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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하   Texas A&M 조교수

저는  에너지GIS연구실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Purdue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와  Purdue University에서 3년

간  박사  후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년부터 Texas A&M University  – Corpus Christi,  School  of  Engineering  and  

Computer  Sciences에서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Geospatial Analysis and Remote Sensing(GARS)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  분야로는 1)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원격탐사 자료 획득 시스템 개발 관련 연구, 2)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정밀 농업 및 해양 생태계 관련 연구, 3) 초분광 영상(Hyperspectral)과 라이다 자료를 융합하여 3차원 구조 분석 및 지

표 분류  알고리즘  개발  관련  연구, 4)  병렬컴퓨팅을  이용한  원격탐사  자료  처리  알고리즘  개발  관련  연구, 5) WebGIS를 

이용한 원격 탐사 자료 처리및 가시화 관련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퍼스  크리스티  지역은 2013년  통계  기준으로  인구 31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텍사스에서 8번째로  

큰  도시에  해당됩니다.  바다를  접하고  있는  입지  조건을  기반으로  관광  산업이  발달하였으며,  미국  전체에서 5번째로  

큰  항구가  위치해  있어  원유및  천연가스를  수출입하는  중요한  지역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최근 2015년  조사에  따르

면,  미국  전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대도시  순위에서  코퍼스  크리스티  지역이 5위로  선정될  만큼  이  지역에  많은  

투자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빠른  지역  발전을  기반으로 Texas A&M University  – Corpus Christi

도  연구  중심  대학으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특히 무인항공기와 관련된 연구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

습니다.

장윤섭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책임연구원

저는 에너지GIS연구실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대전 소재 국책연구원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몸담고 현재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술연구개발사업의 

‘Location Mapping 기반 스마트 영상 콘텐츠 생성 및 서비스 기술 개발’ 과제를 주관연구책임자로 수

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관심분야로 1) 공간정보를 결합한 영상 콘텐츠 생성 및 증강현실(AR)/가상현

실(VR) 서비스, 2) 영상처리 및 컴퓨터 비전을 이용한 고정밀 공간 데이터 생성 및 갱신, 3) 공간 데이

터 기반 게임, 영화, 가상훈련, 재난재해, 관광, 국방용 디지털 콘텐츠 변환 및 생성, 4) 2D/3D 지도 기

반 웹 매쉬업 서비스 기술 등에 관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최적의 경로를 계획하여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주행을 마치기 위해서는 

고정밀의 자율주행 맵이 필요합니다. 기존에는 자율주행 고정밀 맵 제작을 GPS, 레이저스캐너, 광학 

카메라, INS(Inertial Navigation System) 센서 등을 장착하고 수행하였으나, 최근에는 딥러닝과 영상

센서 및 GPU(Graphics Processing Unit) 기술의 발전으로 고가의 센서들을 영상센서로만 대체한 인

공지능 기반의 기술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ESRI의 경우 CityEngine이라는 제품을 이용해 ‘Cars 2’, 

‘토탈리콜’, ‘맨 오브 스틸’ 등의 영화에 쓰인 도시공간 3D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생성해 낸 사례를 선보

였습니다. 이와 같이 영상 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반으로 공간 데이터를 생성하고 이로부터 다양한 분야에 특화된 콘텐츠를 변환, 

생성하는 기술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한참 무르익고 있는 AR/VR 분야에 있어서도 공간정보가 보다 긴밀하게 결합될 때 사용

자들에게는 더욱 현실감 넘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선임연구원

안녕하세요? 저는 에너지GIS연구실에서 석박사통합과정을 마치고 서울대 강사, 부경대 전임연구원 등을 거쳐 2017년부터 한국

지질자원연구원 Geo-ICT융합연구실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대전 본원과 포항지질자원실증연구센터, 원주 지진관측소(KSRS) 등에 걸쳐 약 500여명의 임직원이 근

