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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실험장비

수처리장치  Reverse osmosis, Forward osmosis, Membrane distillation, 

Evaporative Crystallization systems 

 가스분리장치 Membrane gas separation system

 분석기기  Inductively coupled plasma, Ion chromatography,  

Gas chromatography, Atomic force microscopy

주요 연구 주제 

전기화학을 이용한 자원회수 및 전기 생산 연구
Resources recovery and electricity production using electrochemical processes

전기화학 시스템을 이용하여 여러 종류의 수자원 또는 오염수 내 존재하는 유용자원, 특히 유가 금속을 회수하거나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동시에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 전극 물질의 성질을 이용하여 선택적인 회수 또는 제거가 가능

에너지 환경 지구화학 연구실 추천교과목 (유사교과목￥, #, * 또는 필요 시 수강추천 ¶ 포함)

1학년 지구시스템과학 및 실험￥, 지구환경과학 및 실험￥, 화학 및 실험

2학년 에너지자원지구화학, 에너지열역학, 에너지자원유체역학, 환경공학(건환공)#

3학년 에너지자원순환공학, 에너지환경공학, 열 및 물질전달(화생공), 분리공정(화생공), 반응공학1(화생공),  

 수처리공학 및 실험(지시공)*, ¶

4학년 자원개발환경공학, 수질오염제어(건환공)*, ¶, 환경공학 실험 및 설계(건환공)¶, 반응공학2(화생공),  

 환경공학개론(화생공)#

연구실 연락처

연구실 위치 서울대학교 글로벌공학교육센터 38동 322호, 에너지자원신기술연구소 135동 409호, 513호(실험실)

연구실 전화번호 02-880-7236

홈페이지 http://envgeochem.snu.ac.kr



연구분야 

자원환경공학 Resources Environmental Engineering

　- 오염된 환경매체 복원 및 유용자원 회수기술 개발

　- 입자간력 분석을 통한 광물 생산능력 향상 연구

 
에너지환경공학 Energy Environmental Engineering

　- 온실가스 저감 또는 분리 기술 연구

　- 청정에너지 생산 및 유용자원 회수기술 개발

 
환경지구화학 Environmental Geochemistry

　- 자연환경, 인간 및 동식물 생태계 내 잠재적 독성원소의 부화, 이동 및 존재형태 연구

　- 오염된 환경 매체 내 오염원 및 원소 추적 연구

연구실 국내외 활동

관련학회  한국자원공학회,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환경공학회, 대한화학회,  

American Chemical Society(Geochemistry & Environmental chemistry),  

ACS Colloid & Surface Science Symposium

협력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부산대학교, 세종대학교, 고려대학교,  

전남대학교, 동아대학교,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National Taiwan University

주요 연구 주제 

오염수 또는 자연수 내 유용자원 회수기술 개발 연구
Recovery of economic resources from various water sources

여러 종류의 수자원 또는 오염수 내 존재하는 유용자원, 특히 유가 금속을 회수하여 자원을 (재)생산하고 오염매체 처리비용

을 절감. 여러 추출법 중 유기용매를 이용한 액체추출, 침전/흡착, 선택적 추출이 가능한 전기화학적 방법 등 적용 가능.

적용가능사례 1.  셰일가스 생산 시 발생하는 오염수 (생산수)에 대한 처리 및 재활용 기술을 연구하는 동시에, 생산수 내 존재하는 리튬, 

니켈, 코발드 등의 유가 금속자원의 회수 기술을 연구

적용가능사례 2.  지열발전소 운영 시 지하 저류층과 지상 발전소를 순환하는 순환수 내 고농도로 존재하는 리튬, 납 등의 유가 금속자원의 

회수 기술을 연구. 높은 온도 및 압력 조건에서 금속추출이 가능한 회수 기술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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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간력 현미경 (AFM)을 이용한 자원생산능력 향상 연구
Enhancement of resources production using interaction force between a particle and a surface

