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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개요
설립취지와 연구분야
에너지자원공학은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탐사와 생산, 분배, 재활용 그리고 이와 관련된 국가정책과
지구환경변화 등 인류발전과 에너지자원과의 상호관계를 다루는 학문분야입니다. 에너지자원공학
에서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는 석유, 가스 등 전통에너지원은 물론 지열, 바이오에너지, 가스하이드레
이트, 폐기물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모두 포함합니다. 광물자원은 철, 구리, 우라늄, 금, 은,
다이아몬드, 석재, 골재 등의 산업 및 전략광물을 포함합니다.
에너지자원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국가의 경제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한정된 부존
량으로 인하여 전세계 국가들은 에너지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21세기 들
어 에너지자원 확보의 이슈가 지정학적인 문제에서 기반기술 선점의 문제로 변환됨에 따라 우리나
라 정부도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에너지자원분야의 기술개발과 고급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국가적 필요성에 의하여 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가 설립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의 교육 및 연구분야는 에너지자원개발시스템, 신·재생에너지,
지구환경 및 인간생활환경, 에너지인프라 및 건설기반 등의 네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석유/가스/광물 개발 및 생산

에너지시스템 설계

물리탐사 및 지구화학탐사

지열에너지

셰일가스/오일샌드/
비전통석유자원

자원정제 및 회수

원격탐사

에너지자원
개발시스템

지구환경 및
인간생활환경

환경지구화학공학

신ㆍ재생
에너지

에너지인프라 및
건설기반

재활용공학

청정석탄

지하에너지 저장공동/
지하공간 설계

터널설계/방재 및 발파

방사성폐기물처분/지하수 모델링
자원환경경영·경제학

지질공학 부지조사/지질재해 저감
에너지GIS

에너지자원개발시스템

•석유/가스/광물 개발 및 생산
	우리의 일상생활과 현대산업사회를 위해 필요한 대표적인 화석에너
지인 석유/천연가스와 각종 지하광물자원을 생산하기 위한 시추, 유
전평가, 개발, 생산 및 수송 기법을 연구하고 교육
•물리탐사 및 지구화학탐사
	지하암석의 파동전파특성, 중력 및 자력 이상, 전기전도현상을 이
용하거나, 지표 부근의 암석, 토양, 자연수, 식물을 채취하여 화학적
분석을 통하여 지하에 존재하는 석유/가스 및 광물자원을 탐사하고
지구내부구조를 해석하는 기술을 연구
•자원정제 및 회수
	천연자원 및 폐자원으로부터 고부가 광물과 유가자원을 분리 및 정
제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분야로서 물리, 화학적 실험을 기반으로 효
과적인 분리공법을 연구
•원격탐사
	국내외 에너지자원을 대상으로 인공위성, 드론 및 항공 데이터를 이
용하여 광물자원 탐사 기법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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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 도로융설 시스템
(열적외선 온도분포)

지열 도로융설 시스템
(실제 가동 중)

신ㆍ재생에너지
•에너지시스템 설계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지열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적인
공급과 소비를 위해 합리적으로 에너지 수요를 분석하고 신재생에
너지자원의 잠재량 분석, 경제성 분석을 통하여 친환경적 에너지시
스템의 최적화 방법을 연구
•지열에너지
	지하심부의 고온암체에 물을 주입하여 수증기를 발생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지하천부의 상온 열에너지를 냉난방에 활용하는 방법
을 연구
•셰일가스/오일샌드/비전통석유자원
	대규모로 매장된 셰일가스, 오일샌드, 치밀가스, 가스하이드레이트 등
신화석에너지의 탐사와 생산에 관련된 기술을 연구하고 교육
•청정석탄
	최대 부존량을 가진 에너지원인 석탄을 보다 환경친화적으로 활용
하기 위하여 SOx 및 NOx 저감기술, 석탄액화 및 가스화를 통한 석
유대체연료생산, 연료전환을 통한 수소생산, 지구온난화 가스저감
및 포획기술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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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환경 및 인간생활환경

•환경지구화학공학
	광산이나 유전지역, 도시 및 산업화 지역에서의 토양, 수계, 생태계
오염을 조사하고 독성 및 인체 위해성 평가의 정화처리, 환경복원 및
자원회수 기술 개발을 연구
•재활용공학
	한정된 자원을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다시 처리하고 사용함으로써
미래에 사용될 자원을 보존하고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감소시
키는 기술을 연구하는 분야로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
에 필수적임
•방사성폐기물처분/지하수모델링
	경주에 건설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비롯하여 향후 건
설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위한 열, 수리, 역학적 해석 기
술을 개발하고 현장조사 및 건설기술을 연구
•자원환경경영·경제학
	기후변화협약과 관련된 국가정책을 비롯하여 환경가치평가, 신기
술가치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에 이르는 에너지-환경관련 경제/경영
분야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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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인프라 및 건설기반

•지하에너지 저장공동/지하공간 설계
	원유 및 액화가스를 지하암반 내에 저장하는 기술 및 지하양수발전소,
지하압축공기저장소, 지하냉동창고, 지하하수처리장 등의 각종 지
하공간 건설기술을 연구
•터널설계/방재 및 발파
	화약 및 화약류를 이용하여 사면과 지하암반의 발파설계기법 및 진
동제어기술을 다루고 건물의 발파해체공법, 화재 등 재해로 인한 터
널 및 지하공간의 피해를 예측하고 해결하는 기술을 연구
•지질공학 부지조사/지질재해 저감
	에너지인프라/ 구조물건설 부지의 흙과 암반의 불연속면, 지하수상태
등을 분석하여 지반의 공학적 특성을 분석하고 구조물 건설에 따른
지반의 거동을 예측하는 기술, 산사태, 지반침하, 지진 등의 지질재
해 저감기술을 연구
•에너지GIS
	GIS(지리정보시스템) 공간분석 기술을 이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설
비 건설을 위한 최적입지 선정 공간분석모델을 구축하고 이에 따른
에너지 생산량 분석 및 경제성 평가 방법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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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탐사연구실

교수 소개

Shin, Changsoo
지도교수 신창수 / 물리탐사

•연구실 38동 315호
•전 화 880-7244
•이메일 cssmodel@snu.ac.kr
•학 력 학사 1979, 한양대학교 자원공학과
석사 1981, 한양대학교 자원공학과
박사 1988, University of Tulsa, Geophysics
•주요 수상경력 2015, 대한민국학술원상 자연과학응용부문
2016,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훌륭한 공대 교수상 교육상
2008,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훌륭한 공대 교수상 연구상
2008,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우수연구상
•강의과목		 학부: 파동과 지진공학, 컴퓨터의 개념 및 실습, 공학수학
		 대학원: 탄성파탐사특강, 공학수학
•학회활동	 - Journal of Seismic Exploration (Member of editorial board)
- Society of Exploration Geophysicists (정회원)
-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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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연구 소개
•연구주제: 지하 탄성파 속도 모델 추정 알고리즘 개발
•연구내용: 탄성파 탐사자료를 활용하여 정확한 지하매질 속도를 추정하는 완전파형역산 알고리즘 개발

(a) 암염돔이 포함된 실제 속도모델

(b) 완전파형역산을 위한 초기 속도모델

(c) 완전파형역산을 통해 역산된 속도모델

그림 1. 라플라스-푸리에 영역 완전파형역산 예시.

•연구주제: 이방성 매질 역시간 구조보정 기술 개발
•연구내용: 탄성파 탐사자료를 활용하여 이방성 지하 매질의 구조를 영상화 하는 알고리즘

(a) 이방성 매질에서의 파동 전파 모델링

(b) 이방성 매질에서의 역시간 구조보정 영상

그림 2. 역시간 구조보정 예시.

•연구주제: 시간영역 모델링에서의 안정조건 및 분산특성 극대화 기법 개발
•연구내용: 지하 속도 모델 구축 및 영상화 기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델링의 정확도 및 효율성 극대화

(a)

(b)

(c)

(d)

그림 3. 음향파동방정식의 시간 영역 모델링 결과. (a) 1 , (b) 10, (c) 20, 그리고 (d) 30 s 시점에서의 압력장.
각 사분면은 시간 차분간격을 나타냄. 시간 간격이 20 ms 일 때도 1 ms 의 결과와 동일하며 분산 오차를 발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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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프로젝트
과제명
1. 다양한 매질 내의 지하 구조 영상화를 위한 반복적 직접 파형 역산 원천 기술 개발
2. 포항분지 해상 소규모 CO₂ 주입실증 프로젝트
3. 셰일가스 파쇄효율 향상을 위한 탐사프로세스 및 실증연구
4.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산학 협력 연구단”
5. 심부 탄성파 탐사를 위한 파형역산 기술 연구
6. 이라크 육상자료를 이용한 장파장 속도모델 구축 및 역시간 심도구조보정 연구
7. 탄성파 속도모델링 및 영상화 기술-2단계
8. 탄성파 속도모델링 및 영상화 기술-1단계
9. 탄성파 파형역산 (NRL pahse 2)
10. 중합전 심도구조보정 및 주시역산 기술 개발

연구 실적(2008~)
구분

국외논문

국외발표

국내논문

국내발표

특허

계

86

71

8

15

25

국내·외 기술 교류 활동
연도

회사이름 (국가)

구분

2005

ION (미국)

기술이전

2009

TOTAL (프랑스)

기술이전

2011

BP (영국)

기술이전

2011

KNOC (한국)

기술용역

2012

KNOC (한국)

기술용역

2013

TOTAL (프랑스)

기술이전

2013

Woodside (호주)

기술용역

2013

BGP (중국)

기술이전

2015

Z-terra (미국)

기술이전

해외 인턴 실적
2014년 5월 ~ 8월: STATOIL (1명), TOTAL (1명), BGP (1명)
2015년 5월 ~ 8월: STATOIL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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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구성원 소개

