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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자원공학은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탐사와 생산, 분배, 재활용, 운영 그리고

지구환경변화와 환경영향분석 및 이와 관련된 국가정책을 다루는 학문분야입니다.

에너지자원공학에서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는 석유, 가스 등 전통에너지원은 물론

지열, 바이오에너지, 가스하이드레이트, 폐기물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모두

포함합니다. 광물자원 역시 철, 구리, 금, 은, 다이아몬드, 우라늄, 골재 등의 산업

광물을 비롯하여 리튬, 텅스텐 등 4차산업혁명을 통한 국가발전과정에 필수적인

희소전략광물을 포함합니다.

에너지자원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국가의 경제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한정된 부존량으로 인하여 전세계 국가들은 에너지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21세기 들어 에너지자원 확보의 이슈가 지정학적인 문제

에서 기반기술 선점의 문제로 변환됨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도 선진국들과 마찬가

지로 에너지자원분야의 기술개발과 고급인력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국가적 필요성에 의하여 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가 기존의 학부시스템에서

독립, 2008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너지자원공학과의교육및연구분야는크게 1) 에너지자원개발시스템,

2) 재생에너지와 전략자원, 3) 지구환경 및 인간생활환경, 4) 에너지인프라 및 건설

기반 등의 네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S E O U L  N A T I O N A L  U N I V E R S I T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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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자원
개발시스템

에너지및광물자원의개발및생산

우리의 일상생활과 현대산업사회를 위해 필요한 대표적인 화석에너지인 석유/천연가스와 각종 지하

광물자원을생산하기위한시추, 유전평가, 개발, 생산 및 수송 기법을연구

물리탐사및지구화학탐사

지하암석의 파동전파특성, 중력 및 자력 이상, 전기전도현상을 이용하거나, 지표 부근의 암석, 토양,

자연수, 식물을 채취하여 화학적 분석을 통하여 지하에 존재하는 석유/가스 및 광물자원을 탐사하고

지구내부구조를해석하는기술을연구

자원정제및회수

천연자원 및 폐자원으로부터 고부가 광물과 유가자원을 분리 및 정제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분야로서

물리, 화학적 실험을 기반으로효과적인분리공법을연구

원격탐사

국내외에너지자원을대상으로인공위성, 드론 및항공데이터를이용하여광물자원탐사기법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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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교육 및 연구 분야

Development of
Conventional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재생에너지와
전략자원

재생에너지시스템설계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지열에너지등재생에너지의효율적인공급과소비를위해합리적으로에너지

수요를 분석하고 재생에너지자원의 잠재량 분석, 경제성 분석을 통하여 친환경적 에너지시스템의

최적화방법을연구

지열에너지

지하심부의고온암체에 물을주입하여 수증기를 발생시켜전기를 생산하거나지하천부의 상온 열에너

지를냉난방에활용하는방법을연구

비전통에너지자원및전략광물자원

대규모로매장된셰일가스, 오일샌드, 치밀가스, 가스하이드레이트등비전통에너지자원과더불어리튬,

코발트 등의 4차산업혁명에필수적인희소금속등전략광물의탐사와생산에관련된기술을연구

청정석탄기술

거대한 부존량을 가진 석탄을 보다 환경친화적으로 활용하여 환경과 경제성을 함께 달성하기 위한

SOx 및 NOx 저감기술, 석탄액화 및 가스화 기술을 연구하며, 이를 활용한 석유대체연료생산, 연료전

환을 통한수소생산, 지구온난화 가스저감및포획기술을연구

02

Renewable Energy and
Strategic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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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환경 및
인간생활환경

03

Geo-environmental
Engineering for
Sustainable Society

에너지인프라
및 건설기반

04

Geo-engineering for
Energy and Civil
Infrastructure

환경지구화학공학

도시의 산업화 지역 및 광산과 유전지역에서의 라돈과 중금속 오염, 유기물 오염 수준을 조사하고

독성및인체위해성평가와정화처리및환경복원분야를연구

재활용공학

한정된 자원을 첨단기술을이용하여 다시 처리하고사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한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에