나노 또는 마이크로 스케일의 입자와 평평한 표면 간 상호작용력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인 원자간력 현미경을 이용하여 수용

액 또는 대기 등의 여러가지 조건에서 입자의 표면에의 부착력을 최대 또는 최소화하여 공정 효율을 최적화. 광물 또는 에너

지 자원 생산공정 뿐만 아니라 대기 중 미세먼지, 자성나노입자를 이용한 정삼투 수처리 공정에서 수용액 내 입자상 물질 등

의 거동을 이해하고 membrane 이나 filter 표면에의 입자 탈부착능 조절 가능.

적용가능사례 1.  부유선별 공정에서 핵심이 되는 입자와 기포, 입자와 입자 간의 상호작용력을 분석하여 부유선별 공정 개선에 기여. 수용

액 내에서의 상호작용을 실험적으로 관찰하고 수질화학, 표면화학 이론을 바탕으로 연구

적용가능사례 2.  (자성)나노입자를 이용한 오일회수 증진법 (enhanced oil recovery, EOR) 의 공정 효율 향상을 위해 입자-계면 간 상호

작용력을 분석. 계면활성제를 이용하여 나노스케일 콜로이드 입자의 표면장력을 조절할 때 입자의 거동 예측 가능

분리막을 이용한 온실가스 (CO2 또는 CO) 분리 및 에너지 (H2) 생산 연구
Membrane separation of CO2, CO or H2 from various gas mixture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분리와 수소 생산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분리막 기술을 연구함. 석탄가스화 공정에서 발

생하는 가스에서 일산화탄소 분리, 천연가스를 이용한 수소 생산 또는 바이오가스 내 이산화탄소 분리 등에 적용 가능.

적용가능사례 1.  석탄 가스화 복합 발전 (IGCC) 의 배기가스를 대상으로 Ni 합금 금속 분리막 또는 고분자 분리막을 사용하여 이산화탄소 

또는 일산화탄소와 수소를 분리하는 공정 연구. 분리막의 성능향상과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인자들을 연구

적용가능사례 2.  합성가스 (Syngas)를 대상으로 탄소나 유기 분리막에 금속-유기물 골격 (metal-organic frameworks) 를 더하여 이산화

탄소 또는 일산화탄소의 투과율을 최적화하는 연구. 투과 대상 기체 이외 다른 기체에 대한 선택성을 높이면서 안정적인 

투과율을 가지는 분리막 개발 연구

지열발전 스케일링 방지를 위한 지하수의 수리지구화학 특성 연구
Geochemical characteristics of groundwater in geothermal power plant system

기저부하를 담당할 수 있는 유일한 재생 에너지인 지열 발전을 대상으로 대수층 내 지구화학적 변화를 연구함. 암석 및 토양과 

지하수 간 상호작용 또는 발전소 파이프 내 온도 및 압력 변화로 인해 발생 가능한 스케일링 등의 문제를 확인하고 예방책 연구.

적용가능사례 1.  수리자극을 이용한 EGS (enhanced geothermal system) 지열발전소를 대상으로 수리자극 전, 중, 후의 저류층 내 물성 

또는 지구화학적 조성 변화를 예측. 저류층의 물리화학적 변화로 인해 발생 가능한 침전물 형성과 그로 인한 생산능 저하 

문제의 해결방법을 연구. 압력을 이용한 일반적 수리자극 뿐 아니라 화학적 수리자극에 또한 적용 가능하며, EGS 기술을 

적용한 화산지대의 전통적 지열발전소에도 적용 가능

적용가능사례 2.  지열발전소 운영 중 순환수가 고온 · 고압 조건인 지하심부에서 상온 · 상압의 환경인 지상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변환경이 

급격히 변화할 경우 발생되는 침전물로 인한 파이프 내 또는 다른 발전소 시설물 주변에 스케일링이나 부식물질 유출로 

인한 시설물 부식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해결방법 모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