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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   38동 308호

● 전화   02-880-8081

● 이메일   johnchoe@snu.ac.kr

● 주요 수상경력

-  2000년 AIME R.W. Raymond Memorial Award 수상 

(국제 4개 학회 (SPE, TMS, ISS, SME) 공동 선정 최우수논문상)

-  2000년 서울공대 우수강의 교수상 수상

-  2002년 과학기술인총연합 최우수 논문상

-  2004년 늘푸른에너지공학상 학술부문 수상

-  2006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신양학술상 수상

-  2010년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 학술상 수상

-  2012년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 GSE 최우수연구상 수상

-  Marquis Who’s Who in Science and Engineering  

인명사전 등재 (2003~현재)

● 주요저서   석유와 석유공학 이해, 해양시추공학, 지구통계학,  

 석유개발공학, 수치해석 등

● 학회활동

-  SPE Drilling & Completion 편집위원

-  European Association of Geoscientists & Engineers (EAGE)

-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Mathematical Geosciences 

(IAMG)

-  ITPC & APOGCE Technical Committee

-  한국자원공학회, 한국석유공학회, 한국에너지공학회, 한국지하수토

양환경학회,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한국해양공학회, 한국창조과

학회 등 (평생회원)

choe, john (jongg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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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공학

저류공학

모델링

석유공학
시추공학

지구
통계학

- Eclipse & Petrel
- Pipesim
- CMG STARS
- OLGA
- Geostatistics & MPS
- Optimizations

We are well trained in:

글로벌 석유공학자

비전통 석유자원

저류층특성화 

시추공학 및 유정제어 

- Reservoir modeling
- Static data integration

- Model updating
- Uncertainty assessment
- Decision making

- Production optimization
- Well placement
- Economic analysis

- Directional drilling- New drilling technologies

- Well planning & performance analysis- Well control simulation

- Sensitivity analysis for key parameters

- Optimal design of fracturing job

- Characterization of fracturing parameters

주 연구
분야 소개



향후 진로

Reservoir Engineer Production Engineer

저류층 내 유체거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자들의 

공간적 분포를 모델링하고 이를 통해 미래생산의 

불확실성을 파악함. 또한 최적의 유정위치를 결정

하고 합리적인 생산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하고 효율

적인 유가스의 생산을 가능하게 함.

저류층 내 유체를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지하 및 지표 장비를 결정하고 튜빙, 

천공, 수압파쇄 등의 완결 시스템을 디자인함. 또한 

생산된 유체를 분리하고 양을 측정하여 시장에 판매

할 수 있는 준비가 되도록 함.

Drilling Engineer Subsurface Engineer

여러 유정(생산정, 주입정, 탐사정, 평가정 등)의  

시추작업을 계획하고 이를 수행, 관리, 감독함. 안전

하고 경제적이며 친환경적인 작업을 위해 지속적

으로 모니터링 하고 향후 생산계획 수립에 필요한 

지층정보를 수집함.

각 저류층 환경에 적합한 장비를 선택하고 효율적인 

유가스의 생산을 가능하게 함. 또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모니터링과 석유공학적 지식을 접목하여 

최적생산을 위한 제어환경을 제공함.

졸업생 
진로현황

석유공학 분야 졸업생 

민간기업  SK 이노베이션, SK E&S, 포스코 대우, GS 칼텍스, LG 상사, 삼성물산,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에너지 홀딩스, KODECO Energy, 현대증권 등

공공기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산업은행, 서울도시가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해외취업  Schlumberger, Halliburton, Chevron, PETRONAS, CERFACS, KIDECO, IEA 등

국내대학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강원대학교, 조선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등

해외대학 Texas A&M University, University of Houston, Louisiana State University 등

해외유학 Stanford University, Texas A&M University, UT Austin 등



관련 수업

학부 대학원

석유가스공학 및 실험, 시추공학, 석유생산공학, 

물리검층, 석유자원개발설계, 

지구통계학, 에너지자원 수치해석

석유가스공학특강, 저류공학특강, 

석유공학 수치해석, 고급생산공학, 

석유물리학특강, 유정시험, 고급지구통계학

* 학부 수업은 교수 저서로 진행

글로벌석유연구센터 
핵심기술   다공질 매질에서 유체 및 물질이동 모델링 기술; 탄화수소의 상거동; 육상, 해상, 심부 시추기술

연구분야   저류층 모델링 & 특성화, 시추 & 유정제어, 전통 & 비전통 석유자원, CO2 지중저장 & 환경 모니터링

주요 과제

현재 진행 과제 과거 수행 과제

●  중소형 육상 유가스전을 위한  

디지털오일필드 시스템 구축 및 

사업화기술 개발

●  포항분지 중규모 해상 CO2  

지중저장 실증 프로젝트

●  인력양성 및 기타 프로그램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유가스전 현장물성 원격계측 및 관리시스템 

개발

●  Near Wellbore 효과를 고려한 유동모델링 연구

●   다단계수압파쇄 평가기술 개발

●  비재래 유전의 최적생산을 위한 특성화 및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유정제어 모델링 시스템개발

●   CTD 운영 모델링 기술 개발

●  시추 기간 및 비용 분석을 통한 시추공정 최적화

●  유선시뮬레이션을 이용한 환경추적자 거동 및 혼합 모델링 모사

●  해저생산플랜트 Flow Assurance 성능 예측 기술 개발

●  심해 석유 생산망 FEED 설계 및 부유체 핵심 기술 개발

연구실 
국·내외 

활동

관련학회 현장견학

국내   한국자원공학회, 한국석유공학회,  

           한국해양공학회,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등

국외   SPE, OTC, APOGCE, IAMG, EAGE,  

           ISOPE, IPTC 등

국내   동해-1 가스전, 두성호(시추선), 거제조선소 등

국외   인니 마두라해상유전, 미국 미드랜드유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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