무하고 있습니다. 본원에는 총 5개의 연구본부가 있으며 각 본부마다 2~4개의 연구단 및 연구센터가 있어 다양한 지질자원분야

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입니다. 포항센터에는 2개의 연구실을 비롯하여 국내 유일의 해저탐사 연구선 탐해2호를 운용 중인 탐사

선지원실이 있으며, 원주에서는 아시아 최대의 배열식 지진관측소인 KSRS가 2017년 11월 준공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가 속한 Geo-ICT 융합연구실은 현재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ICT 관련기술을 지질자원분야에 융합하고자 하는 연구들을 진행하

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진행 중인 연구로는 지질자원 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증강현실(AR) 및 정보중합연구, 인공지능을 이용한 

지질 모델링, 수치해석적 기법을 응용한 VR시뮬레이션, 지질정보 수집을 위한 IoT 네트워크 연구 등이 있습니다.

최영민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박사과정

저는 에너지GIS 연구실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2015년 부터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에 있는 Ice Sheet Modeling 

Group 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 분야로는 1) 대륙빙하(Ice sheet) 모델 개발,  2) 대륙 빙하 모델에서 원격탐

사 자료를 이용하기 위한 inverse methods(data assimilation techniques) 관련 연구,  3) Calving dynamics 관련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IPCC)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지구의 기후변화로 인해 그

린랜드와 남극의 대륙빙하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와 관련한 연구가 미래의 해수면 상승과 관련하여 전세계

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에서는 NASA 제트추진연구소(JPL) 와 협력

하여 원격탐사와 수치해석 모델을 이용한 극지 빙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원격탐사 자료(imaging radar, laser altimetry, radio echo 

sounding) 와 현장조사 자료(GPR, GPS), 그리고 수치해석 모델을 이용하여, 

대륙빙하와 다른 기후환경(대기, 해양) 과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뿐만 아니라 극지의 대륙빙하들이 미래의 기후변화에 따라 어

떻게 변할것이며 해수면 상승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솔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박사과정

저는 에너지GIS연구실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에서 Earth & Planetary Science 박사과정 중입니다. 현재 대기화

학 연구실에서 도시에 존재하는 온실가스, 대기오염 배출원 모니터링 기법을 연

구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모니터링은 현재 고정확도 기계를 이

용하여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계들의 높은 비용으로 인해 하나

의 도시에 설치되어 있는 관측장소는 한 곳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른 공간적 한

계점들을 해결하고자 low-cost high-density sensor network 그리고 mobile 

monitoring system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에너지GIS

연구실에서의 석사과정을 통해 공부한 GIS 기법과 공간분석 기법들이 연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에 석유 및 가스 개발 현장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

국 메탄 배출량의 30%는 석유 및 가스 개발 산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미국 메탄 배출량이 30% 

증가하였는데, 많은 부분이 석유 및 가스 개발 증가에 따른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석유 및 가스 개발 

현장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다은   한화큐셀

저는 에너지GIS연구실에서 석사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현재 한화큐셀이라는 태양광 관련 회사에 재직 중입니다. 에너지GIS연구

실과 태양광이 어떤 접합점이 있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GIS라는 시스템에 관심이 많아 대학원에 진학하

게 되었습니다. 석사과정동안 GIS와 태양광을 접목시켜,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하기에 적합한 최적의 부지를 선정하거나 태양광 

시스템의 핵심 에너지원인 일사량의 분포와 관련된 공부를 해왔습니다. 석사 졸업 당시에는 완전히 태양광 쪽으로 공부를 시작

하면서 졸업논문으로는 외부환경이 태양광 모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연구하였습니다.

