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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실적·계획서 

(국문) 지질재해 관측 및 방지기술 개발 
과제명 

(영 문) Geohazard Monitoring and Prediction Technique Developement 

주관연구 

기관 
한국자원연구소 총괄연구책임자 

참여기업 

정부출연금 1 ，200，αm 천원 연구기간 
당해년도 

연구연차 
연구개발 

비 (천원) 
총 참여 

겨| 1 ，200，αm 천원 연구원 수(명) 

L 당해년도 연구개발 목표 및 평가의 착안점 

가. 당해년도 연구개발 목표 

。 광대역 지진관측망 구축 

。기존 산사태 지역 분석 

。 홍수재해 조사 및 분석 

。 지화학도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지하수 오염 취약성 평가요소 개발 

나. 평가의 착안점 

。 광대역 지진관측망 구축 

。 기존 지질재해 발생지역의 분포파악 실태 

。 수로형태 및 하상 퇴적물 자료의 정확성 

(소속)환경지질연구부 

(성명) 김 원 영 

1996.11 - 1997. 10 

1 년차 

50 

。 수도-경기권 북부지역의 지화학도 및 지질환경오염도 완성 

。 지하수 오염 취약성 평가요소 선정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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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 

가.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 

·지진분야 

。 광대역 지진관측망 3개소 설치 

。 지진자료 획득 및 분석시스램 구축 

·산사태분야 

。 1996년 경기북부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산사태를 크게 3개 group으로 나누어 group당 

50개소섹 총 150여개 산사태 지역을 분포， 규모， 특성별로 조사， 분석하여 산사태 유 

발인자를 추출함. 

。 산사태 발생지역을 High resolution 인공위성사진에서 발생지역을 확인할 수 。I~ιι "'c' 2:프 

판을 마련하였음. 

·홍수분야 

。 수문자료 및 정보수집: 하전정비기본계획서(직할하천 1, 준용하천 12), 경기 • 강원지 

역 홍수피해， H EC programs, 하상변동 예측모형의 비교분석， 강수량자료(7개소)， 연천 

댐 수위 강수량 자료( 1985-1996) 외 . 

。 항공사진 (1960 ， 1989, 1994) 및 위성사진( 1996, 1997) 분석. 

。 수로조사: 영평천 및 차탄천 유역 및 동막리， 낭유리의 소유역. 

。 퇴적물 분석: 동막리， 낭유리 소하천에서으I bed load test 실시. 

。 유사량조사: 영평천 오가리 지점에서 총 15회 측정 . 

。 침식량조사: 동막리， 낭유리 설마천지점에서 측정 . 

。 모형실험 : 남한강의 여주 수위표 부근에서 SEDSIM모형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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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화학분야 

。 시료채추I : 수도권 • 경기북부 지역의 하상퇴적물 (표사) 2,4()()JH 채취완료(100%). 

수도권 • 경 기 북부 지 역 의 토양 400개 채 취 완료(100%). 

。 분석 : 표사 및 토양 시료 분석전처리 100% 완료， 현재 분석 95% 완료. 

。 Data의 전산처리 : 수집정보의 전산화 및 도면화 작업 중. 

·지하수분야 

。 지하수 오염 취약성 평가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 및 구축 함. 

- 우물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축. 

- 지질 데이터베이 λ 설계 및 구축. 

- 토양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축. 

- 토지이용 데이터베이λ 설계 및 구축. 

- 지형 데이터베이λ 설계 및 구축. 

- 수문 데이터베이λ 설계 및 구축. 

나. 평가의 착안점에 따른 목표 달성도에 대한 평가 

·지진분야 

。 광대역 지진관측망 구축 

。 지진자료 획득 및 분석시스템 구축 

·산사태분야 

。 경기북부으I 3개 지역에 대한 산사태 발생분포와 유형을 분류하고 산사태 발생인자를 

추출함으로서 목표를 달성하였음. 단지， 연구지역의 위성사진 구입이 지연됨으로서 

이 부분의 진척이 다소 늦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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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분야 