•박사과정: 김시형, 김해민

연구실 국·내외 활동
•관련학회: 국내: 한국지구물리·물리탐사학회 등
국외: SEG, EAGE 등
•컨퍼런스 개최: 국외: SIGN conference 개최

연구실 보유 장비

· 탄성파 자료처리를 위한 대형전산처리 장치 (CPU 3300 cores, GPGPU 88 cards 보유)

졸업생 현황
•민간기업: Saudi Aramco, ExxonMobil, Schlumberger, CGG, LG상사
•공기업: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학교수: 해양대학교, 부경대학교, 인하대학교
•국책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방과학연구소, 극지연구소
•해외유학: Harvard University, Texas A&M, University of Oklah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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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탐사연구실

교수 소개

Min, Dong-Joo
지도교수 민동주 / 물리탐사

•연구실 38동 302호
•전 화 880-2633
•이메일 spoppy@snu.ac.kr
•학 력 학사 1993, 서울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석사 1995, 서울대학교 과학교육과
박사 1999, 서울대학교 과학교육과
•주요 수상경력 2010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우수강의상 수상
2012 신양공학학술상 수상
2017 한국지구물리•물리탐사학회 공로상 수상
•강의과목 학부 : 중자력 및 전자기탐사, 탄성파탐사, 물리탐사자료해석
		 대학원 : 탄성파탐사특강, 지구물리수치해석, 물리탐사자료분석
•학회활동	
	
	
	
	
	

- Society of Exploration Geophysicists (Active member)
- European Association of Geoscientists & Engineers (member)
- American Geophysical Union (member)
- 한국자원공학회 (이사, 편집위원)
- 한국지구물리·물리탐사학회 (이사)
- 한국해양학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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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탐사란 자연적 또는 인공적으로 유발시킨 물리현상을 관측하고 해석하여 지질학적 구조를
영상화하는 방법으로, 지하의 광물이나 석유 등의 자원을 찾는 것부터 댐의 안정성 평가, 지하수
누출 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대표 연구 소개
탄성파 탐사
탄성파 탐사는 정확한 지하 지질구조 정보가 필요한 탄화수소 탐사 및 저류층 모니터링 등에 활용되는
물리 탐사 기법으로, 다이너마이트, 에어건 등 광대역 주파수 송신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고해상도 지하
영상화에 활용되고 있다.
•연구주제: 탄성파 탐사 자료처리 및 분석
•연구내용: 탐사 현장에서 취득한 탄성파 탐사 자료는 탐사 환경의 특성에 의해 발생하는 잡음들이 포함되어 있어 정확
한 지하 지질구조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필터링 및 잡음 제거 기법을 적용하여 신호대잡음비
와 해상도를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지하 구조 보정 단면을 만들어 수평수직구조 추정 및 정량적 분석을
수행한다.

•연구주제: 고해상도 지하 탄성파 속도 구조 영상화 알고리듬 개발
•연구내용: 탐사 현장에서 취득한 탄성파 탐사 자료는 탐사 환경의 특성에 의해 발생하는 잡음들이 포함되어 있어
정확한 지하 지질구조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필터링 및 잡음 제거 기법을 적용하여
신호대잡음비와 해상도를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지하 구조 보정 단면을 만들어 수평수직구조
추정 및 정량적 분석을 수행한다.

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 13

전자기 및 지자기전류 탐사
전자기(EM) 및 (MT) 탐사는 비교적 낮은 주파수의 전자기파 자료를
기반으로 지구 내부 깊은 곳의 구조를 파악하는데 주로 활용되고 있다.
•연구주제: MT 탐사 자료처리 및 영상화
•연구내용: 지구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전자기장을 송신원으로 이용하는
MT 탐사법의 자료처리 및 영상화를 수행하는 알고리듬을 개발
하여 경주 지진 구역의 단층 구조를 해석하고 지진에 대한 위험
도를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딥러닝
방대한 자료를 통해 심층신경망을 학습시키고, 학습된 신경망을 통해 결과를 얻는 자료 기반의 기법인 딥
러닝이 최근 컴퓨터의 발달과 인공지능 분야의 발전에 힘입어 다양한 분야에서 각광받고 있다.
•연구주제: 딥러닝 기법을 활용한 물리탐사 자료처리 및 해석
•연구내용: 물리탐사 분야에서 몇 년 전부터 활발히 진행되어 왔던 자료처리와 해석에 딥러닝을 접목시키는 연구에
더해, 기반 자료가 부족한 물리탐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생성 신경망을 통해 의사 자료를 생성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주요 프로젝트
1. 육상 지하단층 해석을 위한 지진파 간섭기법을 이용한 자료처리 기술 개발
2. 3D 탄성파탐사 자료처리기법 개발
3. 해저 저장소 특성 규명을 위한 한일 공동 자기 측정기반 선진 탐사 장비 개발 연구
4. Tensor CSAMT 전산모델링/역산 및 탐사 변수별 지침서 작성
5. 원전 설계기준 재평가를 위한 ‘16.9월지진 지진원 특성 조사
6. 비파괴시험기술을 이용한 도로포장 상태평가 체계구축 용역
7. 석유, 가스 탐사 자료처리 고도화 GET-Future 연구실

연구 실적(2008~)
구분

국외논문

국외발표

국내논문

국내발표

특허

계

35

64

12

5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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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구성원 소개

•연수연구원: 이향월, 황종하
•박사과정: 허준영, 김동건, 엄장환
•석사과정: 이준우, 이진형, 박한준, 이민제

졸업 후 관련 진로
•민간기업: SAUDI ARAMCO, SK 이노베이션,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공기업: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연구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졸업생 현황
김원기(국방과학연구소), 오주원(전북대학교 조교수), 정우돈(Saudi Aramco), 최승우(포스코인터내셔널),
강민지(대성에너지), 이규화(한국전력연구원), 문혜진(한국해양과학기술원), 곽나은(의학대학원),
김신웅(SK 이노베이션), 신영재(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정강원(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유학),
정희철(포스코인터내셔널), 이다솜(MindsⓝCompany)

연구실 보유장비
- 방대한 양의 현장 자료의 처리와 계산량이 많은 수치 모델링 및 역산을 위한 대형전산처리 장치
- 현장 탐사를 위한 물리탐사 장비(탄성파 탐사, 전기비지항 탐사, GPR 탐사)

연구 관련 학회
- 국내 : 한국자원공학회(KGS), 한국지구물리·물리탐사학(KSEG)
- 국외 : SEG(미국), AGU(미국), EAGE(유럽), EGU(유럽), NSG(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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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자원처리
연구실

교수 소개

Cho, Hee Chan
지도교수 조희찬 / 자원처리공학

•연구실 38동 301호
•전 화 880-8271
•이메일 hccho@snu.ac.kr
•학 력 학사 1978, 서울대학교 자원공학과
석사 1986,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자원공학과
박사 1990,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자원공학과
•학회활동
-2013 ~ 현재
-2014 ~ 2015
-2009 ~ 2013
-2001 ~ 2016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
한국자원공학회 회장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부회장
International Comminution Research
Association Asian Chapter Chairman

16 • Department of Energy Resources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주요 수상경력
2002년 한국자원공학회 학술상
2004년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우수논문상
2005년 서울공대 우수강의 교수상
2006년 제 16회 과학기술 우수논문상
2008년 서울공대 우수강의 교수상
2010년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학술상
2016년 한국자원공학회 서암상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자원개발 유공 표창
•강의과목
자원처리공학, 청정석탄기술, 에너지환경공학 등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에너지시스템공학부 에너지자원처리연구실은 1997년 조희찬 교수님 부임
이후 ‘자원재활용연구실’로 시작, 2003년 ‘환경재활용연구실’을 거쳐 현재는 ‘에너지자원처리연구
실’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하고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대표 연구 소개
자원처리와 재활용 분야
에너지 자원 처리 연구실에서는 불순물의 함량이 높은 지구상의 천연자원을 처리하여 자원 이용의 효율성
을 높이고, 산업활동의 결과 발생한 폐기물로부터 자원을 다시 처리, 사용함으로써 한정된 자원을 재순환
시켜 지속가능한 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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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주제: 생활, 산업 폐기물로부터 유용자원회수
•연구내용: 산업이 발달할수록 폐기물의 양은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폐기물 내엔
시장가치가 높은 유용자원들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으므로, 이를 물리적, 화학적 방법을
통해 회수하여 폐기물로부터 높은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한다.

