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지하수
자원학
Mineral & Groundwater
Resources

주관캠퍼스 소개
지질자원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지질자원은 태초부터 인류와 가장 밀접히 함께 한 대상이자
동반자였습니다. 지질자원을 통하여 인류는 문명을 이룩하였고, 그것의 효용가치를 향상시키면서
인류문화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1918년 설립된 이래 1세기 동안 국내외 자원탐사
및 에너지 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온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과학기술핵심역량의 지속적인 창출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가적 과제들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외 지질조사와 가스하이드레이트 등의 자원탐사, 지하수 순환연구, 지하공간 이용연구 등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진과 산사태 등의 지질재해연구,
CO2 지중저장 및 광물고정화, 폐기물 처분 등 기후변화 재해에 대응한 원천기술 개발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미래 핵심 성장 동력의 화두는 바로 지질자원입니다. 우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임직원 모두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www.kigam.re.kr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4

막중한 국가적 사명감을 가지고 창조적 사고와 세계적 실용 지식을 겸비한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브랜드가
되어 21세기 자원전쟁의 시대에 지질자원분야 과학기술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Tel : 042-868-3114
Fax : 042-868-3411

전공 개요
광물 및 지하수자원은 국민생활과 국가의 경제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자연자원으로서 전 세계 국가들이

참여기관

광물 및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보존를 위한 새로운 정책과 전략 뿐만아니라 기술개발에 전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학과는 이러한 국가적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국내･외를 대상으로 광물 및
지하수자원의 조사, 탐사, 평가 및 형성 메카니즘을 연구하는 학과이다. 특히 우리 학과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광물 및 지하수자원에 대한 국가정책 지원, 탐사기술개발 및 학문적 연구를 통하여 국내･외
광물 및 수자원산업을 이끌어 갈수 있는 고급 자원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광물･지하수자원학과의 전공은 광물학, 광상학, 지구화학탐사, 지구물리탐사, 수리지질학, 환경지하수학,
수리지구화학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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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별 교과과정 편성 현황

부 록

CAMPUS INTRODUCTION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are the Hope of Mankind!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have been the most important element and essential asset to human developments
since the beginning of the world. With the utilizations of mineral resources, human beings
have been able to establish civilizations and prosperous cultures by enhancing the effective
value of mineral resources throughout history. The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KIGAM) was established in 1918, and lpayed a central role in comprehensive
mineral exploration and energy development as a government supported research institute.
For the last century, KIGAM has striven to build core technology, that can mobilize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endless productivity. KIGAM accomplishes national projects to enhance
the quality of people's daily lives by improving safety levels, providing education on natural
disasters, and developing new materials and energy sources. KIGAM covers various fields
of geological research in nationwide and overseas such as gas hydrates, mineral exploration,
groundwater flow research, usage of underground space, and efficient utilization of national
territory. Moreover, KIGAM endeavors to develop important new technologies for geological
disasters such as earthquakes and landslides, as well as global climate mitigation strategies
such as CO2 geological storage, mineral carbonations, and waste disposal.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are the core to industrial growth in the future. Every staff member at
KIGAM will carry on the grand tradition of creativity and devotone to the development of
practical and utilizable knowledge so that KIGAM becomes the leading brand in science and
technology in Korea. KIGAM will do its best to be the number one research institute in the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development field in this time of energy crisis.

INTRODUCTION OF MAJOR
Mineral and groundwater resources are indispensable natural resources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nation and for national life. Therefore, the nations of the world are devoting
themselves to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s well as to new policies and strategies for
stable security and the preservation of mineral and water resources. This department aims
at the investigation, exploration, and estimation of, and research into, the genesis mechanism,
targeted on domestic and overseas minerals and groundwater resources to meet the needs
of the nation. Especially, this department was established to create a high-quality manpower
program that can lead to the training of domestic/overseas mineral and water resources
industry experts, This course has the support of national policy and is aimed at the
development of exploration technology and academic research. The major subjects of this
department are mineralogy, economic geology, geochemical exploration, geophysical
exploration, hydrogeology, environmental geohydrology, hydrogeochemistry, etc.