。 기본적인 자료수집든 유관기관의 협조로 원활하게 진행되었으나 항공 및 위성사진 

분석은 해상도와 수위변화의 문제가 제기되어 보다 심도 갚은 연구가 필요 함. 수로 

조사 및 퇴적물 분석은 기존자료와 현장의 상태변화로 정량적인 결론을 유도하기가 

어려웠고 유사량조사는 홍수기에 맞추어 현장출동조사하는데 난점이 있어 충분하게 

실시되지 못하였으므로 2차년도에 보완 조사가 필요하다. 침식량조사는 일차 실시하 

였고 2차 설치하여 조사중이다. SEDSIM에 의한 모형실험은 기존의 자료가 준비된 남 

한강의 여주수위표를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지화학분야 

。 37개 원소별 지구화학 배경치 설정 및 국토기본 지구화학도 작성. 

。 10개 유해원소 성분별 환경오염 지구화학도 작성. 

。 폐광산 주변의 토양오염도 작성. 

·지하수분야 

。 경기도 이북지역에 대한 개개의 평가요소의 데이터베이스와 DRASTIC map으| 초안을 

완성하였으며， 이는 향후 본 과제의 최종 복표인 전국적인 지하수 오염 취약성을 올 

바로 평가하고 수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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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수행방법 

·지진분야 

。관측망 운영 

- 자원연， 기상청 및 대학간 협의를 통해 위치 및 장비 선정. 

。지진자료 센터와 연계 

- 기존의 지진연구망을 포함하는 통합된 관측망으로 발전. 

。 지진자료 분석 시스템 구축 

- 실시간 자료획득 및 분석 소프트웨어는 SAIC에서 구입. 

- 정밀분석을 위한 각종 Filtering, FFT, F-K analysis, 진원결정， 규모결정 소프트웨어 

보완 및 각종 입력변수의 최적화. 

·산사태분야 

。 최근 1996년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인명， 재산의 피해가 심각하였던 경기도 연천 

군 미산면， 강원도 철원군 서면과 근남면， 그리고 철원군 신서면 등 3개 지역을 Pilot 

site로 선정하고 

。 개개의 Pilot site에서 50여개소씩 총 150여개소의 산사태지역을 조사하여 산사태 발 

생원인을 분석하고 유형별로 분류 함. 

。 같은 지역의 High resolution 인공위성 사진을 구입하여 위성사진상에 산사태를 나타 

내는 영상의 차이점을 분석함. 

。 산사태 유형에 따른 위성사진의 판독이 가능한지는 아직 연구중이나 일정규모 이상 

인 경우 산사태 발생지접은 물론 발생가능지역의 선벌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 산사태지역의 모든 자료， 즉 Slope geometry, 사태규모， 지질， 풍화정도， 산림， 경작지 

유무， 물의 칩투율， Slide 면의 전단력， 사태물질의 양 및 하천유입량 등은 D/B화 됨. 

。 자료의 축적과 함께 GIS어| 축적된 자료에 의하면 산사태 발생 위험등급， 목적벌 주 

제도 등의 자료가 항시 제공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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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분야 

。 유역의 침식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1m x 0.5m 단위포툴 설계 • 제작하여 동막리， 설마 

천， 낭유리 소유역에 각각 1개소씩 설치하였음. 

。 수로에서의 퇴적물 이동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동막리와 낭유리의 소하천에서 bed 

load test를 실 시 함. 

。 연천댐으로 유입되는 유사총량을 추정하기 위하여 오가리에서 유사량 총 15회에 걸 

쳐 측정함. 

。 평면적인 유로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1989년 촬영한 항공사진 15매와 1994년 촬 

영한 항공사진 9매를 비교분석 함. 

。 1996년도 홍수 이전의 IRC-1C 영상자료와 1997년 SPOT영상자료의 중첩을 통하여 

홍수로 인한 유로변화조사를 시도 함. 

。 SEDSIM 모형을 우리나라 하천에 적용하기 위하여 기존의 자료가 있는 남한강 여주 

수위표 부근을 모사 실험 함. 

• 지화학분야 

。 국제표준지구화학도 작성기준안에 따른 전국토의 시료(하상퇴적물/표사 -150μm)채취 

(채 취 밀 도= 1 개 시 료/3-4km2) 

。 폐금속광산 오염원 주변의 토양시료 채취. 