•연구주제: Top-Down, Bottom-Up 방식을 이용한 나노
입자제조 및 표면 처리
•연구내용: 나
 노 입자는 작은 입도, 넓은 표면적 등의 특유의
성질로 인하여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고부가가치의 나노 입자를 산업폐기물로부터
분쇄(top-down), 합성(bottom-up)의 방식으로
제조하고, 다양한 표면 처리를 통해 적용하고자 하는
산업 분야에 적합한 특성을 갖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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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 DEM(Discrete Element Method), SPH(Smoothed
Particle Hydrodynamics) 등의 다양한 기법을 이용한
자원처리 공정 시뮬레이션
•연구내용: DEM과 SPH와 같은 입자기반 모델을 이용하여 현상을 전산적으로
해석하고 모사하는 기술은 광물 자원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입자기반법을 바탕으로 분쇄, 분급, 비중선별 등을
이용한 물질의 정제 및 자원처리 공정을 시뮬레이션하고 역학적
으로 명확히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에너지 환경 분야
현대 고도문명 사회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원의 양은 막대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과 환경오염
문제 또한 심각해지고 있다. ‘에너지 환경’ 분야에서는 지구상 가장 풍부하고 널리 분포하지만 다른 화석연료
에 비하여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석탄을 친환경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연구와 지구 온난화 현상의
주범인 CO₂ 가스 저감기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주제: 청정석탄기술, 석탄전처리, 집진기술
•연구내용: 석탄은 지구상에 가장 풍부하며 널리 분포하고 있는 화석연료지만 연소 시 다양한 종류의 오염물질을 배출
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석탄 내부의 불순물을 제거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청정석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연구주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지중개발 기술 연구
•연구내용: 화석연료 연소에 의한 CO₂ 가스는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주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CO₂ 가스를 폐자원
등을 이용하여 지중에 저장, 영구 고정화 하여 폐자원 문제와 온실가스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유전내 CO₂ foam을 주입하여 원유의 추가적인 생산과 더불어 온실가스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 셰일가스 개발에 필요한 CO₂ 무수파쇄 연구도 진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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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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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M-SPH 결합모델을 이용한 고체/액체 다상유동의 수치해석적 모사
7. 국내 저품위 우라늄광의 물리·화학적 선광/제련 기술 개발
8. 비금속 광물자원의 정밀화학 산업용 고기능 나노분체 가공기술 실증화 연구
9. 저에너지 고효율 분쇄/분급 공정 기술 개발
10. 금속복합광의 분쇄 특성 및 단체분리 평가
11. 발전회 및 복합탄산염 나노입자 응용기술 개발 연구
12. 무수파쇄기술 적용을 위한 비산재 나노입자 기반 폼 안정화 기술 개발

연구실 국·내외 활동
•관련학회: 국내: 한국자원공학회,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한국화학공학회, 한국전과정평가학회
국외: SME, EARTH, APT, GHGT, IMPC, CCUS, OCEANS, WCPT, ICRA,GRAMAR, REWAS,
		

WWAI, ISGMA 등

•현장견학: 국내: 영광 원자력발전소, 보령 화력발전소, 광물자원공사, 영풍제련
국외: University of Texas Austin, Canada Vancouver Barrick Gold Corperation

관련 수업
•학부: 자원처리공학, 에너지환경공학, 청정석탄기술
•대학원: 환경표면화학, 환경분리공정 (공정모델링, 분체공학, 습식제련, 입자기반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입자기반해석, 개별요소법개론)

졸업생 진로현황
•민간기업: LG상사, LS-NIKKO, 포스코에너지, 현대엔지니어링 등
•공기업: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녹색기술센터 등
•해외유학: University of Delawar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Toronto University 등

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 19

지구환경경제
연구실

교수 소개

Heo, Eunnyeong
지도교수 허은녕 / 자원환경경제학, 기술경제학

•연구실 38동 314호
•전 화 880-8323
•이메일 heoe@snu.ac.kr
•학 력 학사 1987, 서울대학교 자원공학과
석사 1989, 서울대학교 자원공학과 자원경제학석사
박사 1996,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자원경제학과 자원경제학박사
•주요 수상경력 2017
2015
2014
2014
2005
200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한국자원공학회 학술상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공로상
한국자원경제학회 최우수논문상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우수강의교수상

•강의과목 학부: 에너지환경기술경영, 국제에너지시장분석,
에너지경제학, 녹색에너지
대학원: 고급에너지경제학연구, 산업경제계량분석,
에너지정책세미나, 자원경영데이터계량분석
•주요 학회 및 정부위원회 활동
2020.01 - 현재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
2020.01 - 현재 한국자원공학회 부회장
2019.03 - 현재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
2018.03 - 현재 한국혁신학회 회장
2016.01 - 현재 The Energy Journal editor
2015.10 - 현재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부회장
2017.11 - 2020.02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 위원
2017.01 - 2019.01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Energy Economics
					
(세계에너지경제학회) 부회장
2013.10 - 2017.12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2011.10 - 2019.08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위원
2013.05 - 2015.08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NEAC) 위원
2004.02 - 2008.05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
					
에너지산업전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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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연구 소개
에너지자원경제학 분야
•연구주제: 에
 너지자원경제학 분야는 국제에너지자원시장, 국내에너지산업의 변화 및 기후변화협약 등 에너지,
환경 및 자원문제에 대하여 자원경제학적 학술방법론을 활용하여 연구하고, 동시에 정부 정책의 효과를
연구하는 분야
•연구내용: 지
 역에너지 표준화모델 개발, 에너지트릴레마 국내지수개발, 신재생에너지원별 효율성분석,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성과분석, 원자력 진출 제약조건 및 진출조건 분석 연구 및 글로벌에너지정책
전문가양성사업 등

환경경제경영학 분야
•연구주제: 환
 경경제경영학 분야는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환경문제에서 나타나는 경제적, 환경적
문제의 해결책을 계량적인 방법론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는 분야
•연구내용: 기후변화의 공정한 국제적 해결방안,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센티브지원 비용효과 분석, 생분해성
합성수지 사용효과 평가, 온실가스 감축수단기술의 보급장애요소 분석 연구 등

기술산업경제학 분야
•연구주제: 기술산업경제학 분야는 기술혁신 또는 발전에 따라 에너지, 환경 및 자원분야에 발생하는 경제·경영적
문제에 대해 그 영향을 분석하고, 함께 새로이 개발된 기술 및 특허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분야
•연구내용: 신재생에너지 기술정책, 에너지클라우드 기술가치평가, 이산화탄소 저감처리기술 평가,
가스하이드레이트 기술융합, 창조적 선도자를 양성하는 공학교육혁신 연구 등

연구실의 역사
•자원경제연구실 (1987~1995)
1987년 김태유 교수 (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부임으로 국내 최초로 자원경
제학 분야 연구실 설립.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교수 4명 배출. 국내 에너지산
업의 구조개혁 및 에너지원의 경제성분석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초창기 국
내 자원경제학 분야의 기초를 닦음. 김태유 교수는 이후 공과대학에 기술경
영경제정책 협동과정을 설립하였으며, 2003년 청와대 대통령실 정보과학기
술 수석보좌관을 역임.
•지구환경경제연구실 (1996~현재)
1996년 부임한 허은녕 교수는 연구영역을 국제시장분석, 기술가치평가, 환
경경영 등으로 확대함. 21C프론티어 이산화탄소저감처리기술 정책연구단,
신재생에너지 원천기술연구센터, 에너지클라우드 연구사업단, 가스하이드
레이트 정책연구단 등 대형 연구사업 및 중국중견공무원교육사업, 국제에너
지정책과정 등 외국인공무원 교육사업을 수행하여 에너지자원 국제협력 분
야의 기반을 갖춤. 지금까지 교수 3명을 배출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 대학
원논문경진대회 5회 최우수상 수상을, 세계에너지경제학회 논문경진대회에
서 한국인 최초로 최우수상을 수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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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문제를 탐구하는 연구실

•국제적 연구에 직접 참여하고 협력하는 기회 제공
인도네시아, 미얀마, 카자흐스탄, 몽골, 나이지리아 등 전 세계 30여개국 100여명의 개발도상국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협력연구
•학술대회 참석을 통한 연구성과 발표 및 최신 연구 선도
국제에너지경제학회(IAEE), 미국에너지경제학회(USAEE), 아시아태평양재생에너지포럼(AFORE),
한국자원경제학회, 한국자원공학회 등
•학문간 교류를 통한 창의융합형 인재상 육성 및 연구영역 확대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Colorado School of Mines, Rice University, Vienna University of
Technology,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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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제한이 없는 연구실
•공학, 자연과학은 물론 사회과학 및 인문학 등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들로 구성
•재학생 및 졸업생 전공: 에너지자원공학, 재료공학, 생명과학, 지질학, 화학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환경공학, 도시공학, 물리학, 경제학, 정치학, 외교학, 중문학, 영문학, 건축학,
경영학, 법학 등

진로 및 취업
•대학교수: 서울대학교 (4명), 경희대학교, 한양대학교 등
•민간기업: (주)LG, (주)CJ, SK이노베이션, 삼성물산, 포스코대우, 한화에너지, 한화솔라, 효성중공업,
포스코경영연구소, 삼정KPMG, 한국투자증권, 일신회계법인, 동부증권, 한국선급,
General Electric (GE) 등
•공공기관/연구소: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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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반공학연구실

교수 소개

Jeon, Seokwon
지도교수 전석원 / 암반공학

•연구실 38동 313호
•전 화 880-8807
•이메일 sjeon@snu.ac.kr
•학 력 공학사 1987, 서울대학교 자원공학과
공학석사 1989, 서울대학교 대학원 자원공학과
공학석사 1991,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토목공학과
공학박사 1996, University of Arizona 자원공학과
•주요 수상경력 2008년 한국터널공학회 학술상
2009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우수강의교수상
2011년 한국자원공학회, 한국암반공학회 학술상
2012년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
2014년 한국지반공학회 학술상
2016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학기술 우수논문상
•강의과목 암석역학 및 실험, 자원개발공학, 암반응력해석, 발파공학특강,
암석파괴역학, 폐기물지층처분공학개론
•학회활동
- 한국암반공학회(前회장)
- 한국자원공학회 부회장
-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前부회장, 前편집위원장)
- 한국지반공학회(前부회장, 前영문학술지 편집위원장)
- 대한화약발파공학회(前부회장)
- International Society for Rock Mechanics and Rock
Engineering(前부회장)
- 한국공학한림원(일반회원)

24 • Department of Energy Resources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대표 연구 소개
•연구주제: 특수지반 분류 및 쉴드 TBM 효율적 통과기법 개발
•연구내용: (1) 도심지에 건설되는 공동구 쉴드 TBM 터널의 효율적 시공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2) 특수지반에서의 디스크커터 암석절삭성능 평가를 위한 시험 및 수치해석
(3) 쉴드 TBM의 특수지반 시공 매뉴얼 개발

