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SSGE 2022 Spring Meeting

2022년4월27일(수) - 29일(금)
제주부영호텔

주최 (사)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환경부｜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강원대학교｜대일이앤씨｜대전대학교 GW-SMART연구단｜동명엔터프라이즈｜드림바이오스

DL이앤씨｜서울대학교 공학연구원｜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신대양｜씨앤에치아이앤씨

아름다운환경건설｜에스비이앤이｜에이치플러스에코｜에코비트｜에코필｜엘앤피코스메틱

이피에스엔지니어링｜인텔리지오｜자연과환경｜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제주연구원

지엔에스엔지니어링｜지오그린21｜태영건설｜토양오염조사기관협의회｜포스코건설

한라산소주｜한국수자원공사｜한국원자력환경공단｜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토양정화업협동조합｜한국토양지하수보전협회｜한국환경공단｜한국환경복원기술

한서엔지니어링｜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환경기술정책연구원(NeLab)

후 원

(사)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사무국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86길 31 롯데골드로즈2차 2층 212호

Tel : 02-567-6960, 6961 / Fax : 02-567-6974 

E-mail : kossge@kossge.or.kr / Home page : www.kossge.or.kr 

제주부영호텔(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중문관광로 222, Tel. 064-731-5500)

▶ 교통편

※ 본 행사와 관련된 모든 내용은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홈페이지(www.kossge.or.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추후 변경사항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는 길

자가용 이용 시

네비게이션

이용 시

공항리무진

이용 시

제주국제공항출발소요시간 50분 (40km)

·공항주차장입구- 공항로사거리에서신제주(중문, 한림)방면으로우측도로이동

·신제주입구- 신제주입구교차로진입전우회전후서쪽 (중문, 대정, 한림) 이동

·평화로 - 무수천사가로교차로에서중문, 대정방면으로이동

·동광IC - 중문관광단지 (중문, 상창)방면좌측도로 5.8km 이동

·창천삼거리 - 일주서로중문 (서귀포)방면으로좌회전후 4.2km 이동

·중문관광단지 - 중문광관로사거리에서중문관광단지방면으로우회전후

364m 이동, 중문관광로좌측도로 829m 이동 , 좌회전후 600m 이동

소요시간 1시간 15분

·노선표 : 공항 - 제주더호텔 - 그레이스호텔 - 중문관광단지 (10개정류장)

- ICC JEJU (제주부영호텔&리조트) - 뉴경남호텔 - 서귀포칼호텔

·정류장및운행시간 (06:20 ~ 22:00 18분~ 20분간격) : 제주국제공항도착

1층 5번게이트왼쪽리무진버스승차장 (삼영교통 600번)

·ICC JEJU : 정문국기게양대 200m 지나로터리정류장에서정차

·이용요금 : 공항에서 ICC JEJU까지편도 (성인) 4,500원 (중고생은일반요금의

20%, 초등생은일반요금의 50%, 국가유공자급수에따라차등할인)

중문관광로 222 입력

·제주국제공항 - 평화로 -창천삼거리 - 중문관광단지 - ICC JEJU 약 40km



(사)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회원여러분,

꽃향기 가득한 봄날에 한국의 아름다운 섬, 제주도에서“2022년도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발표회”

를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 큰 기지개를 켜는 마음으로 특별히 2박 3일의 일정으로 개최하

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일상으로 복귀하는 문턱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인 만큼 아직은

조심스러운면이있지만, 풍성하고성공적인행사가될수있도록빈틈없이준비하고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기간동안, 우리 학회학술상수상자의기념발표와 3편의국내외연사특별발표는

물론, 240여 편의 구두 및 포스터 논문이 일반세션과 특별세션을 통하여 발표될 예정입니다.

특히 올 해 30번째를 맞이하는 세계 물의 날 주제가‘Groundwater: Making the Invisible

Visible’인 만큼지하수와관련된다양한프로그램을마련하였습니다. 지하수발굴, 확보 및가치

고도화와 가뭄 대응 지하수 활용기술 특별세션, 우리 학회 제주 지회가 주관하는 제주도의 지하

수 이슈 관련 특별세션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또한, 국내 토양정화사업의 현안을 깊이 있게 다루

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토론회, 원자력 관련 시설 부지 및 지하수평가 특별세션, 국내 토양지하수

분야의현안인제련소오염지하수정화실증연구발표, 탄소중립을위한표토환경관리전략등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회의 미래를 책임질 신진연구자들이 준비한 특별세션과 환경자료 통

계 분석과 활용을 다루는 YOUNG 연구자 워크샵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제주도의 관광 지

질명소를통해지질-지하수-문화를체험할수있는다양한코스의현장견학프로그램도준비되

어있으니회원여러분의많은관심과참여를기대합니다. 

이번 춘계학술대회 개최를 위해서 귀한 시간과 노력을 다해주신 조직위원회와 물심양면으로 지

원을 해주신 토양지하수 관련 업계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마지막으로 회원 여러분의 많

은관심과참여를통하여성공적인학술대회가될수있기를바랍니다.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행

복을기원합니다.

2022년 4월

(사)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회장남경필

학술대회조직위원장김형수

모시는글

학술위원회

·위 원 장 | 김형수(중원대학교)

·위 원 | 김건하(한남대학교) 김정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한승(건국대학교) 박은규(경북대학교)

정재열(한국원자력환경공단) 진성욱(전북대학교)

한영수(충남대학교) 한원식(연세대학교)

등록비 안내

학술대회 조직위원회

·위 원 | 권만재(고려대학교) 김도형(법무법인 율촌)

김용철(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문희선(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백기태(전북대학교) 이승학(한국과학기술연구원)

최민주(㈜동명엔터프라이즈)

KOSSGE 2022 Spring Meeting

A
17만원 13만원

B
22만원 15만원

C
23만원 16만원

A
19만원 15만원

B
24만원 17만원

C
25만원 18만원

(정권회원)

(일반회원)

(일반회원)

(비회원)

(정권회원)

(비회원)

사전

30만원
안내장 및 초록집

(홈페이지 게시)

현장

구 분 정회원 학 생 일반참가자 제공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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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춘계학술대회
 

2022.04.27.(수)

시간
장소�및�내용

에메랄드A 에메랄드B 사파이어A 사파이어B 보드룸1

11:00-12:00 이사회

12:00-13:00 등��록

13:00-13:40

개회식�/�정기총회

·�학회장(개회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환영사),�환경부(축사),�한국환경공단(격려사)

·�학회상�시상

(에메랄드)

13:40-14:05
학술상�발표

(김순오,�경상국립대학교)
(에메랄드)

14:05-14:30
특별발표

(Dr.�Colleen�Green,�USA)
(에메랄드)

14:30-14:45

C�특별세션

좌장:�박원배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제주�지하수�

이슈에�대한�학술적�

접근�및�해법�모색�

[제주연구원�제주�

지하수연구센터]

특별발표

(안홍일,�경기

환경과학연구원)

E�특별세션

좌장:�하규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정일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규범(대전대학교)

가뭄�대응�지하수�

활용�기술�

(인공함양,�Sand�

dam,�WNS)�

[대전대학교�

GW-SMART연구단]

14:45-15:00

15:00-15:15

A�일반세션

좌장:�진성욱

(전북대학교)

1 특별발표

정재학(Texas�A&M�

AgriLife�Research)

D�특별세션

좌장:�김성태

(한국환경공단),�

이재영

(서울시립대학교)

토양�정화�현안�토론�

[한국환경공단�

토양지하수처]

15:15-15:30 2

15:30-15:45 3

B�특별세션

좌장:�고경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의�좋은물�

발굴·확보�및�

가치고도화�기술�

개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5:45-16:00 4

16:00-16:15 5

16:15-16:30 휴식

16:30-16:45 6

16:45-17:00 7

17:00-17:15 8

17:15-17:30 9

17:30-18:00 포스터�발표

(우정홀)18:00-18:30

※�일반세션�발표는�질의응답�포함�15분�입니다.

※�포스터�발표자는�27일(수)�17:30-18:30�동안�포스터�앞에서�발표�준비를�부탁드립니다.�

※�포스터�게시는�28일(목)�12:00까지�유지하고�이후�회수�부탁드립니다.�28일(목)�13:00�이후에는�철거�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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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춘계학술대회 2022.04.28.(목)

시간
장소�및�내용

에메랄드A 에메랄드B 사파이어A 사파이어B 보드룸1

10:00-10:15

F�일반세션

좌장:�조은혜�

(전남대학교)

1

G�일반세션

좌장:�이은희�

(한국지질

자원연구원)

1

H�일반세션

좌장:�김정관

(한국환경

산업기술원)

1

10:15-10:30 2 2 2

10:30-10:45 3 3 3

I�신진연구자세션

좌장:�한원식�

(연세대학교),�

박새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진연구자위원회]

J�특별세션

좌장:�김영훈�

(안동대학교)

석포�제련소�

오염지하수�정화를�

위한�현장�실증연구�

및�향후�정화�전략�

[지오그린21,�

이피에스엔지니어링]

10:45-11:00 4 4 4

11:00-11:15 5 5 5

11:15-11:30 휴식 휴식 휴식

11:30-11:45 6 6 6

11:45-12:00 7 7 7

12:00-12:15 8 8 8

12:15-12:30 9 9 9

12:30-13:30 ���������������������������������점심식사 (1층�다이아몬드)

13:30-13:50

현장견학

<제주도�관광지질명소를�통해�보는�지질-지하수-문화>

1코스:�제주에서�논농사를?