。 야외지화학탐사 및 현장지질정보 수집. 

。 XRF， ICP, INAA법 에 의 한 표사 시 료분석 

※ 분석 성 분 : Ag, AI , As, Ba, Be, Bi, B, Ca, Cd, Ce, Cr, Co, Cu, Fe, Ga, K, La, Li, Mg, Mn, 

Mo, Na, Ni, P, Pb, Rb, Sb, Sr, Sn, Ti , U, V, Y, Zn, Zr 등 총 37개 성분. 

。 토양시료는 토양오염공정시험법에 의하여 화학 분석실시. 

※ 분석 성 분 : As, Cd, Cu, Pb, Co, Ni, Zn, Mn, pH 등. 

。 지표수으I pH, 전기전도도 측정. 

。 지질정보와 분석치의 전산처리 및 지화학적 해석. 

。 화학원소별 환경지구화학도 작성 및 발간 (1: 1 0만， 1:25만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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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분야 

。 광역적 지하수 오염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DRASTIC 시스템을 사용. 

※DRASTIC 시스템 1987년 수리지질학적 요인을 사용하여 지하수 오염 가능성을 상대적으 

로 평가하기 위하여 EPA어|서 개발된 시스템이며 이는 특정지역 평가 방법이 아닌 광역적 

(l00acres 이상) 분석 시스텀임.DRASTIC 지수는 그 값이 높을수록 지하수 오염 가증성이 상 

대적으로 높고 반대로 지수값이 낮을수록 지하수 오염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함. 

DRASTIC 지수를 결정하는 요소는 지하수위까지의 깊이， 충진량， 대수층 매체， 토양 매체， 경 

사， 비포화대 매체의 영향， 수리전도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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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가. 연구내용 

·지진분야 

。 한반도 광역 지진연구망에 적합한 지진계 선정 

- 현재 전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Quanterra, Kinemetric, Lenartz 및 Teledyne사의 

지진 기록계의 특성 및 가격대 성능비 비교분석을 통해 Quanterra사으I Q4210 기록계 

선정. 

。지진관측망 구축 

- 1 차년도인 금년도에 3개 관측소 구축.축 

- 연구원 교육훈련. 

- 향후 광대역 지진연구망 구축 예정지에 대한 정밀조사. 

。 지진자료처리 시스템 구축 

- 실시간 자료처리 시스템 구축. 

- Analyst Review 시 스 템 구축. 

- 각종 프로그램의 파라미터 설정. 

·산사태분야 

。 3개 Pilot site에서 150여 곳의 산사태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조사 내용은: 

- Slope geometry(slope의 주향경사 및 사태규모) 

- Sliding면 분석(기하학적， 전단응력 등) 

- 산사태 의 종류(Sliding ， earth/debris flow, gulley 등) 

- Pore water pressure(tension crack으| 발생 유무， 물의 침 투성 ) 

- 산림정도(산림의 종류， 경작유무， 기타 인위적 요인) 

- 사태물질의 규모(사태면적X갚 01 ) 

。 야외에서 채취한 대표시료 30개에 대한 물성시험(함수율， 비중， 。H A-1 ql 
-, c> ;:><: 소성지수， 입 

도 등)과 전단응력， 압축강도시험 등 공학시험 실시. 

。 조사지역을 포함하는 High resolution 인공위성 사진을 구입하여 산사태지역을 나타내 

는 영상의 특징을 분석하고， 영상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여러방법으로 modify하여 

산사태 발생요인을 위성사진상에서 찾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중에 。 1..!:프 
λλ C그 • 

。 GIS를 이용 조사 • 분석자료의 입력. 

n 
。



·홍수분야 

。 수문자료 및 정보는 타 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천댐관리사무소)에서 기 조사된 

사항으로 철저를 기함. 

。 항공사진 및 위성사진 분석 : 항공사진의 경우 제방 내의 충적층 지형이 수위에 너무 

민감하게 변화하므로 정량화하기가 불가능하였고 위성사진의 경우， Landsat영상은 해 

상도가 28.5m/pixel로 결과가 의심스러우며 IRS-1 C(5m/pixel) 및 SPOT( 1 Om/pixel)의 경 

우는 영상처리가 완료되었으나 분석 및 확인이 완료되지 않음. 