•연구주제: 고수압 해저지반 특성화 및 설계정수 산정 기법 개발
•연구내용: (1) 고수압 (20 bar) 초장대 (50 km) 해 저터널 기술자립을 위한 핵심 요소기술 개발
(2) 목포-제주 해저터널 건설을 목표로 가상 프로젝트 수행
(3) 고수압을 고려한 터널 설계정수(연속체/불연속체 설계, 기타 수리물성 등) 산정 기법 개발
(4) 유한차분법(FLAC2D) 바탕의 수치해석을 통한 고수압 터널 지보재 패턴 제안

해저터널 건설 공법

목포-제주 해저터널 건설안

암석 물성 시험 전경

터널 지보재 (Support) 수치해석

후처리 소프트웨어 개발

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 25

•연구주제: 복합탄산염 폐광산 채움재 시공 기술개발 및 실증 연구
•연구내용: (1) 복합탄산염과 차수성 그린시멘트를 활용한 폐광산 채움재 주입 위치 및 주입량 산정기법 개발
(2) 복합탄산염을 활용하기 위한 ‘광산 채움재 생산 상용플랜트’ 기본 설계집 도출
(3) 3차원 공간분석 기술 및 채움재 주입기술의 최적화를 통해 기존 채움재를 사용하는 지반보강공법의
기술적 성능 향상 기대

•연구주제: 사용후핵연료의 지하처분 방식중 하나인 심부시추공처분에 대한 국내 적용성 검토
•연구내용: (1) 사용후핵연료의 장기적인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정책적·기술적 현황 분석
(2) 심부시추공처분(Deep Borehole Disposal, DGD) 기술의 현황 분석 및
심지층처분(Deep Geological Disposal, DGD)과의 비교를 통한 국내 적용가능성 분석
(3) 심부시추공처분에 필요한 요소기술 검토 및 국내 기술 수준을 고려한 처분 방안 도출

스웨덴의 DGD 개념도 (SKB, 2010)

한국의 DGD 개념도 (KAERI, 2008)

미국의 DBD 개념도 (SNL, 2012)

스웨덴의 DBD 개념도 (MKG,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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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구성원 소개

•김세훈 (인턴연구원)
•이승원 (석사과정)
•이원희 (석사과정)
•윤영민 (박사과정)
•Yudhidya Wicaksana (연수연구원)
•Shahabedin Hojjati (박사과정)
(좌상에서 시계방향으로)

연구분야 및 강의과목
•연구분야: 암석역학, 암반공학, 암석파괴역학, 터널공학, 발파공학
•강의과목: 암석역학 및 실험, 자원개발공학, 암반응력해석, 발파공학특강, 폐기물지층처분공학개론

주요 프로젝트
1. 폐광산 채움재 기술개발 빛 실증
2. 특수지반 분류 및 쉴드 TBM 효율적 통과기법 개발
3. 사용 후 핵원료 처분 장기대안 연구
4. 수치모델링 및 실내시험 시스템을 통한 TBM커터헤드의 최적 설계기법 개발
5. 침투특성을 고려한 고수압 해저지반 특성화 및 설계정수 산정 기법 개발
6. DEM-SPH 결합모델을 이용한 고체/액체 다상유동의 수치해석적 모사
7. LIDAR를 이용한 암반등급산정 자동화 알고리즘 개발
8. 해저 지반에서 파이프라인의 매설 및 수중건설작업을 위한 수중로봇 설계기술 개발
9. 발파해체 붕괴 시뮬레이션 기법 개발
10. 지하침하 위험지역 종합평가 기법 개발
11. 해저시설물 모니터링 및 방재시스템 개발
12. 처분장 균열 암반의 열-수리-역학적 거동 모사
13. 균열암반에서의 THM 거동 특성 연구
14. 언더커팅을 적용한 암반굴착장비의 기반기술연구

연구실 국·내외 활동
•학회참여: 국내: 한국암반공학회(KSRM),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KTA), 한국자원공학회(KSGE),
		

한국지반공학회(KGS), 대한화약발파공학회(KSEE)

국외: 국제암반공학회(ISRM), 국제터널공학회(ITA), 아시아암반공학회심포지엄(ARMS)
•현장견학: 국내: 한국원자력연구원 지하연구시설(KURT), 경주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시설,
		

한화 보은화약 생산공장, 포항 EGS 연구시설

국외: 스위스 공과대학 EPFL, 미국 Univ of Arizona, San Xavier Student Mine, 인도네시아 ITB,
		

칼리만탄 KIDECO, 중국東北大, Benxi Iron Mine

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 27

암반공학연구실

교수 소개

Song, Jae-Joon
지도교수 송재준 / 암반공학

•연구실 38동 307호
•전 화 880-9043
•이메일 songjj@snu.ac.kr
•학 력 학사 1993, 서울대학교 자원공학과
석사 1995, 서울대학교 자원공학과
박사 2000, 서울대학교 자원공학과
•주요 수상경력 2005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우수강의교수상
2013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우수업적교수상
2018 한국암반공학회 학술상
2020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2020 한국자원공학회 학술상
•강의과목 에너지자원재료역학, 암반공학응용 및 설계 등 (학부 과정)
		 암반불연속면해석, 고급암석역학 등 (대학원 과정)
•학회활동 ISRM (DDA 분과, UNPP 분과)
한국암반공학회 (학술지 편집장, 부회장)
대한화학발파공학회 (부회장)
한국자원공학회
한국지반공학회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연구분야 절리면 전단거동 및 기하학적 분석
(거칠기 모델링, 통계적 추정기법 및 전단거동모델개발)
블록거동해석(3D DDA 및 접촉 알고리즘 개발)
	불연속면 조사기법 개발(입체사진측량기법 및 딥러닝기법 응용)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광산 공동 탄소광물화
터널 및 광주 안정성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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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연구 소개
•연구주제: 갱도 응력분포 및 강도 추정을 통한 광산 역학적 안정성 연구
•연구내용: 3차원 수치해석을 통해 지하 광산에 작용하는 응력 분포를 파악하고 관통절리 및 내포절리에 의한
강도 감소 효과를 분석하여 갱도 및 광주의 역학적 안정성 해석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주제: 블록거동 해석에 따른 터널 및 갱도 낙반 안정성 연구
•연구내용: 터널 및 광산 갱도 주변부에서 블록이론을 통해 현지응력 및 절리 분포에 따른 낙반안정성 검토 기법을
적용하여 신뢰성 있는 안정성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이를 3차원 공간에 가시화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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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 딥러닝을 이용한 막장면 조사 분석 자동화 연구
•연구내용: 드론을 이용한 디지털데이터(이미지, 영상) 기반으로 터널 막장면을 3차원 모델화하고, 의미론적
분할 방식의 딥러닝 기술을 적용한 신뢰도 있는 자동 절리 조사 기법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Face Mapping 데이터를 도출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주제: CO₂ 지중저장을 위한 적정 주입압 산정 연구
•연구내용: 초임계 상의 CO₂를 주입할 수 있는 장비를 새로 구축하여 CO₂ 주입 중 발생할 수 있는 암석의
열-수리-역학적 거동을 모사하고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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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프로젝트
1. 새로운 3D 축소모형제작기법개발을 통한 불연속암반의 역학적 거동해석연구
2. 녹색성장형 광산개발을 위한 시설물 갱내화 및 환경 모니터링 기술개발
3. 해양 지중 CO₂ 주입에 따른 지반 특성 변화 및 안정성 모델링
4. 호주 오트웨이 파일럿 프로젝트 참여를 통한 지중저장 실증 기반구축
5. 건물의 부분해체 전용 워터제트 장비 개발
6. 응력을 고려한 지하공동 주변의 암반블록 안정성 해석기법 개발
7. 복합탄산염 폐광산 채움재 시공 기술 개발
8. 국내 비금속광산 매장량 평가기준 및 경제성 평가 표준화 기법 개발

연구실 구성원 소개
연구실을 이끌어가는 송재준 교수는 한국암반공학회 학술지(터널과 지하공간) 편집위원장, 대한발파공학회 부회장, 한국
암반공학회 부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융자심의위원, 한국철도시설공단 설계자문위원 등을 역임
한 바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암반공학연구실에는 박사후 연구원에 이용기, 알리(Fereshtenejad Sayedalireza), 박사과정에
윤동호, 강일석, 송종우, 심현진, 배기윤, 김진언, 그리고 석사과정에 최지원, 임준수 등 우수한 인재들이 함께합니다.