�����������(서귀포항,�하논분화구,�천제연폭포,�논짓물)

2코스:�올레길따라�지하수따라

�����������(천제연폭포,�선녀다리,�별내린전망대,�중문해수욕장,�

갯깍주상절리대,�논짓물)

3코스:�삼다수�수원의�비밀

�����������(제주�삼다수�공장,�물홍보관,�삼다수�둘레길)

4코스:�용천수와�제주문화

�����������(제주�서부�용수리~�대평리)

I�신진연구자세션

좌장:�안진성�

(세명대학교)

L�특별세션

좌장:�정재열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원자력관련시설�

부지�및�지하수

평가�현황

[한국원자력환경공단]

13:50-14:10

14:10-14:30 휴식

14:30-15:00
K�YOUNG�연구자�

워크샵�:�환경자료�

통계�분석과�활용

강사:�이태권�

(연세대학교),�

정진아(경북대학교)

[신진연구자위원회]

*�참가자격:�대학원생

15:00-15:15

15:15-15:30

15:30-15:50

15:50-18:00

18:00-19:30 ���������������������������������간친회 (에메랄드)

※�현장견학과�신진연구자�워크샵은�동시�진행되므로,�중복을�피해서�신청�부탁드립니다.�

※�현장견학과�신진연구자�워크샵�신청�안내는�별도�이메일�공지�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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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춘계학술대회 2022.04.29.(금)

시간
장소�및�내용

에메랄드A 에메랄드B 사파이어A 사파이어B 보드룸1

10:00-10:15

M�일반세션

좌장:�정진아

(경북대학교)

1

N�특별세션

좌장:�양재의�

(강원대학교)

탄소중립을�위한�

표토환경�관리�전략�

[강원대학교]

O�일반세션

좌장:�김용철

(한국지질

자원연구원)

1

Q�일반세션

좌장:�이군택

(서울대학교

NICEM)

1

R�일반세션

좌장:�김강주

(군산대학교)

1

10:15-10:30 2 2 2 2

10:30-10:45 3 3 3 3

10:45-11:00 4 4 4 4

11:00-11:15 5 5 5 5

11:15-11:30 6 6 6

11:30-11:45 7 7

11:45-12:00 8 8

12:00-13:00
���������������������������������폐회식�

������������������������������·�우수논문발표상�시상
(에메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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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상�발표

2022.04.27.(수)

13:40~14:05 | 에메랄드

Management�of�natural�and�anthropogenic�contaminations�in�soil�and�groundwater�environments

김순오(경상국립대학교)

특별발표

특별발표 2022.04.27.(수)

14:05~14:30 | 에메랄드

APEX�Advancements�for�Quantifying�Environmental�Changes

Dr.�Colleen�Green(USA)

2022.04.27.(수)

14:30~15:00 | 사파이어B

중국토양오염정화시장�발전과정,�시공정화기술�및�시사점

안홍일(경기환경과학연구원)

2022.04.27.(수)

15:00~15:30 | 에메랄드B

오카방고�유역의�수자원의�시공간적�분포도�평가

정재학(Texas�A&M�AgriLife�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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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발표

A�일반세션 2022.04.27.(수)

15:00~17:30 | 에메랄드A, 좌장: 진성욱(전북대학교)

A-1 지중환경특성을�고려한�인공�지하수�내�아연과�카드뮴�제거를�위한�다황화칼슘�최적�주입량�도출
윤성희,�김병철,�남경필*�(서울대학교�건설환경공학부)

A-2 고농도�오염수의�TOC�제거를�위한�UV/Persulfate�공정�연구
강주민1,2,�전보경1,2,�손영규1,2*�(1금오공과대학교�환경공학과,�2금오공과대학교�에너지공학융합전공)

A-3 반응�용기�크기,�프루브�위치,�파워�등에�따른�20kHz�프루브�초음파�장비의�성능�평가
나이슬1,2,�이성은1,2,�손영규1,2*�(1금오공과대학교�환경공학과,�2금오공과대학교�에너지공학융합전공)

A-4 Silica�Encapsulation을�통한�논토양에서�중금속�이동성�저감�평가
박��진,�백기태*�(전북대학교�환경에너지융합학과)

A-5 비타민으로�개질�된�마그네타이트을�이용한�6가�크롬�제거
윤선호,�배성준*�(건국대학교�사회환경공학부�고도청정환경공학�연구실)

A-6 물과�퇴적물에서�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및�프탈레이트(PAEs)�제거�시�바이오차�공극�구조의�영향�
레�티�응옥�꾸인,�이현호,�황인성*�(부산대학교�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A-7 증기침입에�의한�지중생활공간의�오염�시나리오
김재현,�김주희,�배민서,�이순재*�(고려대학교)

A-8 Variable�effects�of�soil�organic�matter�on�the�arsenic�behavior�in�the�vadose�zone�with�different�bulk�
densities
휴�트란1,�김상현2,�정재식1,2*,�이승학1,2,3*�(1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2한국과학기술연구원,�3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A-9 천연�일라이트의�다중-수착�사이트�용량�및�친화도�최적화�평가
황정환1,�한원식1*,�정성욱2,�윤원우1�(1연세대학교�지구시스템과학과,�2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환경분석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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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특별세션 한국의�좋은물�발굴‧확보�및�가치고도화�기술�개발(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22.04.27.(수)

15:30~17:30 | 에메랄드B, 좌장: 고경석(한국지질자원연구원)

B-1 한국의�자연기원�좋은물�수원�발굴·확보�및�정보시스템�구축
이재민,�고동찬,�고경석*�(한국지질자원연구원)

B-2 좋은물�수원별�분자규모�특성�및�자연유기물질�평가기술�개발
정윤영1,�류종식2,�조��건1,�이영호1,�신우진1,�허��진3,�고경석4,�고동찬4,�이재민4,�이광식1*�(1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2부경대학교,�
3세종대학교,�4한국지질자원연구원)

B-3 데이터�과학�기법을�이용한�전국의�좋은물�및�목적�맞춤형�지하수�후보지�매핑
이상훈1,�권덕인1,�고은희2,�이혜림1,�고경석3,�이강근1*�(1서울대학교,�2제주연구원,�3한국지질자원연구원)

B-4 질량균형법을�이용한�14C�연대측정:�초정탄산수�사례
풍탄휘1,�이진원1,�김강주1*,�고경석2,�고동찬2,�이병선3,�신현정3�(1군산대학교,�2한국지질자원연구원,�3한국농어촌공사)

B-5 생물활성을�이용한�좋은물�평가�연구
공인철1,�이소현1,�최정음1,�고경석2*�(1영남대학교,�2한국지질자원연구원)

B-6 강원도�발왕산�지역�눈에�의한�토양�및�지하수의�변화에�대한�연구
이정훈1*,�정혜정1,�니암게렐�얄랄트1,�고경석2,�고동찬2�(1이화여자대학교�과학교육과,�2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하수연구센터)

B-7 미세플라스틱�오염�지하수환경에서의�플라스틱�유래�유기물질�추적
이윤경1,�유하영1,2,�허��진1*�(1세종대학교�환경에너지공간융합학과,�2한국수자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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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특별세션 제주�지하수�이슈에�대한�학술적�접근�및�해법�모색(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2022.04.27.(수)

14:30~17:10 | 사파이어A, 좌장: 박원배(제주지하수연구센터)

C-1 지하수�관측망�운영상의�문제점과�개선방안�연구
현범석1,�박원배1*,�강봉래1,�고창성1,�신우식1,�최윤호1,�김지명1,�강남혁1,�이준호2�(1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2제주특별자치도�물정책과)

C-2 베이지안�혼합모델과�수치모델을�이용한�제주도�산간지대�지하수의�함양지역�추정
고은희1,�이은희2*,�이강근3,�문덕철4�(1제주지하수연구센터,�2한국지질자원연구원,�3서울대학교,�4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C-3 제주지역�농업용수�이용�특성과�빗물�이용�활성화�방안
김민철,�김용석,�박원배*�(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C-4 축산폐수�유출지역�지하수�수질�개선:�제주�한림지역�시범�연구�성과와�과제
이강근1*,�권덕인1,�이서호1,�김현구2,�박선화2,�김정우3,�권형표3�(1서울대학교�지구환경과학부,�2국립환경과학원�

토양지하수연구과,�3(주)지오그린21)

C-5 제주상수원�지하수의�수질�진단�및�지속가능한�수자원�관리�방안
유순영1,�윤성택2*,�문수현2,�오준섭2,�오순미3,�곽창암3�(1고려대학교�SEM�연구단,�2고려대학교�지구환경과학과,�
3제주특별자치도�상하수도본부)

C-6 분포형�수문모형을�이용한�제주도�지하수�함양량의�추정
정일문1,�이정은1*,�김철겸1,�김대호2,�손영철2,�김지욱2�(1한국건설기술연구원,�2한국수자원공사)

C-7 데이터�집약적�기술을�이용한�제주지역�지하수위�하강�원인�분석�및�효율적�관리�방안
정진아1*,�정지호1,�박재성1,�고은희2,�박원배2�(1경북대학교,�2제주연구원)

C-8 제주�지하수의�질산염�취약성�평가
권은혜1,�박종훈2,�박원배3,�강봉래3,�현범석3,�우남칠2*�(1한국원자력연구원,�2연세대학교,�3제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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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특별세션 토양�정화�현안�토론(한국환경공단�토양지하수처) 2022.04.27.(수)

15:00~18:00 | 사파이어B, 좌장: 김성태(한국환경공단), 이재영(서울시립대학교)

D-1 위해성에�근거한�오염부지�정화�및�관리�전략
남경필�(서울대학교�건설환경공학부)

D-2 암반오염�조사�및�정화/관리�현황과�개선�방향
이강근*,�이성순,�하승욱,�전원탁�(서울대학교�지구환경과학부)

D-3 부지�및�정화공법�특이적�토양정화검증�방법�고도화�전략
이군택*,�권지철,�조성현,�신건환�(서울대학교�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D-4 토양정화사업�최적수행방안�검토�연구
백승천1,�김석환1,�주완호2*,�김청미2�(1(주)엘프스,�2(주)엔바이로파트너스)

D-5 종합토론(패널�토론)
윤성택�교수(고려대학교),�박재우�교수(한양대학교),�서창일�박사(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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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특별세션
가뭄�대응�지하수�활용�기술(인공함양,�Sand�dam,�WNS)�
(대전대학교�GW-SMART연구단) 2022.04.27.(수)

14:30~18:00 | 보드룸1, 좌장: 하규철(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정일문(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규범(대전대학교)

E-1 물수지�분석�모형을�이용한�지하수�함양량�평가
하규철1,�박창희2,�김성현2,�신에스더2,�이은희1�(1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질환경연구본부,�2(주)지오그린21)

E-2 관정연계이용�기술�적용을�위한�지하수�수요-공급량�평가�연구�
이병선*,�서상진,�명우호,�정찬덕,�이규상,�송성호�(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연구원)