。 수로조사 : 기 조사된(하천정비 기본계획서) 하천 단면을 현장조사를 통해 지점별로 

확인한 결과 인위적인 하상변화가 많았음. 일부 제방의 붕괴는 확인되었으나 제방내 

의 수로변화는 표석유실 및 측량기법의 차이로 구체적인 변화양상은 파악할 수 없었 

C그 

C그 • 

。 퇴적물 분석 : 동막리， 앙유리 소유역에 bedload test를 실시하였으나 동막리 수로는 

인위적으로 훼손되었음. 낭유리 수로에서는 직경 lOcmo l 상의 역은 이동이 없었음을 

확인 함. 

。 유사량조사 : 97.7.1-97.7.3 기간에 연천댐 상류의 영평천 유역에서 실시 함. 2차년도 

보완이 필요함. 

。 침식량조사 : 연구지역을 변성퇴적물지역(설마리)， 화산암지역(동막리)， 화강암지역(낭 

유리) 등 기반암별로 대분하여 침식량계측기를 제작 설치함. 97.8.29 계측기에서 시료 

를 채취하여 입도 분석을 실시함. 

。 모형실험 : 미국에서 개발된 SEDSIM 모형을 국내에 적용하기 위하여 우선 기존의 

자료가 있는 남한강 여주 수위표 부근에 대해 실험을 함. 

·지화학분야 

。 수도권-경기북부지역에 분포하는 모든 1-2차 수계의 표사채취 (총 2，400개) 

80 - 100 그램 시료 (-100 메쉬 크기) 

15 그램 분석용 시료 (-150 메쉬) 

。 수도권-경기북부지역에 분포하는 44개 폐금속광산 지역 주변의 토양채취 (총 400개) 

2-3킬로그램 시료 건조 

100그램 분석용 시료(-80 메쉬) 

。 표사 및 토양시료의 전처리 및 화학분석 실시 (XRF, ICP, INAA기기 이용) 

。 야외지질정보 및 현장측정자료 전산화 

(G-map, G-Base Map, ARC-INFO GIS 프로그램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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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분야 

。 경기도 북부 지역에 대한 지형， 지질 및 지하수 관련 자료를 수집. 

。 이러한 자료들은 지하수 취약성 분석을 위해 GIS 데이터베이스로 설계 및 구축 

。 구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우물 데이터베이λ 설계 및 구축. 

- 지형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축. 

- 수계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축. 

- 지질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축. 

- 토양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축. 

- 토지이용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축. 

- 수문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축. 

。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지하수 취약성 평가도면인 DRASTIC map을 작성， 

나. 연구결과 

·지진분야 

。 한반도 광역 지진연구망에 적합한 기록계 및 지진계 선정 

。 금년도내에 3개 관측소 구축 

。 지진자료처리 시스템 구축 

·산사태분야 

。 산사태 유형분류(유형에 따른 분포) 

。 산사태 최다 발생지역의 특성분류 

。 산사태 발생요인별 가중치 설정 

。 인공위성 분석기술에 의한 산사태발생 예상지역 추출 가능성 확인 

。 GIS에 의한 경기/수도권지역 산사태 발생 위험등급도 작성자료 수집 

- 10 -



·홍수분야 

。 지역적인 강수량분포를 파악 

。개괄적인 수로변화의 파악 

。 소유역별 칩식량 및 침식물의 입도형태 측정 

。 퇴적물의 변화형태 파악 

。 일부 수위 구간에 대한 유사량 측정 

。 우리나라에서으I SEDSIM모형 적용 

·지화학분야 

。 수도권-경기북부지역의 37개 화학원소별 분석자료 전산처리 

。 수도권-경기북부지역의 지질분포에 따른 37개 원소별 환경지구화학 배경치 설정 

。 국토기본지구화학도 및 이용자 중심의 환경오염 지화학도 (1 :10만， 1:25만 축척) 작성 

::><: 
등5 

。 GIS기법에 의한 국제적 기준에 적합한 국토기본 지화학도 작성중 

• 지하수분야 

。 지하수 취약성 분석을 위한 관련 자료의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 DRASTIC 시스템을 이용하여 경기도 이북지역에 대한 광역적 지하수 오염 취약성 분 

