2호 1971.6 8 39-97

제8권 제3호 1971.9 4 99-144

제8권 제4호 1971.12 5 151-193

제9권 제1호 1972.3 3 1-31

제9권 제2호 1972.6 4 33-59

제9권 제3호 1972.9 4 93-140

제9권 제4호 1972.12 4 143-175

제10권 제1호 1973.3 7 1-52

제10권 제2호 1973.6 5 55-102

4.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지 발행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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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권 제3호 1973.9 4 109-144

제10권 제4호 1973.12 16 209-319 창립 10주년 기념호

제11권 제1호 1974.3 9 1-78

제11권 제2호 1974.6 5 79-137

제11권 제3호 1974.9 4 139-180

제11권 제4호 1974.12 8 183-226

제12권 제1호 1975.3 4 1-39

제12권 제2호 1975.6 7 41-90

제12권 제3호 1975.9 7 99-154

제12권 제4호 1975.12 6 159-199

제13권 제1호 1976.3 8 1-66

제13권 제2호 1976.6 7 67-120

제13권 제3호 1976.9 5 125-185

제13권 제4호 1976.12 9 187-251

제14권 제1호 1977.3 9 1-86

제14권 제2호 1977.6 8 87-141

제14권 제3호 1977.9 8 149-220

제14권 제4호 1977.12 9 221-342

제15권 제1호 1978.3 6 1-67

제15권 제2호 1978.6 13 75-172

제15권 제3호 1978.9 12 173-268

제15권 제4호 1978.12 11 269-369

제16권 제1호 1979.3 11 1-108

제16권 제2호 1979.6 8 109-177

제16권 제3호 1979.9 6 181-217

제16권 제4호 1979.12 11 219-297

제17권 제1호 1980.3 6 1-55

제17권 제2호 1980.6 8 57-130

제17권 제3호 1980.9 7 131-180

제17권 제4호 1980.12 6 181-226

제18권 제1호 1981.3 5 1-39

제18권 제2호 1981.6 9 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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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호 발행년도 논문편수 페이지수 비고

제18권 제3호 1981.9 6 105-149

제18권 제4호 1981.12 14 157-265

제19권 제1호 1982.3 9 1-66

제19권 제2호 1982.6 12 67-160

제19권 제3호 1982.9 8 165-216

제19권 특집제1호 1982.11 20 1-152

제19권 제4호 1982.12 13 227-319

제20권 제1호 1983.3 7 1-54

제20권 제2호 1983.6 12 61-144

제20권 제3호 1983.9 7 145-192

제20권 특집제2호 1983.11 16 1-110

제20권 제4호 1983.12 10 199-271

제21권 제1호 1984.3 8 1-57

제21권 제2호 1984.6 10 73-149

제21권 제3호 1984.9 11 169-260

제21권 특집제3호 1984.11 7 1-51

제21권 제4호 1984.12 12 261-352

제22권 제1호 1985.3 11 1-79

제22권 제2호 1985.6 9 81-162

제22권 제3호 1985.9 10 163-239

제22권 제4호 1985.1 10 241-309

제22권 제5호 1985.12 8 311-380

제23권 제1호 1986.2 6 1-46

제23권 제2호 1986.4 8 47-113

제23권 제3호 1986.6 11 119-219

제23권 제4호 1986.8 9 221-300

제23권 제5호 1986.1 5 301-354

제23권 제6호 1986.12 8 355-426

제24권 제1호 1987.2 7 1-59

제24권 제2호 1987.4 8 83-156

제24권 제3호 1987.6 9 157-234

제24권 제4호 1987.8 8 235-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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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권 제5호 1987.1 6 299-351