E-3 국내�농촌�지역의�관정�운영�시나리오�적용에�따른�지하수위�분포�분석
이재범,�아거쑤아모스,�양정석*�(국민대학교)

E-4 지하수자원의�효율적�배분을�위한�관정�간�연계�시스템�설계�및�운영기술�개발
이종화,�안준영,�전성천,�이명재*�((주)지오그린21)

E-5 농업�용수�수요에�따른�적정�지하수�공급�설계�평가
박인우,�이서호,�이성순,�이강근*�(서울대학교�지구환경과학부)

E-6 다중�취수원�유입에�따른�다단�샌드댐�모의:�Lab�scale�실험을�통한�접근
김일환,�김민규,�장선우,�정일문*�(한국건설기술연구원)

E-7 샌드댐�설치에�따른�동절기�공급가능량�평가
이치형,�오동환*�((주)인텔리지오)

E-8 Sand댐�적지�선정을�위한�계곡수�수질특성�조사
안경환*,�김병군,�유정아,�장정규,�김양아,�박현제�(한국수자원공사�K-water연구원)

E-9 미급수지역의�샌드댐�건설�효과�분석을�위한�상류부�하천-취수원�연계�모니터링
김지태*,�신지은,�백태효�(에스디엠이앤씨)�

E-10 유역�상류�소분지의�Hybrid형�인공함양�순환시스템�적용을�통한�농업�용수�공급�방안
김규범�(대전대학교�건설안전공학과)

E-11 상시가뭄지역의�Hybrid형�인공함양�시스템�시공�및�운영사례
이영동*,�원경식,�신동민,�김병준�(지오텍컨설탄트(주))

E-12 인공함양�원수공급을�위한�자연형�하천수�수질정화�및�취수시스템
한일영1*,�김규범2�(1(주)비룡,�2대전대학교)

E-13 로라�방식�무선센서네트워크�소개�및�인공함양�시스템�통합제어�현장�적용
임우석*,�김찬유,�오세범,�김용환�((주)아이자랩)

E-14 3D�정밀�수치�모델링을�통한�가뭄지역의�취수가능량�평가
우태영,�이재영*�(신우엔지니어링�융합기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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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일반세션 2022.04.28.(목)

10:00~12:30 | 에메랄드A, 좌장: 조은혜(전남대학교)

F-1 산화·환원�조건과�pH가�퇴적토�내�카드뮴의�유기탄소�및�철산화물�분배에�미치는�영향�
정부윤1,�안진성2,�남경필1*�(1서울대학교�건설환경공학부,�2세명대학교�바이오환경공학과)

F-2 토양세척�정화토�및�회복토의�건강성�평가:�지렁이를�이용한�검증
이우춘1,�이상우1,�김순오2*�(1HS환경기술연구소,�2경상국립대학교�자연과학대학�지질과학과�및�기초과학연구소)

F-3 유류�오염부지의�풍화환경을�고려한�오염누출시기�예측기법�개발�
김기범1,�우희수1,�정재식1,2*,�이승학1,2,3*�(1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물자원순환연구단,�
2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에너지환경융합전공,�3고려대학교�에너지환경대학원)

F-4 고농도�중금속�오염�지하수�정화를�위한�불균질한�매질�내�CPS(Calcium�Polysulfide)의�적용성�평가�:�
Lab�scale�column�
고현우1,�주진철1*,�남경필2,�문희선3,�강은별1,�김동준1,�최지원1�(1한밭대학교,�2서울대학교,�3한국지질자원연구원)

F-5 화학사고�긴급방제를�위한�철�산화물�기반�흡착제�개발
박상현1,2,�안용태1,�이선재1,2,�조정만1,2,�윤현식3,�서승원3,�윤성택2,�최재영1,2*�(1한국과학기술연구원,�
2고려대학교�에너지환경대학원,�3동명엔터프라이즈)

F-6 칼럼실험과�수치모델링을�통한�남극�바톤반도�활동층의�수리적�및�열적�특성�평가�
김정아1,�진성욱1,2*,�황현태3,4,�이정훈5�(1전북대학교�환경에너지융합학과,�2전북대학교�지구환경과학과,�
3Aquanty,�Inc.,�Canada,�4University�of�Waterloo,�Canada,�5이화여자대학교�과학교육과)

F-7 제주서부지역�농업용�지하수�수요량�및�공급�가능량�예측�연구
추연우1*,�송성호2,�함세영3,�김은진1,�서상기1�(1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2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연구원,�
3부산대학교�지질환경과학과)

F-8 국내�최초�섬지역�지하수저류지�운영�효과:�옹진군�대이작도를�중심으로
김하영,�김지욱,�박현진*�(한국수자원공사)

F-9 4차�산업혁명기술�적용�스마트�지하수�관리-�지하수�정보�플랫폼�및�디지털트윈�구축�사례
정지혜,�유형선,�김대호,�손영철*,�김지욱�(한국수자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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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일반세션 2022.04.28.(목)

10:00~12:30 | 에메랄드B, 좌장: 이은희(한국지질자원연구원)

G-1 농업�지역�지하수의�질산염�오염에�대한�수문지질학적�조건�및�지하수�체류시간의�영향�평가
이경진1,�유순영1,�오준섭1,�김현구2,�김문수2,�윤성택1*�(1고려대학교,�2국립환경과학원)

G-2 PCE�대리�모델�기반�민감도�분석을�활용한�LNAPL�지중�오염�복원�솔루션
김태훈1,�한원식1*,�강경철2,3,�신제현4,�박길택1�(1연세대학교,�2University�of�Minnesota,�3St.�Anthony�Falls�Laboratory,�
4한국지질자원연구원)

G-3 해면�경계에서의�다양한�경계조건을�고려한�조석�변동환경의�육지�유래�오염물�거동에�관한�2차원�준해석해�기법
석희준1*,�한원식2,�손승효1,2�(1한국지질자원연구원�기후변화대응연구본부�지하수환경연구센터,�2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

G-4 제올라이트�13X에�의한�세슘,�스트론튬�및�코발트의�흡착기작�연구
박민지1,�정훈영2*�(1부산대학교�BK21�지구환경시스템�교육연구단,�2부산대학교�BK21�지구환경시스템학부�지질환경과학과)

G-5 Ca/Fe�층상이중수화물을�이용한�안티몬�및�셀레늄�제거�연구�
김용찬,�한인섭*�(서울시립대학교)

G-6 펜타클로로페놀로�오염된�지하수의�분해를�위한�다양한�양극의�초음파�보조�전기화학:�동역학�및�메커니즘
주영월,�곽봉시,�최명찬,�김지형*�(고려대학교�건축사회환경공학과)

G-7 지하수�정화에서�철계�환원제의�새로운�평가�방법
인양민,�주영월,�최명찬,�김지형*�(고려대학교�건축사회환경공학부)

G-8 고농도의�유기물질�존재�하에서�목탄으로의�항생제�흡착
이수민1,�김종국1,�백기태1,2*,�박준규3�(1전북대학교�환경에너지융합학과,�2전북대학교�토양�환경연구센터,�3(주)다산컨설턴트)

G-9 MgAl�layered�double�hydroxides�개질법을�이용한�소나무�톱밥�기반�바이오차의�아조염료�흡착능�향상
김종구1,�박근혁2,�유다영2,�이영인2,�이용구3,�전강민1,2*�(1강원대학교�에너지�인프라융합학과,�2강원대학교�환경공학과,�
3강원대학교�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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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일반세션 2022.04.28.(목)

10:00~12:30 | 사파이어A, 좌장: 김정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H-1 Dithionite에�의한�nontronite�내�structural�iron의�산화환원�상태�변화
문찬규1,�김병철2,�남경필1*�(1서울대학교�건설환경공학부,�2�University�of�Toronto)

H-2 제강슬래그가�담지된�비균질�커피�바이오차�촉매의�과황산염�활성화를�통한�COVID-19�방지�손소독제의�분해:�
일중항�산소의�역활
신재관1,�곽진우1,�손창길1,�김상원1,�이용구2,�김종구1,�백송희1,�전강민1,3*�(1강원대학교�에너지·인프라융합학과,�
2강원대학교�환경연구소,�3강원대학교�환경공학과)

H-3 다양한�알칼리�전처리�천연�제올라트에�지지된�나노�영가철�정화소재를�이용한�6가�크롬�제거�연구�
최민희,�배성준*�(건국대학교�사회환경공학부)

H-4 염소계�화합물�분해를�위한�전기화학적으로�개질된�바이오차를�활용한�Horseradish�Peroxidase�고정화�
Jingjing�Liu1,3,�백기태1,2*�(1전북대학교�환경에너지융합과,�2토양환경연구센터,�3School�of�Chemistry�and�Chemical�

Engineering,�University�of�South�China)

H-5 Fe(II)에�의해�활성화된�이중산화제(CP/PMS)�시스템에�의한�페난스렌의�분해�
압둘라알�마수드,�이상훈,�김동현,�신원식*�(경북대학교�건설환경에너지공학부)

H-6 커피찌꺼기�activated�bio-char를�활용한�Cr6+�제거에�관한�연구�
전태영,�한인섭*�(서울시립대학교)

H-7 친환경�바이오차에�의해�활성화된�peroxymonosulfate에�의한�테트라싸이클린의�분해�
시바산카르�안나말라,�이상훈,�이예빈,�신원식*�(경북대학교�건설환경에너지공학부�차세대에너지기술연구소)

H-8 300kHz�조건에서의�초음파�산화�반응의�반응속도론�분석�연구
이성은1,2,�나이슬1,2,�손영규1,2*�(1금오공과대학교�환경공학과,�2금오공과대학교�에너지공학융합전공)

H-9 과황산염�활성화�방법으로서의�20kHz�초음파�적용성�연구
전보경1,2,�강주민1,2,�손영규1,2*�(1금오공과대학교�환경공학과,�2금오공과대학교�에너지공학융합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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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신진연구자세션 2022.04.28.(목)

10:30~14:10 | 사파이어B, 좌장: 한원식(연세대학교), 박새롬(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진성(세명대학교)

I-1 벌목�경사지에서�낙진방사성동위원소를�이용한�토양침식�조사
윤정환1,�김혁수1,�양재의1,�김계훈2*�(1강원대학교,�2서울시립대학교)