석 

。 넓은 대상지역에 대하여 지하수 오염 취약성을 GIS를 이용하여 정확하고， 쉽고， 빠르 

게 분석 

。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일반적인 지하수 오염 취약성을 평가하는 General 

DRASTIC map과 농 약에 대 한 오 염 취 약성 을 평 가하는 Agricultural DRASTIC map을 

작성(도면은 별도로 송부). 

H 



5. 연구수행에 따른 문쩨점 및 대책 

·산사태분야 

。 현재 High resolution 위성사진이 연구지역을 모두 나타낼 수 없으나 ‘98년부터는 가 

능할 것임. 

·홍수분야 

。제방내의 충적층 형태가 수위에 매우 민감하여 원격탐사의 결과를 정량화 할 수 없 

었음. 이에 대한 대책으로 위성사진 및 항공사진 촬영당시의 수위를 고려하고 측량 

등 정밀한 현장 파악을 하여야 함. 

。 홍수기 유사량측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전담 연구원의 현지상주가 필요 함. 

·지화학분야 

。 전산처리해야 할 Data의 규모가 방대하여 자료처리 및 도면 인쇄작업 시간 추가 소 

요 

·지하수분야 

。 당초 계획시 경기도 이북 지역의 DRASTIC map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인자 가운데 

지역에 따라 vadose zone, 혹은 수리전도도와 같은 자료의 부족이 발견됨. 

※원인 

- vadose zone: 충적층 대수층을 구분할 수 있는 관정이 개발되지 않음. 

- 수리전도도: 각 지역별 정확한 양수시험에 의한 수리상수값이 정의되어 있지 。ιE크 
L.tSc:그 • 

- 암상을 중심으로 대표값을 적용하여 넣어주고자 함. 

m 

μ
 



6. 연구성과 

。 전명순， 1997, 최근 한반도의 지진발생과 지진관측， 한국자원연구소 논문집， 제 1 권 1 

호， p14-31. 

。 전명순， 전정수， Yuzo Ishikawa, 1997, 한국의 초기 계기지진자료 분석( 1905-1942). 

1997년 훈계 한국지진공학회 논문집 1 권 1 호， p41-48. 

。 수도권-경기북부 지역의 37개 원소별 이용자 중심의 환경지구화학도 (1 :10만， 1:25만) 

발간 (국내 최초로 산 · 학 • 연 분야별로 국토기본 자료로 활용효과가 크게 기대됨) 

η
 ω 



7. 차기년도 연구개발계획 

가. 국내외 관련분야의 환경변화 

·산사태분야 

。 현재 인공위성 연상자료의 질은 매우 높아 사진상에서도 6mx6m 크기의 산사태를 식 

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산사태 요인 중 가장 중요한 지질구조， 풍화데 

갚이， 물의 침투율 등도 인공위성 사진에서 분석할 수 있다는 논문이 나오고 있음. 

따라서 광역적 산사태 발생가능성을 인공사진에 의하여 개략적으로 설정하고 위험등 

급이 높은 지역에 대한 검증을 함으로서 보다 신속한 방지기술의 개발이 기대됨. 

。 현재까지는 산사태 발생에 대한 기재와 현상학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가 많았으나， 앞 

으로는 산사태 발생요인은 물론， 산사태 발생 빈도와 규모 예측의 측면에 대한 연구 

가 집중될 것 같다. 

·홍수분야 

。 연구의 중심이 최근 치수관리(홍수 예방 대책)에서 환경보전(자연형 제방)으로 바뀌고 

있다. 