필수적이고미래에사용될자원을보존하고폐기물로인한환경오염을감소시키는기술을연구

방사성폐기물처분·지하수모델링

현재 국내외에서 첨예한 이슈가 되어 있는 원자력 폐기물의 처분방법에 대하여 연구. 중저준위 방사

성폐기물 처분장을 비롯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을 위한 열, 수리, 역학적 해석기술을

개발하고현장조사및건설기술을연구

에너지환경경영·경제학

국제에너지자원시장과 에너지자원산업의 변화를 분석하고, 국가에너지정책 및 기후변화협약 등 국가

정책을 분석하며, 환경가치평가, 신기술가치평가 및 프로젝트평가에 이르는 에너지-환경관련 경제·

경영·정책분야를연구

지하에너지저장공동·지하공간설계

원유 및 액화가스를 지하암반 내에 저장하는 기술 및 지하양수발전소, 지하압축공기저장소, 지하냉동

창고, 지하하수처리장등의각종지하공간건설기술을연구

터널설계·방재및발파

화약 및 화약류를 이용하여 사면과 지하암반의 발파설계기법 및 진동제어기술을 다루고 건물의 발파

해체공법, 화재 등 재해로 인한터널및지하공간의피해를예측하고해결하는기술을연구

지질공학부지조사·지질재해저감

에너지인프라·구조물건설 부지의 흙과 암반의 불연속면, 지하수상태 등을 분석하여 지반의 공학적

특성을 분석하고 구조물 건설에 따른 지반의 거동을 예측하는 기술, 산사태, 지반침하, 지진 등의

지질재해저감기술을연구

에너지GIS

GIS(지리정보시스템) 공간분석 기술을 이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 건설을 위한 최적입지 선정 공간

분석모델을구축하고이에따른에너지생산량분석및경제성평가방법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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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소개

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진들은 석유탐사 및 시추생산기술 분야에서 Exxonmobil, Amoco, Texaco 등

국제적 에너지기업과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에 성공하였으며, 벤처기업을 창업하여 기술수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지열, 가스 하이드레이트, 에너지지하저장, 청정에너지, 에너지신소재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의 연구책임

을 맡고 있으며, 지질환경복원, 소재고부가가치화, 폐기물 처리 등 환경기술개발의 국내기술개발을 선도하고 있습니

다. 다양한 국제학회 부회장, 정부위원회 위원, 에너지환경정책수립과정 참여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에너지 및 환경

기술개발및정책수립에도중심적역할을하고있습니다.

민동주 교수 Min, Dong-Joo

물리탐사

박사학위 서울대학교 (1999)

E-mail spoppy@snu.ac.kr Tel 02-880-2633 Web http://geophy.snu.ac.kr

민기복 부교수 Min, Ki-Bok

암반공학

박사학위 스웨덴 Royal Institute of technology (KTH) (2004)

E-mail kbmin@snu.ac.kr Tel 02-880-9074 Web http://rockeng.snu.ac.kr

박형동 교수 Park, Hyeong-Dong

지질공학 및 GIS

박사학위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1994)

E-mail hpark@snu.ac.kr Tel 02-880-8808 Web http://geo.snu.ac.kr

신창수 교수 Shin, Changsoo

물리탐사

박사학위 미국 털사 대학교 (1988)

E-mail cssmodel@snu.ac.kr Tel 02-880-7244 Web http://gpl.snu.ac.kr

송재준 교수 Song, Jaejoon

암반공학

박사학위 서울대학교 (2000)

E-mail songjj@snu.ac.kr Tel 02-880-9043 Web http://rockeng.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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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원 교수 Jeon, Seokwon

암반공학

박사학위 미국 아리조나 주립대학교 (1996)

E-mail sjeon@snu.ac.kr Tel 02-880-8807 Web http://rockeng.snu.ac.kr

조희찬 교수 Cho, Heechan

자원처리공학

박사학위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1989)

E-mail hccho@snu.ac.kr Tel 02-880-8271 Web http://recycle.snu.ac.kr

최종근 교수 Choe, John (Jonggeun)

석유가스공학

박사학위 미국 텍사스 A&M 대학교 (1995)

E-mail johnchoe@snu.ac.kr Tel 02-880-8081 Web http://petro.snu.ac.kr

정은혜 부교수 Chung, Eunhyea

환경지구화학

박사학위 미국 조지아 공과대학교 (2011)