진로 및 취업
•민간기업: SK건설, 대림산업, 삼성물산, 포스코, 태영건설, 유한기술 등
•공사 및 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연구소 및 기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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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반공학연구실

교수 소개

Min, Ki-Bok
지도교수 민기복 / 암반공학

•연구실 38동 303호
•전 화 880-9074
•이메일 kbmin@snu.ac.kr
•학 력 학사 1994, 서울대학교 자원공학과
석사 1999, 서울대학교 자원공학과
박사 2004, 스웨덴 Royal Institute of Technology(KTH)
•주요 수상경력 2009 한국암반공학회 일암논문상 수상
2009 미국 암반공학협회(ARMA) 응용암석역학연구상
2010 미국 암반공학협회(ARMA) 사례연구상
2011 서울공대 우수 강의 교수상
2013 서울공대 Open Course Work 우수 강의록상
2012, 2014 한국암반공학회 표창
2016 한국자원공학회 젊은 공학자상
•강의과목 저류층지오메카닉스, 에너지자원유체역학, 지열에너지,
다공성매질의 탄성체역학, 에너지환경 지오메카닉스 특론,
전산암반공학 등
•주요경력 - International Journal of Rock Mechanics and Mining
Sciences 부편집장
-Geosystem Engineering 편집위원
 국자원공학회지,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지 편집위원
-한
-한국암반공학회 부회장, 한국자원공학회 이사,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이사
-(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획부학장
-(현) 사용후핵연료관리 핵심기술개발사업단 이사
 너지환경 지오메카닉스, 암반의 열-수리-역학-화학적
•연구분야 에
상호연동 작용, 방사성 폐기물의 지하처분, 인공저류층
지열시스템,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지오메카닉스, 셰일가스
생산을 위한 수압파쇄, 입상물질과 균열암반을 위한
개별요소법 등

32 • Department of Energy Resources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대표 연구 소개
•연구주제: 시추공 주변 암반균열망 생성 및 공벽안정성 해석기 개발
•연구내용: 심부 시추 시 시추공 주변의 유효 암반균열망 생성 알고리즘 연구 및 시뮬레이터 개발 심부 시추 시
암반역학적 인자에 따른 공벽안정성 해석 수행

3차원 암반균열망 생성기 개발

암반역학적 인자에 따른 시추공 내 공벽안정성 해석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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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 수리자극 시뮬레이터 개발 및 현장적용
•연구내용: 수압파쇄/수리전단에 따른 암반의 인장/전단파괴거동을 분석하는 시뮬레이터 개발 프랑스 Soultz,
스위스 Basel 등 지열발전개발 실증사례 데이터 적용

수리전단거동 예측 및 실증현장사례 적용

•연구주제: 이방성 지오메카닉스
•연구내용: 이방성 암석의 탄성상수 결정 최적화 기법 개발

이방성 암석에 대한 파괴 유형 및 개별요소법 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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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구성원 소개
•교수: 민기복
•박사과정: 임주휘, 홍승기, 유화정, 씬윙(Xin Ying), 윤정환
•석사과정: 김세진, 이윤성, 서은진

연구실 국·내외 활동
•관련학회: 국내: 한국자원공학회, 한국암반공학회,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등
국외: American Rock Mechanics Association(ARMA), International Society for Rock
		

Mechanics(ISRM), Asian Rock Mechanics Symposium(ARMS), International

		

Geothermal Association(IGA)

•공동연구: 국내: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국외: 미국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LBNL), 독일연방지질과학연구원(GFZ), 노르웨이 STATOIL,
		

호주 CSIRO, 스웨덴 방사선안전원, 스웨덴 왕립공과대학, 미국 펜실베니아주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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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GIS연구실
교수 소개

Park, Hyeong Dong
지도교수 박형동 / 지질공학, GIS

•연구실 38동 309호
•전 화 880-8808
•이메일 hpark@snu.ac.kr
•학 력 학사 1988, 서울대학교 자원공학과
석사 1990, 서울대학교 자원공학과
박사 1994, Imperial College 지질학과(지질공학)
•주요 수상경력 2003년 공대 우수강의교수상 수상
2004년 Richard-Wolters Prize 수상 (www.iaeg.info)
(IAEG 국제지질공학회 최우수연구자상)
2008년 신양공학 학술상 수상
•강의과목 에너지GIS,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원격탐사, 지질공학 ,
지반재해분석, 에너지시스템 GIS 설계
•연구분야 에너지 GIS, 원격탐사, 신재생에너지, 지질재해, 광해방지공학
•학회활동 - Bulletin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Engineering
Geology and the Environment (Editor)
- The Geological Society of London (Fellow)
- International Solar Energy Society (Professional Gold
Lifetime member)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Engineering Geology and
the Environment (Member)
- American Geophysical Union (Lifetime member)
- Geosystem Engineering (Editor)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태양에너지학회, 자원공학회, 한국공간
정보공학회, 대한지질공학회, 한국지반공학회, 대한토목공학
회, 한국터널공학회, 한국암반공학회,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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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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유료 판매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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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위치와 패널 각도에 따른 산출 발전량 실측

그림자 효과 시뮬레이션에 의한 연간 손실량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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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 GIS를 활용한 북한 및 개발도상국 자연재해 취약성 분석
•키워드: 북한, 개발도상국, 침수, 자연재해, GIS, 원격탐사

북한 광산 일대 태풍위험성을 고려한 침수취약지도

•연구주제: 컴퓨터 비전, 머신러닝을 통한 영상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연구
•키워드: 위성영상, 머신러닝, 영상처리, 컴퓨터 비전, GIS

<Hough Transformation>

영상 처리를 통한 절리 선 구조 추출 및 절리 방향성 계산

주요 프로젝트
1. GIS 기반의 광해방지 설계지원 분석 기술개발
2.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모바일 기기 기반의 시추공 정보활용시스템 개발
3. 모잠비크 현지 비즈니스를 위한 태양광 발전 시스템과 사업화 프로그램 개발
4. 한반도 에너지자원 정보센터
5. 주변 사물의 영향을 고려한 특정 산란 및 반사 일사량 실험 기반의 태양광 에너지 계산 모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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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구성원 소개
❶ 구지윤 석박통합과정

❷ 김예빈 석사과정

❸ 양아란 석사 ❹ 김한진 석사과정

❺ 박형동 교수

연구실 국·내외 활동
•관련학회: 국내: 한국자원공학회, 대한지질공학회,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태양에너지학회, 한국공간정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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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견학: 국내: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부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쎄트렉아이, 한화큐셀 등
국외: GSL, Stanford CCS Lab, Masdar Institute 등

졸업생 진로현황
•대학교수: Purdue University, 부경대학교, 강원대학교, 동아대학교 등
•민간기업: 네이버, (주)SK, LG CNS, SK건설, 대림산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엔지니어링, 한화솔루션(주)/큐셀,
IMM investment, 신흥건설, 어스이엔지, Uniper
•공공기관/연구소: 국토연구원, 산업통산자원부,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행정안전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JPL (NASA)

•해외유학: UC Berkely, University of Texas at San Anton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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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환경지구
화학연구실

교수 소개

Chung, Eunhyea
지도교수 정은혜 / 환경지구화학

•연구실 38동 306호
•전 화 880-7225
•이메일 echung@snu.ac.kr
•학 력

BS,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MS,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Ph.D,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연구분야 자원환경공학 Resources Environmental Engineering
에너지환경공학 Energy Environmental Engineering
환경지구화학 Environmental Geochemistry
•연구주제 자원 회수 및 에너지 생산 Resources Recovery and Energy Production
전기화학 시스템 Electrochemical System
가스 분리막 Gas Mixture (CO₂/H₂ or CO/H₂) Separation using Membrane
지열 발전 시스템 스케일링 Scaling Control in Geothermal System
지하 환경 내 물질 변환 및 거동
Chemical Fate and Transport of Underground Contaminants

•강의과목 에너지자원지구화학
에너지자원순환공학
에너지자원전기화학 (개설예정)
자원개발환경공학
응용지구화학특강 (지화학 모델링 등)
환경지구화학특강 (분리 및 회수 공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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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연구 소개
•연구주제: 분리막을 이용한 온실가스 (CO₂ 또는 CO) 분리 및 에너지 (H₂) 생산 연구
Membrane separation of CO₂, CO or H₂ from various gas mixture
 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분리와 수소 생산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분리막 기술을 연구함. 석탄가스화 공정에서 발
•연구내용: 기
생하는 가스에서 일산화탄소 분리, 천연가스를 이용한 수소 생산 또는 바이오가스 내 이산화탄소 분리 등에 적용 가능.
•적용가능사례 1.: 석
 탄 가스화 복합 발전 (IGCC) 의 배기가스를 대상으로 Ni 합금 금속 분리막 또는 고분자 분리막을 사용하여 이산화탄
소 또는 일산화탄소와 수소를 분리하는 공정 연구. 분리막의 성능향상과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인자들을 연구
 성가스 (Syngas)를 대상으로 탄소나 유기 분리막에 금속-유기물 골격 (metal-organic frameworks) 를 더하여
•적용가능사례 2.: 합
이산화탄소 또는 일산화탄소의 투과율을 최적화하는 연구. 투과 대상 기체 이외 다른 기체에 대한 선택성을 높이면
서 안정적인 투과율을 가지는 분리막 개발 연구

•연구주제: 전
 기화학을 이용한 자원회수 및 전기 생산 연구
Resources recovery and electricity production using electrochemical processes
•연구내용: 전기화학 시스템을 이용하여 여러 종류의 수자원 또는 오염수 내 존재하는 유용자원, 특히 유가 금속을 회수
하거나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동시에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 전극 물질의 성질을 이용하여 선택적인 회수
또는 제거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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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 지
 열발전 스케일링 방지를 위한 지하수의 수리지구화학 특성 연구
Geochemical characteristics of groundwater in geothermal power plant system
•연구내용: 기
 저부하를 담당할 수 있는 유일한 재생 에너지인 지열 발전을 대상으로 대수층 내 지구화학적 변화를 연구함. 암
석 및 토양과 지하수 간 상호작용 또는 발전소 파이프 내 온도 및 압력 변화로 인해 발생 가능한 스케일링 등의 문
제를 확인하고 예방책 연구
•적용가능사례 1.: 수
 리자극을 이용한 EGS (enhanced geothermal system) 지열발전소를 대상으로 수리자극 전, 중, 후의 저
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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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열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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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일링
이나 부식물질 유출로 인한 시설물 부식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해결방법 모색