The Leader of Creative Convergence

071

전공의 비전 및 목표
장기비전

광물･지하수자원 분야의
최고 R&D 전문 인력 양성

중장기 발전목표
학사부문

광물･지하수자원 분야의 전문연구인력 양성
국내･외 광물 및 지하수자원 현장전문가 양성
해외 협력국의 신진인력 양성

연구부문

세계적 수준의 광물･지하수 분야 연구성과 창출
ICT 융합을 통한 자원개발 및 환경보전
연구 성과의 실용화

추진전략 및 추진 과제
학사부문

우수학생 선발 및 융합교육 강화
우수 대학과의 연계 교과목 확대
실무현장에서의 교육 강화

연구부문

지속가능한 자원개발 및 환경보전
산업체와의 공동연구 확대
연구성과의 기술이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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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권장학부
∙ 자원공학과
∙ 지구환경과학과
∙ 지질학과
∙ 토목공학과

••

전공별 교과과정 편성 현황

부 록

편성 목록
구 분(Category)

교과목명(Course)

전공

광상학 개론 | Introduction to Economic Geology

(Major)

선택

지화학탐사개론 | Introduction to Geochemical Exploration
지하수학 개론 | Introduction to Hydrogeology

∙ 환경공학과

저온수리지구화학 | Low-Temperature Hydrogeochemistry
지하 환경 미생물학 | Subsurface Environmental Microbiology
광물학 특론 | Advanced Mineralogy
광상성인특론 | Advanced Ore Deposit Genesis
희토류광상성인 특론 | Advanced REE Deposit Genesis
오염물 수리학 | Contaminant Hydrology
유체포유물 지화학 | Fluid Inclusion Geochemistry
지하수 환경광물학 | Groundwater Environmental Mineralogy
지하수 유동 및 수질 모델링
| Groundwater Flow and Chemical Modeling
동위원소 지하수학 | Isotope Hydrology
광상개념 모델링 | Ore Deposit Conceptual Modelling
지하수화학 수질분석 | Groundwater Chemistry and Quality Analysis
세미나

광물자원 전공 세미나 1 | Mineral Resources Seminar 1

(Seminar)

광물자원 전공 세미나 2 | Mineral Resources Seminar 2
지하수자원 전공 세미나 1 | Groundwater Resources Seminar 1
지하수자원 전공 세미나 2 | Groundwater Resources Semina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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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과정
Curriculum

••

폐지과목의 대체과목 지정현황
폐지교과목명(Previous Course)
이종물리탐사 자료의 복합해석
| Multi-Geophysical Data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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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과목명(Substitute Course)

▶

광상개념 모델링
| Ore Deposit Conceptual Modelling

UST 교과과정

전공과목
Major Course

전공별 교과과정 편성 현황

부 록

오염물 수리학
Contaminant Hydrology
지하수에서 주요 무기 및 유기 오염물질의 산출 현황, 오염물질의 물리,

광물학 특론
Advanced Mineralogy
결정학, 광물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 광물의 분류, 광물 분석 방법
등을 다루고 미시적인 원자구조와 이들의 다양한 물리화학적 성질을

화학적 특성, 지하매질에서의 이동과 변화 기작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염의 조사, 평가를 수행하고, 저감 방안 등을 제시할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배우게 된다. 다양한 오염원별 특성에 대해서도 주제별로 다루어
자연적 및 인위적 오염물질 특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게 된다.

규명하여 이러한 원자구조가 지질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학습한다.
유체포유물 지화학
광상개념 모델링
Ore Deposit Conceptual Modelling
서로 다른 지질환경에서 형성된 광상유형들의 지질학적 및 지화학적 특성을

Fluid Inclusion Geochemistry
유체포유물 지화학을 통해 광상을 형성하는 광화유체의 구성성분 및 진화를
이해하고 더불어 광석침전의 메카니즘을 이해하고 해석함

이해함으로써 서로 다른 광상유형들의 기원, 진화 및 침전을 이해하고
해석함

저온수리지구화학
Low-Temperature Hydrogeochemistry

광상성인특론
Advanced Ore Deposit Genesis
본 과목은 지체구조 유형에 따라 구분된 대표적 광상유형별 성인에 따른
각종 광상의 물리화학적 생성메카니즘과 부존특성을 연구한다.