E-mail echung@snu.ac.kr Tel 02-880-7225 Web http://envgeochem.snu.ac.kr

허은녕 학과장/교수 Heo, Eunnyeong

에너지환경경제학

박사학위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1996)

E-mail heoe@snu.ac.kr Tel 02-880-8323 Web http://enecon.snu.ac.kr

정훈영 조교수 Jeong, Hoonyoung

석유가스공학

박사학위 미국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2016)

E-mail hoonyoung.jeong@snu.ac.kr Tel 02-880-7235 Web http://petro.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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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학부교과목

M1594.000100 자원재료학

M1594.000200 지구자원환경공학

465.202 에너지환경기술경영

465.204 지구물리공학

465.206 에너지화학

465.211 에너지자원역학

465.213 응용자원지질

465.215 에너지GIS

465.302 자원처리공학

465.304 에너지자원 수치해석

465.306 응용지구화학

465.308 지하영상처리

465.311 암석역학 및 실험

465.313 석유가스공학 및실험

465.315 지구통계학

465.319 신재생에너지

465.320 지질공학

465.326 암반공학응용및설계

465.331 에너지원격탐사

465.333 파동과 지진공학

465.335 자원공학실습

465.404A 에너지자원공학독립학습

465.406 해외자원투자실습

465.408 국제에너지시장분석

465.413 에너지경제학

465.417 물리탐사자료해석

465.419 청정석탄기술

465.420 지열에너지

465.424 터널 및 지하공간설계

465.435 에너지환경공학

465.441 시추공학

465.442 자원개발공학

대학원교과목

M0000.012400 지오메카닉스원론

M1589.000400 자원환경경영연구

M1589.000300 에너지시스템재료특론

459.500 에너지정책세미나

459.501 폐기물지층처분공학개론

459.502 고급에너지경제학연구

459.503 탄성파탐사특강

459.570A 에너지시스템공학특강

459.575 원자력통제와 국제협력

459.600 석유가스공학특강

459.601 에너지시스템신뢰도공학

459.700 환경표면화학

459.803 대학원논문연구

459.522 물리탐사자료분석

459.525 에너지자원세미나

459.620 전기탐사특강

459.621 응용지구화학특강

459.622 저류층특성공학

459.623 유전평가공학

459.624 지구물리수치해석

459.627 암반응력해석

459.628 지반재해분석

459.629 환경지구화학특강

459.630 환경분리공정

459.631 청정석탄기술

459.632 에너지환경 지오메카닉스특론

459.720 산업경제계량분석

459.722 지구물리역산특강

459.723 고급지구통계학

459.724 발파공학특강

459.725 암석파괴역학

459.726 전자탐사특강

459.727A 에너지시스템 GIS설계

459.728 석유공학수치해석

459.729 암반불연속면해석

459.731 다공성매질의 탄성체역학

459.732 전산암반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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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 진로

국내

1. 공공기관/연구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토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극지연구소, 기술표준원, 녹색기술센터, 대한주택공사, 법무부,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 서울도시가스, 수도권매립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공단,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가스공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국방과학연구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석유

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력공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

원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해외자원개발협회, 행정자치부 등

2. 대학교

강원대학교, 경희대학교, 광주과기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삼척대학교, 서울대학교, 세종대학교, 울산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조선대학교, 청주대학교, 포항공대, 한국해양대학교, 한양대학교, 홍익대학교 등

3. 민간기업

BGF리테일, GE, GS건설, GS에너지, GS칼텍스, KDB산업은행, LG CNS, LG상사, LS-Nikko, LG인터내셔널, SK E&S, SK건설,

SK에너지, SK이노베이션, S-Oil, 대림산업, 대성에너지, 대우인터내셔널, 대우조선해양, BHI, 삼성 SDS,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삼탄, 신한은행, 에너지홀딩스, 위메프, 전국경제인연합회, 지오제니, 지하정보기술, 코데코에너지(주), 코리안리재보험, 코오롱, 포스코,

포스코경영연구소, 포스코에너지, 한화에너지, 한화케미칼, 한화큐셀,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증권, 효성중공업, 희송지오텍등

국외

1. 전문기업/연구소

Anadarko, Argonne National Lab., ASML, Baker Hughes, CGGVERITAS, Chevron, Fugro Consultants Inc., German Research

Center for Geosciences(GFZ), Kanta Kairos, KODECO Energy, 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 Petronas, Sandia National Lab.,

Saudi Aramco, Schlumberger, Schneider Electric Korea, Total, etc.