•연구주제: 오염수 또는 자연수 내 유용자원 회수기술 개발 연구
Recovery of economic resources from various water sources
•연구내용: 여
 러 종류의 수자원 또는 오염수 내 존재하는 유용자원, 특히 유가 금속을 회수하여 자원을 (재)생산하고 오염매체 처리비
용을 절감. 여러 추출법 중 유기용매를 이용한 액체추출, 침전/흡착, 선택적 추출이 가능한 전기화학적 방법 등 적용 가능
•적용가능사례 1.: 셰
 일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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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열발전소 운영 시 지하 저류층과 지상 발전소를 순환하는 순환수 내 고농도로 존재하는 리튬, 납 등의 유가 금속
자원의 회수 기술을 연구. 높은 온도 및 압력 조건에서 금속추출이 가능한 회수 기술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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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 원자간력 현미경 (AFM)을 이용한 자원생산능력 향상 연구
Enhancement of resources production using interaction force between a particle and a surface
•연구내용: 나
 노 또는 마이크로 스케일의 입자와 평평한 표면 간 상호작용력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인 원자간력 현미경을 이용하여
수용액 또는 대기 등의 여러가지 조건에서 입자의 표면에의 부착력을 최대 또는 최소화하여 공정 효율을 최적화. 광물
또는 에너지 자원 생산공정 뿐만 아니라 대기 중 미세먼지, 자성나노입자를 이용한 정삼투 수처리 공정에서 수용액 내
입자상 물질 등의 거동을 이해하고 membrane 이나 filter 표면에의 입자 탈부착능 조절 가능
•적용가능사례 1.: 셰
 일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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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발전소 운영 시 지하 저류층과 지상 발전소를 순환하는 순환수 내 고농도로 존재하는 리튬, 납 등의 유가 금속
•적용가능사례 2.: 지
자원의 회수 기술을 연구. 높은 온도 및 압력 조건에서 금속추출이 가능한 회수 기술을 연구

연구실 국·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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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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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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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가스공학
연구실

교수 소개

Choe, John (Jonggeun)
지도교수 최종근 / 석유가스공학, 시추공학, 지구통계학

•연구실 38동 308호
•전 화 880-8081
•이메일 johnchoe@snu.ac.kr
•주요 수상경력

2000년 AIME R.W. Raymond Memorial Award
(국제 4개 학회 (SPE, TMS, ISS, SME) 공동 선정 최우수논문상)
2000년 서울공대 우수강의 교수상
2002년 과학기술인총연합 최우수 논문상
2004년 늘푸른에너지공학상(학술부문)
2006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신양학술상
2010년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 학술상
2012년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 GSE 최우수연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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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자원공학회, 한국석유공학회, 한국에너지공학회, 한국지하수토양
환경학회,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한국해양공학회, 한국창조과학회
등 (평생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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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연구 소개
•글로벌 석유공학자

•저류층특성화

생산공학
저류공학

시추공학

석유공학

모델링

- Reservoir modeling
- Static data integration

지구
통계학

- Model updating
- Uncertainty assessment
- Decision making

We are well trained in:
- Eclipse & Petrel
- Pipesim
- CMG STARS
- OLGA
- Geostatistics & MPS
- Optimizations

- Production optimization
- Well placement
- Economic analysis

•비전통 석유자원

•시추공학 및 유정제어

- Sensitivity analysis for key parameters

- New drilling technologies

- Directional drilling

- Optimal design of fracturing job

- Characterization of fracturing parameters
- Well control simulation

- Well planning & performanc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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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진로
Reservoir Engineer

Production Engineer

저류층 내 유체거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자들

저류층 내 유체를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생산하

의 공간적 분포를 모델링하고 이를 통해 미래생

기 위해 필요한 지하 및 지표 장비를 결정하고

산의 불확실성을 파악함. 또한 최적의 유정위치

튜빙, 천공, 수압파쇄 등의 완결 시스템을 디자

를 결정하고 합리적인 생산계획을 수립하여 안

인함. 또한 생산된 유체를 분리하고 양을 측정

전하고 효율적인 유가스의 생산을 가능하게 함.

하여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준비가 되도록 함.

Drilling Engineer

Subsurface Engineer

여러 유정(생산정, 주입정, 탐사정, 평가정 등)
의 시추작업을 계획하고 이를 수행, 관리, 감
독함.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친환경적인 작업
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향후 생
산계획 수립에 필요한 지층정보를 수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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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저류층 환경에 적합한 장비를 선택하고 효율
적인 유가스의 생산을 가능하게 함. 또한 정보통
신기술을 이용한 모니터링과 석유공학적 지식을
접목하여 최적생산을 위한 제어환경을 제공함.

졸업생 진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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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한양대, 강원대, 조선대, 한국해양대, 공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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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가스공학 및 실험, 시추공학, 석유생산공학, 물리검층, 석유자원개발설계, 지구통계학, 에너지자원 수치해석
•대학원: 석유가스공학특강, 저류공학특강, 석유공학 수치해석, 고급생산공학, 석유물리학특강, 유정시험, 고급지구통계학
* 학부 수업은 교수 저서로 진행

주요 과제
•현재 진행 과제: - 중소형 육상 유가스전을 위한 디지털오일필드 시스템 구축 및 사업화기술 개발
- 포항분지 중규모 해상 CO₂ 지중저장 실증 프로젝트
- 인력양성 및 기타 프로그램
•과거 수행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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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한국자원공학회, 한국석유공학회, 한국해양공학회,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등
국외: SPE, OTC, APOGCE, IAMG, EAGE, ISOPE, IPTC 등
•현장견학: 국내: 동해-1 가스전, 두성호(시추선), 거제조선소 등
국외: 인니 마두라해상유전, 미국 미드랜드유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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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자원개발센터
교수 소개

Jeong, Hoonyoung
지도교수 정훈영 / 석유공학
•연구실 38동 305호
•전 화 880-7235
•이메일 hoonyoung.jeong@snu.ac.kr
•약 력 2006, 학사,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서울대학교
	2008, 석사, 에너지자원공학, 서울대학교
	2009-2011, 저류공학자, 한국석유공사
•

2011-2016, PhD, Petroleum Engineering,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2016-2018, Postdoctoral Fellow, Bureau of Economic Geology,
Jackson School of Geosciences,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2018-현재, 조교수, 에너지자원공학과, 서울대학교
•강의과목 석유공학의 기초(Fundamentals of petroleum engineering)
	석유물리학(Petrophysics)
저류층 시뮬레이션(Reservoir simulation)
	저류층 모델링(Reservoir modeling)
	최적화(Optimization)
	지오사이언스를 위한 데이터 사이언스
(Data Science for Geoscience)
•연구분야 지질모델링 (Geological Modeling)
저류층 시뮬레이션 (Reservoir Simulation)
유동견실성 (Flow Assurance)
최적화 (Optimization)
데이터 사이언스 (Data Science)
유가스 개발 (Oil and Gas Development)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Geological Carbon Storage)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High Level Nuclear Waste Dis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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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분야
•Subsurface Modeling
- Reservoir, well, production network modeling

•Thermo-Hydro-Mechanical-Chemical
Simulation
- Coupling of various simulations for integrated
analysis of the model

- Well performance analysis

•Inverse modeling / History matching

•Geological CO2 storage

- LDFA, data-driven proxy models

- Storage capacity/efficiency prediction

- Reduction of geological uncertainties

- Storage stability assessment

•Optimization
- Production/Injection plan, Well placement,
Well design optimization

•High level nuclear waste disposal
- Thermo-Mechanical simulation of packaging
material

- Using stochastic gradient algorithms,
non-gradient algorith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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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연구 소개
•연구주제: 머신러닝을 이용한 지하 암석층 유체 주입 및 생산 반응의 신속한 예측
•연구내용: 석유가스 생산, 지열에너지, 이산화탄소 지중저장과 같은 다양한 지하 자원에 대해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미래의 거동을 예측하는 프록시 또는 대리모델 개발하는 연구이다. PCA 기법과 머신러닝
을 이용하여 프록시 모델을 구성하며, 다양한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파이썬 패키지 형태로 제작
및 개발 중에 있다.

•연구주제: 셰일저류층 EGR+ 생산안정성의 기계학습 기반 평가기술 개발
•연구내용: CO2를 이용한 EGR(CO2 storage + EGR)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동 안전 문제(Flow assurance)
를 예측하는 surrogate model을 만드는 연구로, 운영조건 변경에 따른 Liquid surge에 의한 separator
workover 발생 여부를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였음. 차후 다른 유동 문제(ex: CO2 corrosion, solid
erosion 등)도 모델에 적용할 예정이다.

•연구주제: 탄산염암 저류층 필드 최적화
•연구내용: 실제 탄산염암 저류층 모델을 이용하여 총 29개의 유정이 가장 경제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는 생산/주입
조건을 구한다. 최적의 운영조건을 도출하기 위해 저류층의 특성, 생산 유체의 특성, 유정 위치 조건 등을 저
류층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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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 포스코 Mahar 필드 수평정 길이 최적화
•연구내용: 미얀마의 Mahar 필드는 약한 암석 강도로 인해 Sand 생산 문제 발생이 우려된다. Sand 생산이 과다할 경
우, 생산 시설의 침식을 유발하거나 생산량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 Sand 생산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
기 위해 유정과 저류층의 압력 차이, 유정 길이에 따른 생산성 변화, Sand로 인한 파이프의 침식 등의 조건
을 고려하여 수평정 길이를 최적화한다.