졸업논문 연구 주제를 살려 1년 전 한화큐셀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한화큐셀은 태양광 셀 및 모듈 5.7GW의 생산 능력을 갖추

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제조업체 중 하나입니다. 독일,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에 R&D센터가 있고, 중국, 말레이시아, 

한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유럽, 북미, 아시아, 호주, 남미, 중동 등 약 40여개국에 위치한 네트워크를 통해 판매하는 글로벌한 

회사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실제로 독일 R&D센터와 커뮤니케이션할 일이 많고, 입사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음에도 직접 출장

을 다녀왔을 정도로 해외지사와의 교류가 활발합니다.

현재 저는 한화큐셀 한국 R&D센터 모듈개발팀에 근무하고 있으며 기술지원 및 시스템 성능 평가 관련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기

술지원 업무로는 주로 자사 모듈에 대한 기술적인 자료를 작성하고 다양한 기술적인 문의에 대응합니다. 시스템 성능 평가 업무

로는 졸업논문 주제를 살려 시스템 단위에서의 태양광 발전량을 분석하고 외부환경의 영향을 분석합니다. 기존에 공부하던 분야

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어서 만족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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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빅 데이터와 GIS의 스마트 라이프

주요 프로젝트
▶▶ GIS 기반의 광해방지 설계지원 분석 기술개발

▶▶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모바일 기기 기반의 시추공 정보활용시스템 개발 

▶▶ 모잠비크 현지 비즈니스를 위한 태양광 발전 시스템과 사업화 프로그램 개발

▶▶ 한반도 에너지자원 정보센터

▶▶ 극지 동결-융해 풍화과정에 노출된 암석의 물성변화 메카니즘과 측정연구

▶▶ 지하 건설 활동에서의 반사분광학을 이용한 암반 연약대 탐사

▶▶ 주변 사물의 영향을 고려한 특정 산란 및 반사 일사량 실험 기반의 태양광 에너지 계산 모델 구축

▶▶ UNDP 과제 :  Development for Poverty Reduction through South-South and Triangular 
Cooper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Phase2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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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구영현 석사과정   ❷ 김성민 박사   ❸ 구일헤르메 석사과정   ❹ 오명찬 박사과정   ❺ 오승찬 박사(좌측부터)

연구실 국내외 활동
관련학회  국내  한국자원공학회,대한지질공학회,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한국공간정보학회, 대한원격탐사학회,적정기술학회

 국외  ESRI UC, AGU, EGU, IAMG, Digital Earth, SWC, WREC, IEEE 등

현장견학 국내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부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쎄트렉아이, 광해방지현장 등

 국외  GSL, Stanford CCS Lab, Masdar Institute 등 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에너지GIS연구실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에너지자원공학과 38동 320호(우편번호: 08826)

전화 02-880-7229•홈페이지 http://geo.snu.ac.kr

대표 연구 소개

연구주제 : 스마트 ICT 장비를 활용한 지질 조사 연구 수행 
키워드 : 스마트ICT, 스마트폰, 센서, IoT(사물인터넷)

지반조사 및 분석 스마트클리노미터
(GeoID : iOS App 약 6000개 유료 판매 실적)

연구주제 : 신재생에너지 잠재량 파악을 위한 일사량 측정 및 분석 
키워드 : 신재생에너지, 태양에너지, 일사량, GIS, 발전량

서울대 관악 캠퍼스
태양광 에너지 잠재량 분석

일사량 센서와 태양광 패널을 사용한 자료 측정

연구주제 : 북한과 개발도상국 지역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GIS 분석
키워드 : 북한, 개발도상국, ODA, 적정기술, 신재생에너지, GIS, 원격탐사

북한 광산 인근 지역 태양광 발전소 잠재량 및 최적 위치 분석

모잠비크 태양광 발전소 건설 사업 수행

연구주제 : 위성영상과 머신러닝을 활용한 일사량 예측 연구
키워드 : 인공위성, 천리안, 머신러닝, 인공신경망, 딥러닝, 일사량

인공신경망을 활용한 머신러닝 연구 수행

위성영상을 사용한
일사량과 측정값의 분포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