제24권 제6호 1987.12 10 353-442

제25권 제1호 1988.2 10 1-89

제25권 제2호 1988.4 5 91-133

제25권 제3호 1988.6 8 135-203

제25권 제4호 1988.8 8 205-272

제25권 제5호 1988.1 9 273-353

제25권 제6호 1988.12 9 355-429

제26권 제1호 1989.2 7 1-58

제26권 제2호 1989.4 11 59-159

제26권 제3호 1989.6 9 161-247

제26권 제4호 1989.8 8 249-312 한국자원공학회지 발간

제26권 제5호 1989.1 8 313-405

제26권 제6호 1989.12 6 407-454

제27권 제1호 1990.2 5 1-53

제27권 제2호 1990.4 8 55-129

제27권 제3호 1990.6 8 131-207

제27권 제4호 1990.8 9 209-304

제27권 제5호 1990.1 7 305-358

제27권 제6호 1990.12 8 359-440

제28권 제1호 1991.2 8 1-73

제28권 제2호 1991.4 9 75-156

제28권 제3호 1991.6 10 157-272

제28권 제4호 1991.8 7 273-337

제28권 제5호 1991.1 9 339-417

제28권 제6호 1991.12 8 419-511

제29권 제1호 1992.2 7 1-55

제29권 제2호 1992.4 8 57-121

제29권 제3호 1992.6 6 123-171

제29권 제4호 1992.8 8 173-244

제29권 제5호 1992.1 8 245-325

제29권 제6호 1992.12 9 327-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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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권 제1호 1993.2 8 1-82

제30권 제2호 1993.4 8 83-176

제30권 제3호 1993.6 10 177-264

제30권 제4호 1993.8 10 265-365

제30권 제5호 1993.1 11 367-456

제30권 제6호 1993.12 10 457-535

제31권 제1호 1994.2 10 1-81

제31권 제2호 1994.4 10 103-181

제31권 제3호 1994.6 12 186-314

제31권 제4호 1994.8 11 315-405

제31권 제5호 1994.1 10 407-492

제31권 제6호 1994.12 11 493-593

제32권 제1호 1995.2 11 1-101

제32권 제2호 1995.4 11 103-208

제32권 제3호 1995.6 7 209-264

제32권 제4호 1995.8 10 265-356

제32권 제5호 1995.1 8 357-435

제32권 제6호 1995.12 7 437-501

제33권 제1호 1996.2 7 1-74

제33권 제2호 1996.4 7 75-132

제33권 제3호 1996.6 9 133-209

제33권 제4호 1996.8 10 211-306

제33권 제5호 1996.1 11 311-411

제33권 제6호 1996.12 13 413-526

제34권 제1호 1997.2 13 1-134

제34권 제2호 1997.4 10 135-225

제34권 제3호 1997.6 13 227-340

제34권 제4호 1997.8 12 341-462

제34권 제5호 1997.1 13 463-558

제34권 제6호 1997.12 12 559-660

제35권 제1호 1998.2 13 1-106

제35권 제2호 1998.4 11 10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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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권 제3호 1998.6 12 193-300

제35권 제4호 1998.8 13 301-406

제35권 제5호 1998.1 11 407-500

제35권 제6호 1998.12 11 501-594

제36권 제1호 1999.2 10 1-118

제36권 제2호 1999.4 7 119-177

제36권 제3호 1999.6 7 179-248

제36권 제4호 1999.8 8 249-318

제36권 제5호 1999.1 9 319-387

제36권 제6호 1999.12 10 389-469

제37권 제1호 2000.2 9 1-79

제37권 제2호 2000.4 9 81-157

제37권 제3호 2000.6 8 159-223

제37권 제4호 2000.8 8 225-296

제37권 제5호 2000.1 9 297-383

제37권 제6호 2000.12 10 385-472

제38권 제1호 2001.2 7 1-57

제38권 제2호 2001.4 9 59-145

제38권 제3호 2001.6 10 147-233

제38권 제4호 2001.8 10 235-321

제38권 제5호 2001.1 9 323-404

제38권 제6호 2001.12 10 405-500

제39권 제1호 2002.2 8 1-71

제39권 제2호 2002.4 9 73-155

제39권 제3호 2002.6 8 157-223

제39권 제4호 2002.8 10 225-305

제39권 제5호 2002.1 9 307-402

제39권 제6호 2002.12 8 403-480

제40권 제1호 2003.2 8 1-68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지 발간

제40권 제2호 2003.4 10 69-145

제40권 제3호 2003.6 8 147-214

제40권 제4호 2003.8 10 215-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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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권 제5호 2003.1 10 299-387