•연구주제: 포항 분지 안정적 이산화탄소 주입을 위한 염수 추출정 위치 최적화
•연구내용: CCS란,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을 뜻하며, 포항 분지에서는 이산화탄소 주입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저류층의
염수를 생산하는 유정을 설치할 계획이다. 최적의 염수 생산정 위치 선택을 위해 포항 영일만 분지에 이산
화탄소 지중저장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며, 이때 쾌속행진사법을 사용한 인공신경망 프록시 모델을 개발하
여 빠른 시간 안에 경제성이 가장 높은 위치 후보를 선정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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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자원개발
인력양성 사업 소개
광업은 가장 오래된 산업의 하나이나 다른 산업처럼 광업도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신해가고 있다. 4차 산업혁
명으로 대변되는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 세계의 접목이 광업에서도 이미 시작되었다. 2017년 세계경제포럼(WEF, 2017)에서
는 디지털 전환(transformation)이 광업에 1900억불 규모의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예견하였고 글로벌 광산기업인 Rio
Tinto는 호주에 위치한 5개의 광산에 무인트럭을 도입하여 유인트럭 대비 15%의 비용절감을 달성하여 디지털 전환의 효과를
증명한 바 있다. 광산의 전주기인 탐사-탐광-개갱-채광-복원의 전과정에서 AICBM (AI-IoT-Cloud-Big data-Mobile) 기술을 융
합하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다른 말로는 스마트마이닝 또는 디지털마이닝이라 부른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미래 자원기술을 선도하는 혁신 인재 및 자원산업 생태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융합형 실무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2020년에 ‘스마트 자원개발 융합인력양성사업’을 출범시켰다. 이 사업은 자원개발 기업의 수
요에 기반하여 전통적 자원개발기술에 AICBM의 기술을 섭렵한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배양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전통적 자원개발기술은 물리탐사, 석유가스공학, 지질공학, 환경지구화학, 암반공학, 자원처리공학, 에너지환경경제
학등을 가리킨다.
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는 AI연구원과 데이터사이언스 대학원을 비롯한 서울대학교의 우수한 AICBM분야 교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자원개발 분야를 선도하는 학과 교수진과 학생, 창의적인 교육/연구 프로그램이 하모니가 이루도록 계획하여 이 사업
의 첫 수혜자가 되었다. 여기에는 7개의 기업체와 1개의 연구원이 함께 참여하여 3개의 전공트랙과 10개의 R&D 프로젝트, 현
장교육 및 실습에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이 사업 프로그램은 3개의 융합교육 트랙(디지털 센싱 정보화 전문가 트랙, 빅
데이터 분석 AI전문가 트랙, 지능형 설계 전문가 트랙, 그림2 참조)과 R&D 프로젝트 및 기업연계활동을 포함하는 비교과활동으
로 구성되어 있다.
에너지자원공학과에서 이제 막 시작된 인력양성사업의 성공을 계기로 앞으로 자원산업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국
내 자원개발 산업이 세계자원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이 큰 에너지자원 신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를 확신한다.

스마트 자원개발 융합교육 및 비교과활동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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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BK21
차세대 에너지 통합형 인력양성사업단 소개
BK21사업은 미래 국가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우수대학원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
해 1999년부터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4단계 사업은 2020년 9월부터 2027년 8월까지 7년에
거쳐 진행된다.
에너지자원공학과의 대학원 학제인 에너지시스템공학부(에너지자원공학전공+원자핵공학전공)는 “차세대 에너
지 통합형 인력양성사업단”으로 미래인재양성사업단의 ‘에너지/자원/환경’ 분야에서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정평
가에서 최고점을 득점하며 선정되었다.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총 22인이 참여하며, 130여명의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과정 대학원생들이 참여한다. 신진 연구인력으로는 현재 BK 계약 교수 2명과 BK 연수연구원 1명이
참여하고 있다.
그 동안의 에너지 분야 인력양성사업이 특정기술분야 전문가 양성에 중점을 둬 왔으나, 현재 그리고 미래에 필요
한 에너지 분야 인재상은 다양한 에너지 분야를 아우르며 에너지전반에 대한 거시적인 안목을 갖춘 인재다. 따
라서 이번 교육연구단에서는 광물자원 및 석유가스 등 에너지자원과 원자력 분야를 융합하고, 재생에너지, 환경,
에너지 경제 및 정책을 종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교육분야에서는 “기술분야
전문성을 갖추고 에너지, 자원, 환경, 정책을 아우를 수 있는 거시적 안목을 갖춘 글로벌 리더 양성”을 교육 비전
으로 삼고, 교육 4대 목표를 수립하고 e-sign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연구분야에서는 “주축에너지의 지속가능성
을 담보하고, 미래에너지 기술비전을 제시하는 세계최고 통합에너지 연구집단”이 되겠다는 비전 달성을 위해 연
구 4대 목표를 수립하고 r-sign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번 교육연구단에서 추구하는 글로벌 리더 양성과 세계
최고수준의 연구는 국제화 플랫폼 상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따라서 대학본부에서 새롭게 기획하고 추진하는 국
제화 플랫폼 상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제화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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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고효율 차세대 에너지
· 에너지수급은 생존의 문제
(해외 의존도: 97%)
· 인류의 지속가능발전 달성
·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미래에너지시스템 개발 선도
· 미래에너지산업 방향:
탈탄소화, 분산화, 디지털화

4차 산업혁명 대응
· 전력수요 급증에 대한 대응
· AICBM기술을 에너지 산업에 적용

· 주축에너지 지속가능성 증대

미래에너지 5대 핵심요소

미래에너지믹스에 대한 대응

· 경제성, 환경성, 안보성, 안전성,

· 급변하는 에너지 정세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정책전문가 절실

사회적 수용성

E3S3

Economy
Environment
Energy Security
Safety
Social acceptance

· 에너지 분야 전문지식과 정책, 경제,
환경 분야 소양 필요

현재 에너지분야 키워드인 “친환경 고효율 차세대 에너지”, “미래에너지시스템 개발 선도”, “4차 산업혁명 대응”, “미래에너지
믹스에 대한 대응”을 고려하면서 미래 에너지 5대 핵심요소로 Economy/Environment/Energy Security/Safety/Social
acceptance (E3S3)를 선정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교육연구단이 나아갈 방향을 정했다. 4차산업혁명의 키워드인 AICBM (AI/
IOT/Cloud/Big data/Mobile) 교육과 연구를 강화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자 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관련 연구 및 교육을 확대 개편한다. CCUS는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2050탄소중립선언과 방향을 같이 한다. 또한
설계과목(capstone design)을 도입하고 인턴쉽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현장연계교육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분야에서
는 에너지자원전공과 원자핵공학전공 간의 융합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내외 전문가 초청 단기강좌 및 세미나를
활성화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국제 교류를 활성화하여 학부의 국제 인지도를 크게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번 4단계 BK21사업은 대학원 에너지시스템공학부의 교육과 연구의 수준을 크게 향상시켜 학부가 크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에너지공학 분야 학문과 산업을 세계적으로 선도할 글로벌 리더들이 대거 양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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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 Four 중점강화 교육프로그램
에너지 정책,
원자력안전
규제 교육

현장 밀착형
교육

AICBM
교육

에너지
정책 및 경제

CCUS
혁신기술
교육

에너지시스템
엔지니어링

고성능
전산해석
교육

다학제 교육:
에너지와 환경,
사회, 소통

환경과사회

첨단 에너지·
자원 응용
에너지
안전

미래에너지

에너지자원
개발

에너지시스템
공학부 교육과정
(2020년 현재)

에너지
친환경화

BK Four 통합교육체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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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교수진의

전공서적 발간 현황

민동주 교수

민동주 교수

박형동 교수

박형동 교수

박형동 교수

박형동 교수

박형동 교수

박형동 교수

최종근 교수

최종근 교수

최종근 교수

최종근 교수

최종근 교수

허은녕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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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Scholarship
에너지자원공학과에서는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의 학생 맞춤형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내장학금
신입생입학우수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선한인재장학금, 근로장학금, SNU희망장학금,
해외수학장학금, 단대맞춤형장학금 등

교외장학금
국가장학금 유형I,II, 국가장학금-이공계, 대통령과학장학생, 서울대발전기금, 공대발전기금,
관악회(특지장학회), 관정이종환교육재단, 농협재단, 롯데장학재단, 메가스터디,
보담장학회, 보성장학재단, 산학협동재단, 삼성기부장학금, 생활협동조합, 송암문화재단,
신라문화장학재단, 신양문화재단, 신한장학재단, 인촌기념회, 정부초청장학금, 현대차정몽구재단,
DB김준기문화재단, STX장학재단 등

동문장학금
동창회장학금, 구영배장학금, 서형석(고 서영길 동문)장학금, 전용원장학금, 이희근장학금,
윤우석장학금, 이근호장학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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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 진로 현황
에너지자원공학과를 졸업한 학부 및 대학원생은 국·내외
여러 분야로 진출하여 전문 인력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국내
공공기관/연구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극지연구소, 기술표준원, 녹색기술센터, 대한주택공사,
법무부,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 서울도시가스, 수도권매립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홀딩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가스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국방과학연구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력공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해외자원개발협회, 행정안전부 등
대학교
강원대학교, 경희대학교, 공주대학교, 광주과기원, 동아대학교, 부경대학교, 서울대학교, 세종대학교,
울산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조선대학교, 청주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양대학교, 홍익대학교 등
민간기업
BHI, GE, GS건설, GS에너지, IMM investment, KDB산업은행, LG CNS, LG상사, LG인터네셔널, LS-Nikko,
LS-Nikko, S-Oil, (주)SK, SK E&S, SK건설, SK에너지, SK이노베이션, 건화엔지니어링, 네이버, 대림산업,
대성에너지,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 삼성 SDS,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삼탄, 신흥건설, 에너자이,
어스이엔지, 전국경제인연합회, 지오제니, 지하정보기술, 코데코에너지(주), 코리안리재보험, 코오롱, 포스코,
포스코경영연구소, 포스코에너지, 포스코인터내셔널, (주)한화, 한화에너지, 한화케미칼, 한화솔루션(주)/큐셀,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효성중공업, 희송지오텍 등