광상학 개론
Introduction to Economic Geology
이 강좌는 광상유형별로 그 광상을 형성 시키는 지구조적, 지질학적 및
지구화학적 형성환경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분야를 다루고자 한다. 특히
전 세계광상 유형 중 60% 이상 분포하는 열수광상을 대상하여 각
광상유형별 광화작용의 특성을 이해하여 광상이 형성되는 환경과 그 성인을

자연수의 수리지구화학적 특성을 열역학 및 반응속도론적 원리를 이용하여
중요한 화학반응계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물환경내 원소 순환, 오염물
거동 등을 분석하기 위한 지구화학적 토대를 확보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적절한 수리지구화학 자료를 얻기 위한 조사 계획 수립과 취득에
필요한 내용도 포함하여 강의한다.

지하 환경 미생물학
Subsurface Environmental Microbiology
지하수 및 지하/지표하 퇴적토에 서식하는 미생물의 종류, 특성 등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그러한 미생물의 지하 환경과의 상호반응
및 영향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미생물 중 세균에 중점을 둠.

이해한다.
지하수 유동 및 수질 모델링
동위원소 지하수학
Isotope Hydrology
지하수의 유동과 오염물질 거동에 대해 적용되는 동위원소를 이용한 연구

Groundwater Flow and Chemical Modeling
지하수 유동 및 오염물 이동에 대한 기작과 수질화학에 기반한 지하수
모델링 기술 습득

기법들을 소개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게 된다. 물의
안정동위원소를 중심으로 물의 순환 과정을 평가하고, 탄소, 질소, 황

지하수 환경광물학

등의 안정동위원소를 이용하여 물질 거동 특성을 분석하는 기법 등을

Groundwater Environmental Mineralogy

다룬다. 지하수 연령과 관련하여 방사성동위원소 및 미량화학물질을

지하수 내 및 지하수-퇴적물 계면에서의 물질 거동, 변환 과정 및 메카니즘에

활용하여 다양한 범위의 연령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공부하게 된다.

대한 광물학적 접근

지하수학 개론
Introduction to Hydrogeology
지하수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 및 지하수 유동 및 순환, 지하수 자원평가를
위한 기초기술 습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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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해설
Subject Information

세미나과목

지하수화학 수질분석

Seminar Course

Groundwater Chemistry and Quality Analysis
지하수화학을 지배하는 다양한 유무기물질의 시료채취 및 수질분석기법을
학습하도록 한다. 유무기물질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시료 채취방법 및
기기분석에 대한 강의를 통하여 지하수 수리지화학 및 오염물질 평가를
위한 기반기술을 습득하도록 한다.

지화학탐사개론
Introduction to Geochemical Exploration
광상탐사중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지화학탐사의 기본적 개념 및 이론을
이해하고 지화학탐사기법을 습득함.

희토류광상성인 특론
Advanced REE Deposit Genesis
이 강좌는 희토류 광상을 형성시킨 지질학적, 지구화학적 및 지구조적

광물자원 전공 세미나 1
Mineral Resources Seminar 1
분야별 연구결과 발표 및 세미나

광물자원 전공 세미나 2
Mineral Resources Seminar 2
분야별 연구결과 발표 및 세미나

지하수자원 전공 세미나 1
Groundwater Resources Seminar 1
분야별 연구결과 발표 및 세미나

형성환경을 심도 깊게 다루고자 한다. 희토류 광상 유형별로 또는
단위광상별로 광상을 형성시킨 환경을 이해하여 성인을 다루고자 한다.

지하수자원 전공 세미나 2
Groundwater Resources Seminar 2
분야별 연구결과 발표 및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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