I-2 다양한�유기용매�내�토양�입자�침전�및�자외선�강도의�상관관계
최종복1,�이덕영1,2,�손영규1,2*�(1금오공과대학교�환경공학과,�2금오공과대학교�에너지공학융합전공)

I-3 폴리디메틸실록산(PDMS)과�물�사이의�프탈산�에스테르(PAEs)의�분배�계수�측정�
바자게인�리쉬캐쉬1,�서동균1,�조현수1,�김필곤2,�권정환2,�홍용석1*�(1고려대학교�과학기술대학�환경시스템공학과,�
2고려대학교�환경생태공학부)

I-4 토지이용과�지질특성,�현장수질�항목을�이용한�기계학습�기반의�지하수�질산염�농도�예측
이재민1,�고경석1,�유근제2*�(1한국지질자원연구원,�2한국해양대학교)

I-5 2단계�시나리오에�복합�머신러닝�모델들을�이용한�지하수�오염�취약성�지수�산출�
후삼�엘딘�엘자인,�정상용*�(부경대학교�지구환경과학과�지질환경연구소)

I-6 다중�추적자를�활용한�수변지역�질산염�순환의�이해
주여진1,�고동찬2*,�권홍일2,3,�김동훈2�(1한국원자력연구원,�2한국지질자원연구원,�3한국원자력환경공단)

I-7 동해안�석호지역에서�단기양수를�통한�수리상수�및�담염수�경계면�분포�특성�평가
전우현1,�이수형1,�정찬영1,2,�문희선1*,�김용철1,�황세호1�(1한국지질자원연구원�기후변화대응연구본부�지하수환경연구센터,�
2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한국지질자원연구원캠퍼스�지질과학전공)

I-8 환경�요인이�미세플라스틱의�거동에�미치는�영향�평가를�위한�민감도�분석의�활용
임승지1,�황명원1,�정유진1,2,�홍석원1,3,�이승학1,3,4,�정재식1,3*�(1한국과학기술연구원,�2서울과학기술대학교,�
3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4고려대학교�에너지환경대학원)



� � �

14� |� 2022�춘계학술대회

J�특별세션
석포�제련소�오염지하수�정화를�위한�현장�실증연구�및�향후�정화�전략
(지오그린21,�이피에스엔지니어링) 2022.04.28.(목)

10:30~12:30 | 보드룸1, 좌장: 김영훈(안동대학교)

J-1 석포제련소�중금속�오염�지하수�정화를�위한�현장실증연구
남경필�(서울대학교)�

J-2 고농도�중금속�오염�지하수의�원위치(in�situ)�정화를�위한�CPS(Calcium�Polysulfide)�주입�타당성�평가
주진철1*,�남경필2,�문희선3,�고현우1,�윤성희2�(1한밭대학교,�2서울대학교,�3한국지질자원연구원)

J-3 준호기조건�자유면�대수층�내�오염지하수�정화를�위한�SRB�기반�반응벽체�설계방안
우희수1,�김상현1,�이미연1,2,�추연경1,3,�정재식1,2*,�이승학1,2,4*�(1한국과학기술연구원,�2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3고려대학교�건축사회환경공학과,�4고려대학교�에너지환경대학원)

J-4 방해석(Calcite)과�아라고나이트(Aragonite)를�이용한�고농도�중금속�오염�산성배수�처리�연구
김재민1,�송혜원1,�김영훈2,�김정진1*�(1안동대학교�지구환경과학과,�2안동대학교�환경공학과)

J-5 현장�적용을�위한�기본설계�및�운영계획과�중장기�모니터링�계획
김정우*,�차용훈,�천정용,�이명재,�윤병용,�신선호�((주)지오그린21)

J-6 석포제련소�오염지하수의�이화학적�특성�및�지상처리�적용성
김강주1*,�이진원1,�풍탄휘1,�황마이느1,�차장환2�(1국립군산대학교,�2(주)이피에스엔지니어링)

J-7 종합토론
윤성택(고려대학교),�신원식(경북대학교),�손영규(금오공과대학교),�김수동(안동환경운동연합),�

김정수(환경안전건강연구소)

K�YOUNG연구자�워크샵 환경자료�통계�분석과�활용 2022.04.28.(목)

14:30~18:00 | 사파이어B, 강사: 이태권(연세대학교), 정진아(경북대학교)

K-1 R을�활용한�기초통계�및�가시화
이태권(연세대학교)

K-2 다변량�통계�분석�및�가시화
정진아(경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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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특별세션 원자력관련시설�부지�및�지하수평가�현황(한국원자력환경공단) 2022.04.28.(목)

13:30~15:50 | 보드룸1, 좌장: 정재열(한국원자력환경공단)

L-1 경주�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지하수�평가�사례
김수진,�조현진,�윤정현�정재열*�(한국원자력환경공단�방폐물기술실)

L-2 원전�해체부지�지하수평가�방법
황종선1*,�조광호1,�정혜진1,�한재문2�(1한국수력원자력(주)�중앙연구원,�2현대건설(주)�기술연구소�신사업기술팀)

L-3 원자력관계�시설�부지에�대한�지하수�유동�평가를�위한�규제지침(안)�개발
현승규1*,�최호선1,�진소범1,�함세영2,�우남칠3,�이충모4�(1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2부산대학교,�3연세대학교,�4한국지질자원연구원)

L-4 고준위�처분부지�지하수평가�방법
이정환�(한국원자력환경공단)

L-5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부지�수리화학�평가기술�개발�현황
현성필*,�김은경,�천대성,�채병곤�(한국지질자원연구원)

L-6 고준위폐기물�처분장�내�핵종이동�평가기술�개발�현황
김정우*,�이재원,�김용민,�장홍,�조현호,�이동혁�(한국원자력연구원)

L-7 경주시�방사성폐기물�동굴처분시설�부지의�지하수�유동�개념모델�연구
류상민1*,�함세영2,�정재열3,�김지연3,�이창재1�(1현대엔지니어링,�2부산대학교,�3한국원자력환경공단)

M�일반세션 2022.04.29.(금)

10:00~11:15 | 사파이어A, 좌장: 정진아(경북대학교)

M-1 Design�and�Development�of�Microelectrode�for�Electrochemical�Measurement�of�Nitrous�Oxide�
and�Nitrite�Ion:�Key�Species�for�Sediment�Nitrogen�Cycle
헴�프로가스�카르끼1,�권순길1,�네탄�존슨2,�홍용석1*�(1고려대학교�과학기술대학�환경시스템공학과,�2텍사스�공과대학교)

M-2 비소로�오염된�토양에�대한�Mg-Fe�이중층수산화물(LDH)의�비소�안정화�연구
김선희*,�탁현지,�Ilham�Abdul�Latief,�이민희�(부경대학교�지구환경시스템과학부�환경지질과학전공)

M-3 산불지역�지중�환경�내�세슘의�거동�특성
배효진1,2,�정성욱1*,�정진아2�(1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2경북대학교)

M-4 What�determines�the�efficacy�of�landfarming�for�petroleum-contaminated�soils:�Importance�
of�contaminant�characteristics
김상현1,�우희수1,�안성남1,�정재식1,2*,�이승학1,2,3*�(1한국과학기술연구원,�2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3고려대학교)

M-5 토양�중�카드뮴�기기분석법�개선에�관한�연구
김장현*,�김영란,�강윤주,�이수미,�홍성준,�권오일,�이용직�(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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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특별세션 탄소중립을�위한�표토환경�관리�전략(강원대학교) 2022.04.29.(금)

10:00~11:30 | 에메랄드B, 좌장: 양재의(강원대학교)

N-1 표토보전관리�기술개발�현황
문상기(한국환경산업기술원)

N-2 탄소중립시대�토양과학의�역할:�토양탄소저장기술을�중심으로
윤성택1*,�양재의2�(1고려대학교�지구환경과학과,�2강원대학교�환경융합학부)

N-3 토양�탄소�격리:�Overview
윤정환,�김혁수,�양재의*�(강원대학교)�

N-4 농업부문�탄소중립�기술개발�추진계획
정구복,�최은정,�이선일,�강성수�(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기후변화평가과)

N-5 토양�탄소격리�평가�방법론
윤정환1,�박병준1,�이찬규1,�김성철2,�양재의1,�김혁수1*�(1강원대학교,�2충남대학교)

N-6 토양�침식과�탄소�Dynamics
윤정환1,�오승민2,�이상필1,�정석순1,�김혁수1,�양재의1*�(1강원대학교,�2원주지방환경청)

O�일반세션 2022.04.29.(금)

10:00~12:00 | 사파이어A, 좌장: 김용철(한국지질자원연구원)

O-1 다중�환경추적자를�이용한�화산암�대수층�내�심부�지하수�체류시간�추정
강현지1,�유순영1,�문수형2,�강경구2,�윤성택1*,�(1고려대학교�지구환경과학과,�2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O-2 제주도에서�관개용수�필요수량과�지하수�이용량의�시공간적�분포�특성
송성호1*,�김진성2,�신동연3,�서상기3,�강봉래4�(1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연구원,�2한국농어촌공사�경북지역본부,�
3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4제주지하수연구센터)

O-3 지방자치단체의�지하수�관리�이행력�강화를�위한�선결과제�
현윤정1*,�정우현2�(1한국환경연구원�물국토연구본부,�2한국환경연구원�지속가능전략연구본부)

O-4 비소�오염�부지�내�지구물리기법을�적용한�안정화제의�유지능�모니터링�및�평가
이선재1,2,�박상현1,2,�조정만1,3,�안용태4,�이해석2,�최재영1,2*�(1한국과학기술연구원,�2고려대학교,�3서울대학교,�4한양대학교)

O-5 유역규모�통합모델을�이용한�지하수-지표수�상호작용�모사�및�지하수의존물환경의�기후변화�취약성�예측�
이은희1*,�이현주1,�박동규1,�황현태2�(1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하수연구센터,�2Aquanty�Inc.)

