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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조희찬

주요 

프로젝트

과 제 명

1. 희토류 광산 탐사 및 생산 실증화 기술 개발

2. 산업부산물 재처리를 통한 석유 증진회수용 나노입자 제조

3. 국내 석회석광 적용 자동차 경량화 광물 원료 등 미래 자원화 기술 실증화 연구

4. CO2 지중저장 지구화학적 거동 및 모니터링 기법 연구

5. 폐가전제품 내 유가금속 회수율 향상을 위한 최적파쇄공정 개발

6. 건/습식 분급에서 광물 입자의 형상 효과에 관한 연구

7. DEM-SPH 결합모델을 이용한 고체/액체 다상유동의 수치해석적 모사

8. 국내 저품위 우라늄광의 물리·화학적 선광/제련 기술 개발

9. 비금속 광물자원의 정밀화학 산업용 고기능 나노분체 가공기술 실증화 연구

10. 저에너지 고효율 분쇄/분급 공정 기술 개발

연구실 
국·내외 

활동

관련학회 현장견학

국내   한국자원공학회,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한국화학공학회, 한국전과정평가학회 

국외   SME, EARTH, APT, GHGT, IMPC, CCUS,

           OCEANS, WCPT, ICRA,GRAMAR, REWAS, 

           WWAI, ISGMA 등

국내   영광 원자력발전소, 보령 화력발전소, 

           광물자원공사, 영풍제련

국외   University of Texas Austin, 

           Canada Vancouver Barrick Gold 

           Corperation

관련 수업

학부 대학원

자원처리공학, 에너지환경공학, 청정석탄기술, 

에너지화학

환경표면화학, 환경분리공정

(공정모델링, 분체공학, 습식제련, 입자기반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입자기반해석, 개별요소법개론)

졸업생 
진로현황

민간기업  LG상사, LS-NIKKO, 포스코에너지, 현대엔지니어링 등

공 기 업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수도권 매립공사, 녹색기술센터 등

해외유학 University of Delaware, Illinois state University, Toronto University 등

연구 분야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자원의 확보가 국가의 경쟁력으로 인식될 만큼, 자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자원의 확보뿐만 아니라 확보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와 자원 소비를 통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및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실험실에서는 크게 ‘자원처리와 재활용’ 

분야와 ‘에너지 환경’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에너지자원처리연구실



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에너지자원처리연구실

● 성명   조희찬

● 연구실   38동 301호

● 전화   880-8271

● 이메일   hccho@snu.ac.kr

● 학력

-  학사 1978, 서울대학교 자원공학과

-  석사 1986,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자원공학과

-  박사 1990,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자원공학과

● 주요 수상경력

-  2002년 한국자원공학회 학술상

-  2004년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우수논문상

-  2005년 서울공대 우수강의 교수상

-  2006년 제 16회 과학기술 우수논문상

-  2008년 서울공대 우수강의 교수상

-  2010년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학술상

● 강의과목 

-  자원처리공학, 청정석탄기술, 에너지환경공학 등

● 학회활동

-  2017 ~ 현재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학술이사

-  2013 ~ 현재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

-  2014 ~ 2015 한국자원공학회 회장

-  2001 ~ 현재 International Comminution Research 

Association Asian Chapter Chairman

연구주제 생활, 산업 폐기물로부터 유용자원회수

연구내용  산업이 발달할수록 폐기물의 양은 필연적으로 증가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폐기물 내엔 시장가치

가 높은 유용자원들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으므

로, 이를 물리적, 화학적 방법을 통해 회수하여 폐기

물로부터 높은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도록 한다.

연구주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지중개발 기술 연구

연구내용  화석연료 연소에 의한 CO2 가스는 온실효과를 일으

키는 주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CO2 가스를 

폐자원 등을 이용하여 지중에 저장, 영구 고정화 하

여 폐자원 문제와 온실가스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유전내 

CO2 foam을 주입하여 원유의 추가적인 생산과 더

불어 온실가스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 

셰일가스 개발에 필요한 CO2 무수파쇄 연구도 진행

중에 있다.

연구주제 청정석탄기술, 석탄전처리, 집진기술

연구내용  석탄은 지구상에 가장 풍부하며 널리 분포하고 있

는 화석연료지만 연소 시 다양한 종류의 오염물질

을 배출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석탄 내부

의 불순물을 제거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청정석탄에 대한 연구가 진

행되고 있다.

연구주제  Top-Down, Bottom-Up 방식을 이용한 나노 입자 

제조 및 표면 처리

연구내용  나노 입자는 작은 입도, 넓은 표면적 등의 특유의 성

질로 인하여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이

러한 고부가가치의 나노 입자를 산업폐기물로부터 

분쇄(top-down), 합성(bottom-up)의 방식으로 제

조하고, 다양한 표면 처리를 통해 적용하고자 하는 

산업 분야에 적합한 특성을 갖도록 한다.

연구주제  DEM(Discrete Element Method), SPH(Smoothed 

Particle Hydrodynamics) 등의 다양한 기법을 이용

한 자원처리 공정 시뮬레이션

연구내용  DEM과 SPH와 같은 입자기반 모델을 이용하여 현

상을 전산적으로 해석하고 모사하는 기술은 광물 

자원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입자기

반법을 바탕으로 분쇄, 분급, 비중선별 등을 이용한 

물질의 정제 및 자원처리 공정을 시뮬레이션하고 

역학적으로 명확히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주제 천연자원의 분리 및 정제

연구내용  천연자원엔 필요로 하는 물질 이외에도 여러 불순

물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물리, 화학적 방법을 이용, 필

요로 하는 물질만을 분리, 정제하여 물질의 순도를 

높이는 연구가 진행중이다.

Cho, Hee Chan

에너지자원처리연구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에너지시스템공학부 에너지자원처리연구실은 1997년 조희찬 교수님 부임 이후 ‘자원재활용

연구실’로 시작, 2003년 ‘환경재활용연구실’을 거쳐 현재는 ‘에너지자원처리연구실’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하고 활발

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에너지 자원 처리 연구실에서는 불순물의 함량이 높은 지구상의 천연자원을 처리하여 자원 이용의 효

율성을 높이고, 산업활동의 결과 발생한 폐기물로부터 자원을 다시 처리, 사용함으로써 한정된 자원

을 재순환시켜 지속가능한 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원처리와 
재활용 분야

현대 고도문명 사회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원의 양은 막대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과 환경

오염 문제 또한 심각해지고 있다. ‘에너지 환경’ 분야에서는 지구상 가장 풍부하고 널리 분포하지만 다

른 화석연료에 비하여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석탄을 친환경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연구와 지구 온

난화 현상의 주범인 CO2 가스 저감기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에너지 
환경 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