2. 대학교

Colorado School of Mines, Louisiana State University, Texas A&M, The University of Houston,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The 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 University of Modern Sciences(UAE), etc.

3. 해외유학

Colorado School of Mines, Harvard University, Illinois State University, McGill University,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urdue

University, Stanford University, Texas A&M,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C Berkeley, UC Irvine, University of Arizona,

University of Delaware,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University of Oklahoma,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of Tulsa, University of Houston, etc.

“에너지자원공학과를졸업한학부및대학원생은국·내외

여러분야로진출하여전문인력으로활약하고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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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활동

Arduino 동아리 (ERE Arduino)

ERE Arduino는 아두이노 기기 개발을 위한 전기, 전자, 센서

스터디 및 기기개발을하고

있습니다.

- 담당자 : Jorge(호르헤)

carpanetti@snu.ac.kr

독서동아리

학생회에서는 학부룸에 비치된 도서를 자유롭게 대출할 수 있

도록 관리하고 희망 구입 도서

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

니라 전공 및 기타 도서들을 후

배들에게 대여 또는 양도해주

고있습니다.

오일쇼크동아리

오일쇼크는 악기 한 번 만져본 적 없는 사람부터 실력파까지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밴드입니다. 공연이 하고 싶은, 악기

를 연주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환영입니다. 

- 담당자 : 강현구

racing0001@snu.ac.kr, 

신혜정 hj980611@snu.ac.kr

탁구/보드게임동아리

135동 Geothermal Energy

Sports Cafe에 위치한 탁구장

에서 탁구와 보드게임을 즐길

수있도록활동하고있습니다.

소모임 & 소꼬지

학생회에서는 학번 간 교류와 취미활동을 위해 소모임과 소꼬

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맛집 탐방, 축구 소모임 등이 있으며,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참여로 이루어지는 소꼬지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에자공기독교모임 (에기모)

기독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들이 성경공부를 위한 모임, 연탄

배달, 노인 복지 시설 섬김 등의 봉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기독인이 아니더라도 관심있는 학생들에게 언제나 문이 열려

있습니다. 

- 담당자 : 구영현

kooala317@snu.ac.kr

에자공축제

학생회에서는매학기게임랜드, 보드게임카페등다양한컨셉

으로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에자공 학생이라면 원하는 시간에

누구나자유롭게축제를즐길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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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대학원에는 최근 10년간 국내 및 해외 20여 개 대학교를 졸업한 우수한 인재들이 입학하였으며, 입학생의

학부 전공도 다양하여 에너지공학이나 자원공학은 물론 지질, 토목, 화공, 환경 등 에너지자원 관련 학과, 나아가 자연대, 농대, 사회대 및

사범대출신학생들이모두모여함께연구하고있습니다.

·지원자격 국내외정규대학졸업(예정)

·지원시기 연 2회(4월, 10월)

·전 형 서류심사및면접

·영 어 TEPS 601점 이상 또는 TOEFL(iBT) 86점 이상

문의사항은학부사무실(02-880-4093)이나 관심있는 연구실과교수에게하시면됩니다.

대학원 선발

학과 위치 및 연락처

·주 소 서울시관악구관악로 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너지자원공학과 38동 311호

·홈페이지 http://ere.snu.ac.kr

·전 화 02-880-7219, 8782 

·팩 스 02-871-8938

·교 직 원 전정희학과업무총괄, 교원인사, 예산, 장학금｜heart61@snu.ac.kr

권세영교무및학사업무, 학적, 학생｜kwonseyoung@snu.ac.kr

노은영시설및물품업무, 연구, 전산｜noting83@snu.ac.kr



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38동 311호 에너지자원공학과 (08826) 

Tel) 02-880-7219, 8782     Fax) 02-871-8938     Website) http://ere.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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