O-6 원자력관계시설�부지특성�조사를�위한�시추공에�대한�규제지침(안)�개발
현승규1*,�황세호2,�진소범1�(1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2한국지질자원연구원)

O-7 지하수�정화�관련�다목적�최적화�문제를�풀기�위한�NSGA-2의�수행�능력�평가�
이서호,�박인우,�이성순,�이강근*�(서울대학교�지구환경과학부)

O-8 미래�지하수�함양�시나리오를�고려한�해수�침투에�대한�지하수�취약성�평가
장선우,�정일문*�(한국건설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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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일반세션 2022.04.29.(금)

10:00~12:00 | 사파이어B, 좌장: 이군택(서울대학교NICEM)

Q-1 칼슘에�의한�토양�내�철산화물에�흡착된�스트론튬�제거�기작�결정:XRD,�XPS,�XANES,�및�EXAFS�분석결과
송호재,�남경필*�(서울대학교)

Q-2 원위치�철산화물�합성법을�이용한�중금속�오염�토양�안정화�공법�개발
이호섭1,�안진성2,�정슬기3,�남경필1*�(1건설환경공학부�서울대학교,�2바이오환경공학과�세명대학교,�
3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Q-3 굴�패각이�도핑된�CuBi2O4�촉매의�peroxymonosulfate�활성화에�의한�의약품의�제거
손창길1,�신재관1,�곽진우1,�김상원1,�김종구1,�백송희1,�이용구2,�전강민1,2*�(1강원대학교�에너지·인프라�융합학과,�
2강원대학교�환경공학과)

Q-4 지중환경�내�미세플라스틱�잠재�오염현황�및�이동성�평가
박새롬1,�강희준1,2,�문희선3*,�전우현3,�김동훈3,�김일호1,2,�김석구1,2�(1한국건설기술연구원�환경연구본부,�
2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3한국지질자원연구원�기후변화대응연구본부�지하수환경연구센터)

Q-5 갱내수�내�비소제거를�위한�제올라이트�철�이온�합성�개질에�대한�연구
김경환,�한인섭*�(서울시립대학교)

Q-6 토양경작�정화토의�건강성�회복기술�최적화�및�적용성�평가
이종환1,�이우춘2,�이상우2,�김순오1*�(1경상국립대학교�자연과학대학�지질과학과�및�기초과학연구소,�2HS환경기술연구소)

Q-7 Ca2+�기반�알칼리도�생성물질에�의한�지하수�내�중금속�정화�
조용환1,�박��진1,�백기태1,2*�(1전북대학교�환경에너지융합과,�2토양환경연구센터)

Q-8 철광산�광미를�활용해�철을�함침한�호두껍질�바이오차의�합성염료�제거효율�평가�
백송희1,�이도연2,�기서현2,�변우범2,�이용구2*,�전강민1,2*�(1강원대학교�에너지인프라융합학과,�2강원대학교�환경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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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일반세션 2022.04.29.(금)

10:00~11:30 | 보드룸1, 좌장: 김강주(군산대학교)

R-1 오믹스�기반�불화수소�노출�토양�내�농작물(식물)�피해�진단
조정만1,2,�이정애1,�이선재1,3,�박상현1,3,�황유식4,�정��현4,�박준범2*,�최재영1,3*�(1한국과학기술연구원,�2서울대학교,�
3고려대학교,�4안전성평가연구소)

R-2 질산성질소�오염�지하수�재이용기술(Pump�and�Fertilize)을�통한�질산성질소�오염저감�평가:�
4년간�옥수수�경작지�3개소�대상�파일럿�규모�연구
염여훈1,�한경진2,�윤금희1,�김희윤1,�전지원1,�권수열3,�김��영1*�(1고려대학교,�2국립한국교통대학교,�3한국방송통신대학교)

R-3 수은�생물축적의�계절적�경향�및�하구�퇴적물�현장조사를�통한�조개�및�미생물�군집의�독성영향�평가
차우다리디라즈꾸마르1,�김환석1,�라이블�대니2,�이미경3,�김선영3,�김란희1,�김성표1,�홍용석1*�(1고려대학교�세종캠퍼스�

환경시스템공학과,�2Texas�Tech�University,�토목,�환경�및�건설�공학과,�3국립환경과학원�물환경공학연구과)

R-4 토양�지층별�인위적�영향에�따른�미생물�군집구조와�기능�변화
김한석1,�박강현1,�윤태현2,�주용성2,�조호영1,�권만재1*�(1고려대학교�지구환경과학과,�2동국대학교�통계학과)

R-5 소나무칩,�벚나뭇잎,�볏짚�분해에�따른�EEMs�분석결과와�수질변화의�상관성
이진원1,�Phung�Thanh�Huy1,�고경석2,�이병선3,�이규상3,�김강주1*�(1군산대학교,�2한국지질자원연구원,�3한국농어촌공사)�

R-6 현장�실증�연구를�통한�자연저감�생분해�가능성�진단
임현수,�정우식,�이민주,�김자연,�김다정,�김수빈,�박준홍*�(연세대학교�건설환경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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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질소제거율�증대를�위한�하수�유입수�분할주입에�관한�연구
최병욱1,�박배성1,�임문교2,�연승준2,�김정민3,�최진영2,�고병준3,�양효동3,�허희승3,�이성종1*�(1한국외국어대학교,�
2광주도시관리공사,�3오포맑은물복원센터)

P-2 제트벤츄리믹서를�이용한�생물학적처리�공정에서의�질산화�효율�증대에�관한�연구
최병욱1,�박배성1,�임문교2,�연승준2,�김정민3,�최진영2,�고병준3,�양효동3,�허희승3,�이성종1*�(1한국외국어대학교,�
2광주도시관리공사,�3오포맑은물복원센터)

P-3 생물학적처리공정에서의�총질소�거동�변화에�대한�연구
강태윤,�권희연,�우한비,�홍혜민,�김효진,�이재민,�이성종*�(한국외국어대학교)

P-4 하수처리시설�유입수의�유기물�농도와�생태독성(발광박테리아)과의�관계성�비교
우한비,�이재민,�강태윤,�권희연,�홍혜민,�김효진,�이성종*�(한국외국어대학교)

P-5 하수처리시설�유입수에�대한�총유기탄소와�화학적산소요구량(Mn,�Cr)�관계성�비교�연구
홍혜민,�이재민,�강태윤,�김효진,�권희연,�우한비,�이성종*�(한국외국어대학교)

P-6 구리,�납을�대상으로�한�발광박테리아�급성�독성�평가�및�혼합�독성에�관한�연구
김효진,�이재민,�강태윤,�권희연,�우한비,�홍혜민,�이성종*�(한국외국어대학교)

P-7 Montmorillonite-Alginate�흡착제의�구성비에�다른�중금속�흡착�효율에�관한�연구
권희연,�강태윤,�김효진,�우한비,�이재민,�홍혜민,�이성종*�(한국외국어대학교)

P-8 다환방향족탄화수소에�대한�수생생물의�영양단계별�독성변화에�관한�연구
이재민,�최병욱,�강태윤,�김효진,�우한비,�권희연,�홍혜민,�이성종*�(한국외국어대학교)

P-9 경도�변화에�따른�물벼룩�neonate�생산성�비교�연구�
최민경,�이채영,�최병욱,�이성종*�(한국외국어대학교)

P-10 소나무�잎을�이용한�대기�중�나프탈렌�흡착의�동력학�연구
이선경,�현승훈*�(고려대학교�환경생태공학과)

P-11 먹이에�따른�물벼룩의�개체생산�특성에�관한�연구
이채영,�최민경,�최병욱,�이성종*�(한국외국어대학교)

P-12 광산�퇴적토에서�분리한�Martelella�soudanensis�NC18과�NC20의�다상분류학적�특성
이정윤1,2,�김동훈1*�(1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하수환경연구센터,�2충북대학교�생명시스템학과)

P-13 키틴,�굴패각�공동열분해를�통한�합성가스와�바이오차�생산
권기훈,�김은지,�송호철*�(세종대학교)

P-14 비소/불소�오염토양�처리�공정의�최적�처리�조건�도출
이나래1,�서승원1,�김주영1,�최재영2,�윤현식1*�(1(주)동명엔터프라이즈,�2한국과학기술연구원)

P-15 과황산�및�활성화제를�이용한�TPH로�오염된�토양의�고도산화�평가
김용현,�서승원,�김주영,�윤현식*�((주)동명엔터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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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6 황화�영가철을�이용한�과황산�고도산화공정의�불포화대�모사�페놀�오염�토양�처리�특성
정혁성,�Nguyen�Quoc�Bien,�최재영,�황인성*�(부산대학교�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P-17 중금속�오염토양의�토양세척�적용에�따른�토양�특성�변화�평가�및�정화토�건강성�회복을�위한�요소기술�개발
이승현1,�이우춘2,�이상우2,�김순오1*�(1경상국립대학교�자연과학대학�지질과학과�및�기초과학연구소,�2HS환경기술연구소)�

P-18 Combined�effect�of�surfactant,�potassium�dihydrogen�phosphate,�and�phytate�to�improve�the�
infiltration�of�hydrogen�peroxide�from�fuel�contaminated�hydrophobic�unsaturated�soil
가우탐�프라카시,�정승우*�(군산대학교�환경공학과)�

P-19 비소�오염토에�대한�안정화공법�적용시�토양�건강성평가�연구�
김송희,�정승우*�(군산대학교�환경공학과)

P-20 Stabilization�of�lead�contaminated�firing�range�soil�using�scallop�shells
문덕현�(조선대학교)

P-21 석탄광산배수슬러지의�세슘�흡착�특성�규명
전소영*,�탁현지,�배민경,�허원범,�이민희�(부경대학교�지구환경과학과)�

P-22 지중�오염물질�거동특성�분석을�위한�실내�및�현장�분배추적자시험�비교
정찬덕1,�방성수2,�이규상1*�(1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연구원�미래농어촌연구소,�2한국농어촌공사�경기지역본부�

토양환경복원단)

P-23 Oxygen-doped�Graphitic�Carbon�Nitride�활성에�영향을�미치는�특성�변화
김도군1,�Thanh�Tuan�Nguyen2,�고석오2*�(1국립순천대학교,�2경희대학교)

P-24 Thermochemical�degradation�of�phenol�(TPH)�via�persulfate�oxidation
권도현,�이지윤,�김정기,�김수홍*�((주)에스지알테크)

P-25 금속�및�황�동위원소를�활용한�군부대�주변�지하수의�유류�오염�및�중금속�거동�평가
임웅림1,�김덕민1*,�임대규1,2,�권혜림1,�황정우2,�유순영2,�윤성택2,�김정희3�(1상지대학교�신에너지·자원공학과,�
2고려대학교�지구환경과학과,�3한국농어촌공사�경기지역본부)