·지화학분야 

。 지구화학도 작성은 오염되기 전의 지구화학적 배경치와 함량를 기초로 새로운 광물 

자원의 탐사와 환경오염에의 응용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세계적인 추세 

는 각국별로 작성되어 있는 지구화학도를 종합하여 통일된 규정을 마련하고 그 이용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 국책과제으| “환경지화학도 작성” 

세부과제도 국제 표준기준에 부합된 방법으로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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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분야 

。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요소가 증가되면서， 지하수오염의 실태조사와 함께 지하수오염 

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나.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 당해연도 목표 및 내용 

※대상지역 : 수도-경기권 이북 

。 경기권에서의 해수침투 평가 

。 산사태 발생원 분석 및 산사태 위험등급도 작성 

。 퇴적현상의 홍수에 대한 영향평가 

。 수도/경기권 환경오염 지화학도 작성 

。 오염도 규명 및 오염취약성 평가 

- 최종목표 및 내용(변경된 경우에만 기재) 

。 지질매체(암석，토양)에 포함되어있는 유해원소를 정량적으로 확인하고 이의 확산예측 

및 방지 기술을 개발 

。 자연적 또는 인위적 결과에 의하여 발생되는 지질매체의 장기적인 물리 • 화학적 변 

화를 관측하고 이를 토대로 지질재해의 예측 및 방지기술을 개발함. 

。 남한 전국토를 대상으로 유형별 지질재해도를 작성 함. 

띠
 ω 



다. 연구추진계획 

월 단위 추진계획 
세부연구분야 2 3 4 5 6 7 8 9 10 11 

1. 자료/정보 수집 

- 사례수집 

- 기존 국내외 

자료수집 

2. 야외조사 

- 현장조사 

- 시료채취 

- 관측망 구축 

3. 실내실험 

- 시료처리 

- 화학분석 

- 지속적인 

모니터링 

4. 자료처리 및 해석 

- 전산처리 

- 도면작성 

- 재해특성 분석 

- 데이터베이λ 

구축 

5. 종합 해석 및 

보고서 작성 

라. 연구평가시 착안점 

。 재해발생과 지질요인과의 상관성 규명， 산사태 위험 등급도면 

。 퇴적모형의 합리성 및 적합성 

。 해수 침투 경로 탐지기술의 효율성 

。 수도-경기권 전지역의 지화학도 및 지질환경오염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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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연구비 

12 (천원) 

60αm 

780αB 

560.000 

240,000 

60.000 



마. 소요연구비 내역 

비목 2차년도 
비목구분 비 고 

번호 ï:그1。 -1H 비율(%) 

내부인건비 422,956 24.9 

2 개발보전비 354.437 20.8 

3 외부인건비 32,272 1.9 

4 직접경비 678.039 39.9 

5 연구관리비 42,296 2.5 

6 위탁연구비 170,000 10.0 

겨l 연구사업비 총액 1,700,000 

n 



바. 참여연구원 현황 

소속기관 전공 및 학위 참여율 
t:::I 야 성 명 직 二t그j 1!:" 

및 부서 (%) 학위 년도 전공 학교 

총 괄 김원영 
한국자원연구소 

책임연구원 박사 1996 지질공학 경북대 60 
환경지질연구부 

지화학 홍영국 환경지질연구부 책임연구원 박사 1983 지구화학 
영국 

73 
런던대 

홍 수 김석중 환경지질연구부 선임연구원 박사 1991 A 다학 
불란서 

70 -， τr 

Univ. 

지하수 이승구 환경지질연구부 선임연구원 박사 1991 지구화학 
일본 

50 
동경대 

해수 
이상규 자원탐사연구부 책임연구원 박사 1982 물리탐사 서울대 40 

침투 

" 염병우 환경지질연구부 선임연구원 박사 1993 지구화학 서울대 30 

!’ 최위찬 방재지질연구센터 책임연구원 박사 1993 구조지질 리 Z 대 10 

" 문상호 환경지질연구부 선임연구원 박사 1990 지질학 서울대 30 

“ 황세호 자원탐사연구부 선임연구원 박사 1993 물리탐사 한양대 20 

“ 황학수 자원탐사연구부 선임연구원 박사 1995 물리탐사 맥콰이어 20 

“ 박인화 자원탐사연구부 기술기능원 학사 1985 전기공학 대전대 20 

“ 고동찬 환경지질연구부 연구원 석사 1996 지구화학 서울대 30 

산사태 유일현 방재지질연구센터 책임연구원 학사 1959 응용지질 서울대 15 

“ 한대석 방재지질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석사 1970 지질공학 서울대 20 