제40권 제6호 2003.12 12 389-491

제41권 제1호 2004.2 12 1-101 문화재 보존에 관한 특별호

제41권 제2호 2004.4 11 103-185

제41권 제3호 2004.6 10 187-264

제41권 제4호 2004.8 10 265-339

제41권 제5호 2004.1 11 341-423

제41권 제6호 2004.12 11 425-507

제42권 제1호 2005.2 8 1-67

제42권 제2호 2005.4 8 69-138

제42권 제3호 2005.6 12 143-247 에너지자원에 관한 특별호

제42권 제4호 2005.8 14 249-409 에너지자원에 관한 특별호

제42권 제5호 2005.1 13 411-540

제42권 제6호 2005.12 14 541-672

제43권 제1호 2006.2 10 1-96

제43권 제2호 2006.4 9 97-174

제43권 제3호 2006.6 11 175-274

제43권 제4호 2006.8 12 275-382

제43권 제5호 2006.1 14 383-531 광해방지기술에 관한 특별호

제43권 제6호 2006.12 14 533-663

제44권 제1호 2007.2 10 1-93

제44권 제2호 2007.4 11 95-190

제44권 제3호 2007.6 9 191-283

제44권 제4호 2007.8 7 285-356

제44권 제5호 2007.1 11 35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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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권 제6호 2007.12 14 477-610

제45권 제1호 2008.2 9 1-90

제45권 제2호 2008.4 13 91-218 자원정책 및 경제 특별호

제45권 제3호 2008.6 9 219-292

제45권 제4호 2008.8 13 293-431 신재생 에너지 특별호

제45권 제5호 2008.1 16 433-600

제45권 제6호 2008.12 16 601-751

제46권 제1호 2009.2 13 1-133

제46권 제2호 2009.4 14 135-277

제46권 제3호 2009.6 13 279-407

제46권 제4호 2009.8 10 409-508 석유가스개발 특별호

제46권 제5호 2009.1 15 509-690

제46권 제6호 2009.12 16 691-847

제47권 제1호 2010.2 12 1-118

제47권 제2호 2010.4 15 119-243

제47권 제3호 2010.6 16 245-405

제47권 제4호 2010.8 20 407-584 에너지 안보와 자원 확보 특별호

제47권 제5호 2010.1 20 585-821 도시광산 및 재활용 기술 특별호

제47권 제6호 2010.12 15 823-984

제48권 제1호 2011.2 10 1-94

제48권 제2호 2011.4 11 115-232

제48권 제3호 2011.6 11 255-395

제48권 제4호 2011.8 11 407-538

제48권 제5호 2011.1 11 549-661

제48권 제6호 2011.12 15 687-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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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 No.1 1998.5 9 1-65 GSE 창간호

Vol.1 No.2 1998.11 6 67-114

Vol.2 No.1 1999.5 5 1-36

Vol.2 No.2 1999.11 5 37-67

Vol.3 No.1 2000.3 7 1-48

Vol.3 No.2 2000.6 6 49-83

Vol.3 No.3 2000.9 5 85-116

Vol.4 No.1 2001.6 5 1-37

Vol.4 No.2 2001.6 4 39-69

Vol.4 No.3 2001.9 5 71-99

Vol.4 No.4 2001.12 5 101-129

Vol.5 No.1 2002.3 4 1-23

Vol.5 No.2 2002.6 5 25-66

Vol.5 No.3 2002.9 4 67-92

Vol.5 No.4 2002.12 4 93-120

Vol.6 No.1 2003.3 4 1-25

Vol.6 No.2 2003.6 4 27-53

Vol.6 No.3 2003.9 4 55-80

Vol.6 No.4 2003.12 4 81-111

Vol.7 No.1 2004.3 4 1-31

Vol.7 No.2 2004.6 4 33-56

Vol.7 No.3 2004.9 4 57-82

Vol.7 No.4 2004.12 4 83-106

Vol.8 No.1 2005.3 4 1-23

Vol.8 No.2 2005.6 4 25-56

5. Geosystem Engineering 발행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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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8 No.3 2005.9 5 57-87

Vol.8 No.4 2005.12 4 89-108

Vol.9 No.1 2006.3 5 1-24

Vol.9 No.2 2006.6 4 25-48

Vol.9 No.3 2006.9 5 49-86

Vol.9 No.4 2006.12 4 87-108

Vol.10 No.1 2007.3 3 1-20

Vol.10 No.2 2007.6 3 21-36

Vol.10 No.3 2007.9 3 37-52

Vol.10 No.4 2007.12 4 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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