P-26 산성광산배수�중화공정에서�희토류�원소의�거동
정영욱,�조동완,�임길재,�이춘오,�지상우�(한국지질자원연구원)

P-27 성분별동위원소분석을�이용한�염소계�에틸렌�저감�평가:�예비�결과
황정우1,�유순영1,�이경진1,�윤성택1*,�김정희2�(1고려대학교�지구환경과학과,�2한국농어촌공사�경기지역본부)�

P-28 지하수�내�유류오염물질의�저감�확인:�수화학,�유지문,�동위원소�활용�
유순영1,�황정우2,�문수현2,�윤성택2*,�김정희3�(1고려대학교�SEM�연구단,�2고려대학교�지구환경과학과,�
3한국농어촌공사�경기지역본부)�

P-29 환경매질별�지질기원�이산화탄소�배출의�시간적�변화�양상�
채기탁1,�유순영2*,�윤성택3�(1한국지질자원연구원�CO2�지중저장연구센터,�

2고려대학교�SEM�연구단,�
3고려대학교�지구환경과학과)

P-30 산성�물질에�노출된�논�토양�시스템에서�미생물�군집�분포�변화
박민석1,�현승훈2*�(1고려대학교�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2고려대학교�환경생태공학부)

P-31 화강암반�심부�지질특성�조사에�적합한�장심도�구간�지하수�시료채취�방법�개발�및�현장�적용�
박지원,�안준영,�정문식,�남상훈,�천정용,�전성천*�((주)지오그린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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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2 토양에서�DGT를�이용한�release�risk�결정과�이를�통한�카드뮴�안정화기술의�지속성�평가에�관한�연구�
박주용1,�안진성2,�남경필1*�(1서울대학교,�2세명대학교)

P-33 바닥재의�수용성�금속이온과�음이온�용출가능성에�대한�연구
서효식1,2,�고동찬1,�최한나1*�(1한국지질자원연구원�기후변화대응본부�지하수환경연구센터,�
2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지질과학)

P-34 인산석고�보관구역내�토양의�불소오염에�관한�연구
김형석,�오석영*�(울산대학교)

P-35 유류오염토양�정화전‧후�토양특성평가
박승호,�김정욱,�전순원,�박형민,�정명채*�(세종대학교�지구자원시스템공학과)

P-36 경안천�유역�내�하천과�지하수�질소류�오염의�공간적�특성
이현아1,2*,�박종훈1,2,�이동엽1,2,�우남칠1,2�(1연세대학교�지구시스템과학연구소,�2연세대학교�지구시스템과학과)

P-37 지하수�중�미규제�오염물질(금속류)�분포실태조사
김덕현,�윤종현,�권종범,�김현구,�김문수,�정도환,�신선경,�박선화*�(국립환경과학원)

P-38 매립지�조기안정화를�통한�재활용방안�연구
강정구1,�신은철2*,�이연정3*�(1(주)고려컨설턴트,�2,3인천대학교)

P-39 재생자원�기반�토양개량제�제조�및�물리화학적�특성�분석
안창혁1,2*,�이새로미1�(1한국건설기술연구원,�2서울대학교)

P-40 가연성�가스�생산을�위한�제강슬래그와�이산화탄소를�활용한�혐기소화조�슬러지의�열분해
김정훈,�정성엽,�조성헌,�최동호,�김유관,�권일한*�(한양대학교)

P-41 바이오차�활용�땅콩�폐기물의�열화학적�공정을�통한�바이오디젤�및�합성가스로의�고부가가치화
김민영,�정성엽,�이태우,�권일한*�(한양대학교)

P-42 촉매�열분해�플랫폼을�통한�혼합�폐플라스틱의�완전�열분해에�대한�CO2의�시너지�효과�사례�연구:�일회용�기저귀
권도희,�최동호,�박경남,�정성엽,�권일한*�(한양대학교�자원환경공학과)

P-43 이산화탄소�활용�열분해를�통한�기능성�바이오차�생산�및�이산화탄소�흡착�능력�평가
이상윤,�이태우,�정성엽,�권일한*�(한양대학교)

P-44 혐기성�소화�슬러지의�수열탄화�특성평가�
정혜지,�박채린,�김은정*�(목포대학교)

P-45 탄화�및�수열탄화공정에�따른�미세조류�바이오차의�특성�비교
박채린,�정혜지,�김은정*�(목포대학교)�

P-46 Windmill을�활용한�지하수�지중정화�기술�고도화장치�개발
박성민,�손봉호*,�윤석현�((주)지엔에스엔지니어링)

P-47 음식물쓰레기�기인�토양개량제의�수문학적�모의를�위한�포화수리전도도�평가
이새로미1,�안창혁2*�(1한국건설기술연구원,�2서울대학교)

P-48 재배관리�최적화를�통한�기후변화�대응�지속가능한�벼�경작지�관리�방안
황원재1,�현승훈2*�(1고려대학교�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2고려대학교�환경생태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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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9 5가�비소�제거를�위한�pH�조절-CO2�금속성�바이오차의�제조
윤광석,�박주영,�송호철*�(세종대학교)

P-50 생물학적�황산염환원�전자공여체로서�Microsized�Corn-Oil�Droplet(MOD)를�이용한�지하수�내�복합�중금속�
부동화�효율�평가:�실험실�규모�회분식�반응조�연구
김희윤1,�한경진2,�윤금희1,�염여훈1,�전지원1,�권수열3,�김��영1*�(1고려대학교,�2국립한국교통대학교,�3한국방송통신대학교)

P-51 비�무기산�세척제에�의한�중금속�오염�토양의�세척�효과�평가
이가빈,�백기태*�(전북대학교�환경에너지융합학과�및�토양환경연구센터)

P-52 인공�신경망�및�지원�벡터�회귀를�사용하여�수용액에서�나노�스케일�0가�철에�의한�질산염�분해�예측
알��빈,�인양민,�최명찬,�김지형*�(고려대학교�건축사회환경공학부)

P-53 35�kHz�초음파에�의한�다양한�산화제의�활성화:�펜타클로로페놀�및�비스페놀�A의�동역학�및�열역학에�미치는�영향�
순시유,�누룰�알비아�이스티코마,�최명찬,�김지형*�(고려대학교)�

P-54 구형�폐기물�슬러지�흡착제에�대한�불소�및�비소의�흡착�등온선,�동역학�및�메커니즘�연구
곽봉시,�인양민,�최명찬,�김지형*�(고려대학교�건축사회환경공학과)

P-55 수중�카드뮴�제거를�위한�폴리아닐린�기반의�표면�기능화된�다공성�탄소�물질�제조�연구
임선화,�최종수,�박세연,�락시미�프라사나�린감딘네,�자나드한�레디�코두루*,�장윤영*�(광운대학교�공과대학�환경공학과)

P-56 가축분뇨와�바이오차의�탄소�안정성�평가�
장세은1,�이가빈1,�백기태1,2*�(1전북대학교�환경에너지융합학과,�2토양환경센터)

P-57 지하수�중�카드뮴�최적�저감�방안�연구
권종범,�김덕현,�윤종현,�김현구,�김문수,�신선경,�박선화*�(국립환경과학원)

P-58 토양�내�휘발성�유기화합물의�원위치�측정과�자동교정을�위한�시스템�개발
박중호,�권순길,�홍용석*�(고려대학교�과학기술대학�환경시스템공학과)

P-59 그린인프라시설의�탄소저감을�위한�SWMM-ING�적용방안
우원희1,�이채영2,�이영준1*�(1(주)고려엔지니어링,�2수원대학교)

P-60 지하수�내�영양염류�동시처리를�위한�칼슘-구연산염의�제거�메커니즘
강지영1,�진성욱1,2*�(1전북대학교�환경에너지융합학과,�2전북대학교�지구환경과학과)�

P-61 분포형�수문모델을�이용한�홍성�양곡리�일대�소유역에서의�월별�물수지�분석
안효원1,2,�하규철1,2*�(1한국지질자원연구원�기후변화대응연구본부�지하수환경연구센터,�
2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지질과학전공)

P-62 평창�발왕산�지역의�인공눈이�주변�지하수�수질에�미치는�영향
정혜정1,�니암게렐�얄랄트1,�고경석2,�고동찬2,�이정훈1*�(1이화여자대학교�과학교육과�지구과학전공,�
2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하수환경연구센터)

P-63 간월호�퇴적물의�영양염류�용출량�평가�및�저감대책�제시
이동휘1,�주진철1*,�고현우1,�이슬기1,�강의태2,�배용현3,�송광덕4�(1한밭대학교,�2한국농어촌연구원,�3(주)휴먼네트워크,�
4(주)가온S&T)

P-64 지하수위�변동�특성에�의한�불포화대�내�자유상�유류�분포
곽은지,�이순재*�(고려대학교�지구환경과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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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5 PVC�미세플라스틱의�비표면적에�따른�Pb의�흡착특성�비교�
하태정1,�장성간1,�정성우1,�허준용1,�박수현1,�양민준2*�(1부경대학교�지구환경시스템과학부�지구환경과학전공,�
2부경대학교�지구환경시스템과학부�환경지질과학전공)

P-66 제주�대정읍�일대�질산성�질소의�시공간적�분포�특성�및�다중�오염원의�추정�연구�
이주연1,�김창민1,�박혜민1,�권대웅2,�김��린2,�양민준2*�(1부경대학교�지구환경시스템과학부�지구환경과학전공,�
2부경대학교�지구환경시스템과학부�환경지질과학전공)

P-67 지하수�중�Ra-226�시험방법�비교연구
박혜민,�정도환,�김현구,�박준식,�박선화,�김연태,�신인규,�최현희,�정유연,�김문수*�(국립환경과학원)

P-68 REA�기반의�국내�지형�특성�정보�추출�기준�분석
김사윤1,�최명락2,�홍택수3,�김규범3*�(1대전대학교�산학협력단,�2대전대학교�일반대학원�방재학과,�
3대전대학교�건설안전공학과)