" 김경수 방재지질연구센터 연 구 원 석사 1996 토질공학 대전산대 30 

" 최영섭 지질연구부 선임연구원 박사 1995 지질구조 서울대 25 

” 채병곤 방재지질연구센터 연구원 석사 1994 지질구조 경북대 20 

” 이봉주 방재지질연구센터 선임연구원 석사 1987 원격탐사 부산대 30 

- 18 -



소속기관 전공 및 학위 참여율 
rtrj 야 성명 

및 부서 
직 二t그j 

(%) 학위 년도 전공 학교 

지화학 이평구 환경지질연구부 선임연구원 박사 1996 지구화학 
응 t를j ， 

73 
φ르러|아대 

" 유장한 광상연구부 선임연구원 석사 1984 점토광물 연세대 14 

!’ 지세정 자원탐사연구부 선임연구원 박사 1984 고‘그↓A C3L승 2{ 고려대 40 

" 진명식 환경지질연구부 책임연구원 박사 1981 암석학 서울대 20 

’I 박성원 환경지질연구부 선임연구원 박사 1990 그C관그A C그L 승 2{ 불란서 
10 

오를레악 

" 김연기 환경지질연구부 선임연구원 석사 1985 지구화학 고려대 14 

" ~ 닙 ~~ 환경지질연구부 선임연구원 석사 1991 수문지질 경북대 14 

’I 이진수 자원탐사연구부 책임연구원 박사 1989 지구화학 
불란서 

14 
오를레안 

” 김통권 환경지질연구부 선임연구원 박사 1990 암석학 서울대 

” 신성천 자원탐사연구부 선임연구원 박사 1993 지구화학 
일본 

30 
겨두대 

" 김용욱 광상연구부 선임연구원 박사 1983 광상학 경북대 14 

” 이병대 환경지질연구부 선임연구원 석사 1994 구조지질 경북대 14 

” 반「증g 구 r:! 광상연구부 책임연구원 학사 1963 지질학 경북대 14 

” 이한영 광상연구부 선임연구원 박사 1989 암석학 아리조나대 14 

“ 이재호 광상연구부 선임연구원 박사 1992 고ζ그LA C그L ‘응 --1} 고려대 14 

“ 1 C그r 은 ~:::’「‘ 광상연구부 책임연구원 박사 1986 암석학 연세대 14 

" 이창범 지질연구부 선임연구원 석사 1982 지질학 경북대 14 

’I 박덕원 지질연구부 선임연구원 박사 1994 지질학 경북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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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전공 및 학위 참여율 
τtrj 야 성 명 직 二t그j 

및 부서 학위 년도 끼」띤」 그 C그1 학교 (%) 

홍수 배두종 환경지질연구부 책임연구원 석사 1982 지하수학 고려대 15 

11 이철우 환경지질연구부 연 구 원 석사 1993 지하수학 충남대 15 

11 이호영 석유해저연구부 선임연구원 박사 1993 퇴적학 서울대 30 

” 김형찬 환경지질연구부 선임연구원 석사 1995 지열 연세대 30 

’t 김복철 지질연구부 연 구 원 석사 1985 퇴적학 연세대 15 

“ 기원서 환경지질연구부 선임연구원 박사 1994 구조지질 서울대 30 

지하수 김용제 환경지질연구부 선임연구원 박사 1994 지하수학 텍사스에 30 
이엠 

!’ 이대하 환경지질연구부 선임연구원 박사 1997 지하수학 텍사스에 30 
이엠 

” 이길용 분 석 연구부 선임연구원 석사 1990 방사화학 한양대 30 

11 I ζr그 I ζr그 。르j 분석연구부 선임연구원 석사 1991 화학 충남대 30 

“ 이사로 방재지질연구센터 연 구 위‘- 석사 1994 GIS 연세대 

겨l 47 명 

사. 기타중요 변경사항 

※ 전년도 계획과 상이 한 부분 

。 지 진관측망 구축 및 지진 예측기술 개발 과제는 해수침투평가， 예측 및 방지기술 개 

발과제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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