P-69 인공함양�장기�주입시�지하수위와�하천수위의�변화�특성
황찬익1,�김사윤1,�윌슨�주니어�재센�이세2,�김규범3*�(1대전대학교�산학협력단,�2대전대학교�일반대학원�건설안전방재공학과,�
3대전대학교�건설안전공학과)

P-70 인공함양�분지에서�하천수�주입에�따른�지하수�수질(철,�망간,�탁도)�변화�특성
최명락1,�황윤희2,�홍택수3,�김규범3*�(1대전대학교�일반대학원�방재학과,�2대전대학교�산학협력단,�
3대전대학교�건설안전공학과)

P-71 인공신경망�기반의�질산성질소�상승추세�예측�기법의�적용성�평가
황찬익1,�김규범2*�(1대전대학교�산학협력단,�2대전대학교�건설안전공학과)

P-72 부곡�지열수의�지화학적�특성과�열원
이유진1,�정찬호1*,�이용천1,�안상원2,�Keisuko�Nagao3�(1대전대학교,�2한국지열협회,�3극지연구소)

P-73 지진과�지열수의�수온�및�헬륨�동위원소�변화�상관성�연구
이용천1,�정찬호1*,�이유진1,�김영석2,�강태섭2�(1대전대학교,�2부경대학교)

P-74 국내�옥천변성대�우라늄�광상과의�상호반응에�따른�지하수의�지화학�특성
조하경1,�진성욱1,2*�(1전북대학교�환경에너지융합학과,�2전북대학교�지구환경과학과)�

P-75 오염부지�증기침입�위해성�평가�프로그램의�사용자�편의적�GUI�개발
배민서,�이창훈,�최이준,�김주희,�김재현,�이순재*�(고려대학교�지구환경과학과)

P-76 트리�앙상블�기계학습을�이용한�전국규모의�광천지하수�부존위치�추정
이혜림1,�이강근2*,�정차연1,�백미경1,�고동호1�(1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2서울대학교�지구환경과학부)

P-77 지하수�수치모델링�구현�및�양수-주입�최적화�수행이�가능한�양수-주입�통합운영�시스템�개발�
이성순1,�박인우1,�이서호1,�전성천2,�이종화2,�임진휘3,�이강근1*�(1서울대학교,�2지오그린�21,�3소다시스템)

P-78 우리나라�동해안�석호(송지호)�지역�지하수-지표수�상호작용�평가를�위한�수리지구화학적�특성�파악
정찬영1,2,�김동훈1,�전우현1,�이정윤1,3,�문희선1,2*�(1한국지질자원연구원�기후변화대응연구본부�지하수환경연구센터,�
2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한국지질자원연구원캠퍼스�지질과학전공,�3충북대학교�생명시스템학과)

P-79 DNAPL�오염�지역에서�연령추적자�적용�가능성�평가
김예지1,�전원탁1,�이성순1,�주여진2,�이상훈1,�하승욱1,�이강근1*�(1서울대학교�지구환경과학부,�2원자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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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80 지하수�유향유속의�심도별�변화�해석을�위한�수리지질학적�개념모델�구축
김주희,�배민서,�김재현,�이순재*�(고려대학교�지구환경과학과)

P-81 초정약수지역에서�지하수개발에�따라�낮아지는�유리탄산농도
이진원1,�풍탄휘1,�김강주1*,�신현정2,�김현중3,�이��환3,�이병선2,�정연오2�(1군산대학교,�2한국농어촌공사,�
3(재)에스지환경기술연구원)

P-82 (초)염기성암의�사문석화�반응에�의한�수소�생성
김수경,�김서하,�정훈영*�(부산대학교�지질환경과학과)

P-83 저수지�제방�누수방지를�위한�재해예방계측시스템�설치�및�결과분석
백미경1,�김상민2*,�정차연1,�장��성1�(1한국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2경상대학교�지역환경기반공학과)

P-84 청정�지하수�함양을�위한�농어촌형�저영향개발�시설�개발
서상진1*,�이병선1,�이규상1,�김강주2,�손봉호3�(1한국농어촌공사,�2군산대학교,�3지엔에스엔지니어링)�

P-85 화강암�기원�토양의�광물학적�특성이�Cs�흡착�및�탈착에�미치는�영향�
이아영1,2,�전철민1,�김재곤1*,�류정호1,�김영규2�(1한국지질자원연구원�광물자원연구본부,�2경북대학교�지질학과)

P-86 핵폐기물�처분장�내�공학적�방벽�소재로�사용되는�압축�벤토나이트의�매질�내�가스�거동�특성�규명
오유나*,�김단우,�Ilham�Abdul�Latief,�신대현,�이민희�(부경대학교�지구환경과학과)

P-87 Sol-gel�공법을�이용한�calcium�phosphosilicates의�합성�및�이를�이용한�+6가�우라늄�이온�제거
김서하,�김수경,�정훈영*�(부산대학교�지질환경과학과)

P-88 지하수·토양�정화�방법의�최근�추세�동향
서혜린,�신선호*,�권형표,�차용훈,�김정우,�천정용,�이명재�(지오그린21)�

P-89 암반구간내�수직�다점온도�모니터링을�통한�단열발달�추정
김미래,�이종화,�안준영,�전성천*�((주)지오그린21)

P-90 시료�보존을�위해�첨가한�질산에�의한�침전물�형성이�토양�내�중금속의�생물학적접근성�평가에�미치는�영향
백동준1,�권선우1,�김하은2,�마리아�가브리엘라�갈라르자�잠브라노2,�권정환3,�안진성1,2*�(1세명대학교�환경안전시스템공학과,�
2세명대학교�바이오환경공학과,�3고려대학교�환경생태공학부)

P-91 Redox�oscillation에�따른�토양�중�비소의�존재형태�변화
윤상규1,�김예은1,�연동진2,�곽인실3,�안진성1,2*�(1세명대학교�환경안전시스템공학과,�2세명대학교�바이오환경공학과,�
3전남대학교�해양융합과학과)

P-92 불소�오염토양의�자연기원�입증을�위한�지질화학적�특성�분석
이��환1*,�김현중1,�이윤진2,�박광진3,�최다현3�(1(재)에스지환경기술연구원,�2건양대학교,�3(주)대일이앤씨)

P-93 팔당댐�하류�유역의�산사태�위험성�분석
이용웅,�배민서,�김주희,�이순재*�(고려대학교�지구환경과학과)

P-94 고랭지밭�흙탕물�저감을�위한�계단식밭�조성
오승민1,�성윤수1,�정병덕1,�윤정환2,�이상필2,�정석순2,�임경재2,�김동진2,�양재의2*�(1원주지방환경청,�2강원대학교)

P-95 시멘트�물질,�아세테이트�및�황산염이�지중환경내�미생물학적�철환원,�황산염�환원에�미치는�영향:�컬럼�실험
민하은,�장이단,�권만재*�(고려대학교�지구환경과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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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96 소형�흡착관을�이용한�토양�VOC�포집과�분석
정가영,�김준호,�윤수현,�엄인용*�(대구가톨릭대학교)

P-97 우리나라�농업용�지하수�수질�특성
김민경1*,�최순군1,�엽소진1,�어진우1,�김명현1,�노안성2,�김동민3,�안현모4,�최소혜5,�박나영6,�이소연7,�남효훈8,�한은희9,�양영택10�

(1국립농업과학원,�2경기도농업기술원,�3강원도농업기술원,�4충청북도농업기술원,�5충청남도농업기술원,�
6전라북도농업기술원,�7전라남도농업기술원,�8경상북도농업기술원,�9경상북도농업기술원,�10제주도농업기술원)

P-98 Web�GIS�기반�표토훼손지역�사후관리의�지속성�평가기술�개발
심규철,�함태영*,�구본현,�진태민�((주)제이비티,�스마트재난관리연구소)

P-99 In2S3/MQDs/SmFeO3�전고체�Z-scheme�헤테로접합의�설계:�광촉매�분해�및�메커니즘�규명
카루나무티�사라바나쿠마르,�윤근영,�이은지,�박창민*�(경북대학교)

P-100 Al�기반�금속-유기�골격체와�환원�그래핀�옥사이드가�포함된�알지네이트�생체흡착제를�이용한�수중�tetracycline,�
ciprofloxacin�제거연구�
김나현,�차병준,�박창민*�(경북대학교�건설환경에너지공학부)

P-101 Fe�기반�금속-유기�골격체와�천연�점토가�포함된�생체고분자�하이드로젤의�합성:�tetracycline�계열�항생제의�흡착�
강화�광분해�연구
차병준,�김나현,�김민석,�박창민*�(경북대학교)

P-102 레드머드�기반�탈황석고�및�재생황산�첨가�비료의�제조�및�상추�시험�재배
봉재은,�신��동,�조영태,�박정훈*�(전남대학교�환경에너지공학과)

P-103 지하수�관정에서�전기전도도�및�온도�수직�프로파일�실시간�모니터링�장치�개발
전우현1,�최중원2,�이수형1,�문희선1*,�김용철1,�황세호1�(1한국지질자원연구원�기후변화대응연구본부�지하수환경연구센터,�
2강원대학교�지질학과)

P-104 모래여과�하천수의�농업생산�기여도�평가�연구�
이병선1*,�서상진1,�이규상1,�송성호1,�강점순2,�이정은2,�김현도2�(1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연구원,�2부산대학교�원예생명과학과)

P-105 폐석탄광산�주변�비소오염�논토양의�개량방식(안정화/복토두께)�변화에�따른�비소의�벼�전이특성
고일하1*,�권요셉1,2,�박소영1,�김정은1�(1환경기술정책연구원(NeLab),�2세종대학교�에너지자원공학과)

P-106 오염�토양의�정화�방법에�따른�이화학적�및�생물학적�특성�변화�평가
김진욱1,�홍영규1,�김혁수2,�오은지3,�박용하3,�김성철1*�(1충남대학교,�2강원대학교,�3한국환경연구원)�

P-107 A�promising�surfactant�foam�based�bio-foam�technology�to�mitigate�odor�and�volatiles�from�the�swine�
manure�and�contaminated�media�facilities
가우탐�프라카시,�채수복,�정승우*�(군산대학교�환경공학과)

P-108 유류오염�토양에서�미생물학적�철�환원과�연계된�혐기성�TPH�생분해
강명중,�장이단,�이선휘,�박강현,�김한석,�조호영,�권만재*�(고려대학교�지구환경과학과)

P-109 폭기여부와�저장기간에�따른�돈분뇨슬러리의�특성변화
정광화1*,�박회만2,�김중곤1,�이동준1,�김현종1�(1국립축산과학원,�2국립농업과학원)

P-110 인공함양�시스템�내에서�다양한�유기�탄소�함량에�따른�동화가능유기탄소(AOC)의�분해�양상�확인
김영재1,�이승학1,�오민규2,�최재우1*�(1한국과학기술연구원�물자원순환연구단,�2고려대학교�화공생명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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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11 오염�지하수�내�황산염�환원�미생물의�biostimulation을�통한�중금속�정화�연구�
추연경1,2,�이미연1,3,�김상현1,�우희수1,�이재상2,�이승학1,3,4*,�정재식1,3*�(1한국과학기술연구원,�
2고려대학교�건축사회환경공학과,�3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4고려대학교�에너지환경대학원)

P-112 PDMS�수동�샘플러를�활용한�VOCs�거동�확인�및�VOCs�샘플링�기술�개발
문재경1,�박중호1,�서용숙1,�김필곤2,�홍용석1*�(1고려대학교�세종캠퍼스�환경공학과,�2고려대학교�환경생태공학부)

P-113 레일리�분별을�이용한�실험실에서의�증발에�의한�물안정동위원소�측정
구은진,�정혜정,�한재경,�이정훈*�(이화여자대학교�과학교육과�지구과학전공)

P-114 안정동위원소를�이용한�이끼와�지의류의�생태학적인�특성에�대한�고찰
한재경,�정혜정,�이정훈*�(이화여자대학교�과학교육과�지구과학교육전공)

P-115 강우�특성을�고려한�이포보�주변�하천수-지하수�혼합대�변화�
김재현,�김민경,�이순재*�(고려대학교)

P-116 중금속�오염�토양�정화를�위한�고압�토양�세척�장치의�최적�조건�평가
박상협1,�신미래2,�김태선3,�문덕현1*�(1조선대학교�환경공학과,�2(주)에이이,�3(주)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

P-117 수질오염총량제도�시행을�위한�의사결정지원�모형의�개발�및�적용
이한용,�채민서,�박윤식*�(공주대학교)

P-118 유역내�빗물순환�그린인프라�적용시�시나리오별�지하수함양량�및�탄소저감효과�산정
우원희,�이한용,�채민서,�박윤식*�(공주대학교)

P-119 하천�유량�예측을�위한�QGIS�기반의�모형�개발�및�적용
이한용,�채민서,�박윤식*�(공주대학교)

P-120 제주도�해안지역�지하수의�염수침입�취약성�평가모델�개발
이동엽,�우남칠*�(연세대학교�지구시스템과학과)

P-121 경기도�남부지역�야영장�먹는물�안전성�조사�및�개선방안
김지수*,�김은아,�서인숙,�박기범,�김수연,�김채림,�조승연,�윤홍철,�최양희,�최일우,�오조교�(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P-122 에티오피아�블루나일강�상류�유역의�황토에�대한�협곡�침식�효과
셉핫메센벳1,2,�오세진2,�강민우2,�이종철2,�이훈호2,�신동환2,�이상수2*�(1바히르다르대학교,�2연세대학교)�

P-123 바이오매스�폐자원�유래�탄소모노리스를�이용한�복합오염표토�정화�
이종철1,�오세진1,�강민우1,�이훈호1,�신동환1,�셉핫메센벳1,2,�이상수1*�(1연세대학교�환경에너지공학과,�2바히르다르대학교)

P-124 환경매체�내�잔류성유기오염물질�분석시�국산시약�적용성�연구
권영묵,�박소현,�이정선*�(한국환경공단�POPs측정망부)

P-125 토양�미생물에�의한�토양�내�농업용�항생제의�분해�반감기�
김선희1,�박소윤2,�조은혜2*�(1전남대학교�농화학과,�2전남대학교�농생명화학과)

P-126 고랭지�감자�피복상태에�따른�토양유실�평가
김서준,�백계령,�이정태*�(농촌진흥청�국립식량과학원�고령지농업연구소)

P-127 실시간�오염물질�조사‧모니터링�현장적용�기술�개발
정재윤,�정찬규,�김창병�((주)도화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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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회원여러분,

꽃향기 가득한 봄날에 한국의 아름다운 섬, 제주도에서“2022년도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발표회”

를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 큰 기지개를 켜는 마음으로 특별히 2박 3일의 일정으로 개최하

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일상으로 복귀하는 문턱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인 만큼 아직은

조심스러운면이있지만, 풍성하고성공적인행사가될수있도록빈틈없이준비하고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기간동안, 우리 학회학술상수상자의기념발표와 3편의국내외연사특별발표는

물론, 240여 편의 구두 및 포스터 논문이 일반세션과 특별세션을 통하여 발표될 예정입니다.

특히 올 해 30번째를 맞이하는 세계 물의 날 주제가‘Groundwater: Making the Invisible

Visible’인 만큼지하수와관련된다양한프로그램을마련하였습니다. 지하수발굴, 확보 및가치

고도화와 가뭄 대응 지하수 활용기술 특별세션, 우리 학회 제주 지회가 주관하는 제주도의 지하

수 이슈 관련 특별세션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또한, 국내 토양정화사업의 현안을 깊이 있게 다루

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토론회, 원자력 관련 시설 부지 및 지하수평가 특별세션, 국내 토양지하수

분야의현안인제련소오염지하수정화실증연구발표, 탄소중립을위한표토환경관리전략등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회의 미래를 책임질 신진연구자들이 준비한 특별세션과 환경자료 통

계 분석과 활용을 다루는 YOUNG 연구자 워크샵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제주도의 관광 지

질명소를통해지질-지하수-문화를체험할수있는다양한코스의현장견학프로그램도준비되

어있으니회원여러분의많은관심과참여를기대합니다. 

이번 춘계학술대회 개최를 위해서 귀한 시간과 노력을 다해주신 조직위원회와 물심양면으로 지

원을 해주신 토양지하수 관련 업계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마지막으로 회원 여러분의 많

은관심과참여를통하여성공적인학술대회가될수있기를바랍니다.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행

복을기원합니다.

2022년 4월

(사)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회장남경필

학술대회조직위원장김형수

모시는글

학술위원회

·위 원 장 | 김형수(중원대학교)

·위 원 | 김건하(한남대학교) 김정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한승(건국대학교) 박은규(경북대학교)

정재열(한국원자력환경공단) 진성욱(전북대학교)

한영수(충남대학교) 한원식(연세대학교)

등록비 안내

학술대회 조직위원회

·위 원 | 권만재(고려대학교) 김도형(법무법인 율촌)

김용철(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문희선(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백기태(전북대학교) 이승학(한국과학기술연구원)

최민주(㈜동명엔터프라이즈)

KOSSGE 2022 Spring Meeting

A
17만원 13만원

B
22만원 15만원

C
23만원 16만원

A
19만원 15만원

B
24만원 17만원

C
25만원 18만원

(정권회원)

(일반회원)

(일반회원)

(비회원)

(정권회원)

(비회원)

사전

30만원
안내장 및 초록집

(홈페이지 게시)

현장

구 분 정회원 학 생 일반참가자 제공 내용



KOSSGE 2022 Spring Meeting

2022년4월27일(수) - 29일(금)
제주부영호텔

주최 (사)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환경부｜ 제주특별자치도｜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강원대학교｜대일이앤씨｜대전대학교 GW-SMART연구단｜동명엔터프라이즈｜드림바이오스

DL이앤씨｜서울대학교 공학연구원｜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신대양

씨앤에치아이앤씨｜아름다운환경건설｜에스비이앤이｜에이치플러스에코｜에코비트

에코필｜이피에스엔지니어링｜인텔리지오｜자연과환경｜제주개발공사｜제주연구원

지엔에스엔지니어링｜지오그린21｜태영건설｜토양오염조사기관협의회｜포스코건설

한라산소주｜한국수자원공사｜한국원자력환경공단｜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토양정화업협동조합｜한국토양지하수보전협회｜한국환경공단｜한국환경복원기술

한서엔지니어링｜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환경기술정책연구원(NeLab)

후 원

(사)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사무국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86길 31 롯데골드로즈2차 2층 212호

Tel : 02-567-6960, 6961 / Fax : 02-567-6974 

E-mail : kossge@kossge.or.kr / Home page : www.kossge.or.kr 

제주부영호텔(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중문관광로 222, Tel. 064-731-5500)

▶ 교통편

※ 본 행사와 관련된 모든 내용은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홈페이지(www.kossge.or.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추후 변경사항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는 길

자가용 이용 시

네비게이션

이용 시

공항리무진

이용 시

제주국제공항출발소요시간 50분 (40km)

·공항주차장입구- 공항로사거리에서신제주(중문, 한림)방면으로우측도로이동

·신제주입구- 신제주입구교차로진입전우회전후서쪽 (중문, 대정, 한림) 이동

·평화로 - 무수천사가로교차로에서중문, 대정방면으로이동

·동광IC - 중문관광단지 (중문, 상창)방면좌측도로 5.8km 이동

·창천삼거리 - 일주서로중문 (서귀포)방면으로좌회전후 4.2km 이동

·중문관광단지 - 중문광관로사거리에서중문관광단지방면으로우회전후

364m 이동, 중문관광로좌측도로 829m 이동 , 좌회전후 600m 이동

소요시간 1시간 15분

·노선표 : 공항 - 제주더호텔 - 그레이스호텔 - 중문관광단지 (10개정류장)

- ICC JEJU (제주부영호텔&리조트) - 뉴경남호텔 - 서귀포칼호텔

·정류장및운행시간 (06:20 ~ 22:00 18분~ 20분간격) : 제주국제공항도착

1층 5번게이트왼쪽리무진버스승차장 (삼영교통 600번)

·ICC JEJU : 정문국기게양대 200m 지나로터리정류장에서정차

·이용요금 : 공항에서 ICC JEJU까지편도 (성인) 4,500원 (중고생은일반요금의

20%, 초등생은일반요금의 50%, 국가유공자급수에따라차등할인)

중문관광로 222 입력

·제주국제공항 - 평화로 -창천삼거리 - 중문관광단지 - ICC JEJU 약 4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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