국외
전문기업/연구소
Anadarko, Argonne National Lab., Baker Hughes, CGGVERITAS, Chevron, Fugro Consultants Inc., Exxon,
German Research Center for Geosciences(GFZ), JPL (NASA), Kanta Kairos, KODECO Energy, 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 Oxy, Petronas, Sandia National Lab., Saudi Aramco, Schlumberger, Total, Uniper, etc.
대학교
Colorado School of Mines, Louisiana State University, Oklahoma State University, Purdue University,
Texas A&M University,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The 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Canada), University of Houston, University of Modern Sciences(UAE), etc.
해외유학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Colorado School of Mines, Harvard University, Illinois State University,
Ji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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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as at San Antonio,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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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에너지자원
봉사활동
에너지자원공학과에서는 선한인재 양성을 위한 국·내외
에너지자원 봉사활동에 교수 및 학생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탄봉사활동

해비타트
사랑의 집 짓기

네팔 고아원 태양열
온수장치 설치

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 59

졸업생 인터뷰
산업통상자원부 박병기 서기관
저는 서울대학교 자원공학과(94학번)를 졸업하고 암반공학 전
공으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박사학위 취득 후
2006년 사무관 특채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입부하여 현재는 서기관
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발전, 수출증대, 통상교섭 및 경제협력 확대
와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 동력과 새
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실물경제의 주무부처입니다. 특히 에너
지·자원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의 중장기 에너지 수급대책 수립, 안
정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자원 공급기반 구축, 효율적인 에너지
수요관리대책 추진,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의
정책을 입안·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광물자원팀, 자원개발전략과, 신재생에너지과, 에너지기술과 등 에너지·자
원 분야에서 주로 근무하였습니다. 광물자원팀에서는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호주 등 해외 에너지·광물자
원부국과의 에너지·자원 협력채널 구축 및 운영을 주로 담당하였고, 자원개발전략과에서는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과 자원공기업의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 관련 업무를, 신재생에너지과에서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산을 위한 다양한 시책마련과 제도개선을, 에너지기술과에서는 중장기 에너지기술
개발 로드맵 수립과 국가 CCUS 추진계획 수립 등을 담당하였습니다. 정부부처 공무원이 담당업무분야 육
성 정책이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분야 산학연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 또한 에너지·자원분야를 담당하면서 대학교와 대학원 과정에서 공부하고 배운 지식과 경
험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학과 교수님들을 포함하여 산학연 각계에 진출하신 여러 선후배님들의 도움
과 조언을 많이 받았습니다.
요즘은 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때 공채시험만이 아니라 민간경력직 채용도 확대되는 추세이고, 주요 간부직
위에도 해당분야 민간전문가들을 채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니 졸업 후 진로로 공무원에 관심이 있으신 분
들은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0 • Department of Energy Resources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Purdue University 정진하 조교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1996년에 처음으로 학부 제도가 도입되었고, 저는 당시 도시, 자원, 토목 공학부
96학번으로 입학하였습니다. 학부 이름이 1997년에 지구 환경 시스템 공학부로 바뀌었고, 군복무 후 복학해
서 들었던 GIS/원격탐사 관련 박형동 교수님 수업에 매료되어, 학부를 마치고 에너지 GIS 연구실에서 2005
년 석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석사 졸업 후 부푼 꿈을 안고 미국 퍼듀 대학교 토목공학 박사 과정 유학을 나오
게 되었고, 여러 힘든 과정을 거쳐서 2011년에 박사 학위를 수여 받았습니다. 이후에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와 퍼듀 대학교에서 3년간 박사 후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년에 Texas A&M University –
Corpus Christi에 조교수로 임용되어 처음으로 독립된 연구실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Texas A&M University
에 근무하는 동안 무인 항공기 관련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고, 제가 지금까지 해온 연구 전문 분야를 인정받아
Texas A&M AgriLife Research Center 와 손잡고 농업관련 무인항공기 기반 원격탐사 기술 활용 연구를 주
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기회가 제 연구 커리어의 전환점이 되어, 제가 텍사스에 있었던 5년 동
안 농업 관련된 원격 탐사 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그 노력을 인정 받아서 2018년
에는 Dean’s Outstanding Achievement Award for Interdisciplinary Research Team Excellence을 수
상하게 되었고, 2019년에는 제가 15년전 박사 학위를 위해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줬던
퍼듀 대학교 토목 공학과에 조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지금은 현재 Geospatial Data Science Lab (https://gdslab.org)을 이끌고 있으며, 원격 탐사와 GIS 기술을
다양한 분야로 활용하는 연구를 3명의 박사과정 학생과 1명의 박사 후 연구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퍼
듀 대학교는 시카고 남동쪽으로 약 160 Km 지점에 위치한 인디애나 주 웨스트 라피엣 시에 위치한 주립 대학
교입니다. 인디애나 주에서 가장 큰 대학교로 알려져 있으며, 13개의 단과 대학 및 대학원에 약 4만 5천여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퍼듀 대학교는 특히 총 130 여개의 국가에서 9,000여명 이상의 유학생이 재학하
고 있어서,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학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퍼듀 대학교는 최초로 달
에 발을 내딛은 닐 암스트롱을 포함한 25명의 우주인들을 배출하였으며, 총 13명의 노벨 수상자들이 학생이
나 교직원으로 거쳐간 학교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퍼듀 대학교는 거의 매년 미국 5대 공립 대학으로 선정되
고, 특히 토목공학과는 2021년 현재 US News 기준으로 미국에서 3등으로 기록될 만큼 중부의 명문 주립대
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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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 인터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정욱 박사

저는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에 98학번으로 입학하여, 에너지자원공학과의 암반공학연구실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졸업 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입사하여 현재 선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 국토 보전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자원 개발을 목표로 국토
지질, 광물자원, 석유해저, 지질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지구과학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질환경연구본부 심지층연구센터에서 심부 암반과 지하공간의 열-수리-역학적 복합거동 수치모델링
과 안정성 평가에 관한 업무를 주로 수행하여 왔습니다. 현재, 불연속면을 고려한 암반거동 수치모델링기법
개발 사업과 국내 CO2 지층처분을 위한 부지 타당성 평가 사업에 참여하여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암반은 제한된 접근성과 재료 자체의 불균질성으로 인해 그 거동을 평가하거나 예측하기 매우 어렵지만, 반
대로 미개척 분야로의 도전 가능성이 열려있는 연구 대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심부 암반과 지하공
간을 활용한 에너지 관련기술, CO2 지중저장,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등과 같은 기술 수요가 증대하면서 에
너지자원공학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에너지자원공학과 전공자들이 산학
연 각자의 위치에서 소임을 다하고 진취적인 자세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간다면, 향후 우리에게 더 많은
도전의 기회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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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원 김지효 박사
저는 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를 졸업하였으며, 동 대학원에
서 지구환경경제전공으로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
다. 박사학위 취득 후, 2014년 8월부터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부
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에너지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정
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자원고
갈, 기후변화와 같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연
구합니다. 저희가 제시하는 대안은 정부정책의 개발과 평가에 중요
하게 활용됩니다.
저는 이곳에서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기후변
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필요한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
이기 위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첫 번째 조치가 에너지를 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은
단순히 사용하지 않는 전등을 끄는 방식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쾌적한 삶의 방식을 유지하면서
도 에너지를 덜 사용하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정책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학부과
정에서 배운 공학 전공지식과 대학원과정에서 배운 경제·정책 전공지식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에너지사용
량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한 정책을 연구합니다.
우리 연구원에는 석유·가스 산업, 전력·원자력 산업, 신재생에너지 개발, 기후변화 및 에너지수요 관리, 에
너지 분야 국제협력 등의 이슈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백여 명의 연구 인력들이 모여 있습니다. 저는 이들 동
료 연구자들과 함께 자유로우면서도 열정적으로 연구주제에 대해 토론하면서,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
책대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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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 인터뷰
Saudi Aramco 김영서 박사
저는 Saudi Aramco Expec ARC(Advanced Research Center)라는 업스트림(Upstream) 연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Expec ARC는 크게 6개의 팀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중 저는 Geophysics 팀에 속해 있
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주로 지하 영상의 해상도와 신뢰도를 높히기 위한 새로운 inhouse 소프트웨어 개발
및 탐사 자료 획득 장비에 관한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consortium에서 이
루어지고 있는 연구와 외부에서 보낸 연구 제안서(Proposal)에 대한 feedback 및 평가를 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HPC Cluster의 성능 테스트 및 현재 회사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안정적인 구동을 위해서 향후 새롭게 추가될 Cluster 안의 하드웨어 조합 방식 및 Spec에 대
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Saudi Aramco에서의 생활은 흔히들 생각하는 사우디에서의 삶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우디 아람코에
취직을 하게 되면 아람코안에서 집을 받아서 살게 됩니다. 여기는 외국인을 위한 Compound이기 때문에 생
활이 매우 자유롭습니다. 회사안에 병원(존스홉킨스 아람코 케어) 및 학교(American School) 이외에 다양
한 시설들이 있어서 생활하는 데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또한 소규모 동호회들도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의 취미를 살리고 즐기는 데 이보다 더 좋은 곳은 없습니다. 저는 테니스와 골프를 취미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일 저녁 시간에는 주로 동호회 사람들과 테니스를 하고, 주말에는 골프를 하고 있습니다.
아람코 내에 18홀 정규홀이 있고 가격이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곳은 꿈의 직
장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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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학교 이경북 조교수

저는 석유가스공학연구실에서 석·박사통합과정을 마치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6년간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2020년 9월부터 공주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에서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마트
에너지연구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하자원 특성화기술과 인공지능기술을 융합하여 지하공간에 내재된 불
확실성을 정량화하고 환경을 고려한 지하자원 탐사 및 개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하자원이
라 하면 전통적인 석유자원과 저탄소 천연가스자원 뿐만 아니라 지하공간 자체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이
산화탄소 지중저장과 같은 지하공간 이용분야도 에너지자원공학과 졸업생들이 반드시 담당해야할 분야입
니다.
에너지자원공학과에서 다루는 지구통계학, 시추공학 및 수치해석 분야는 석유가스공학 뿐만 아니라, 눈으
로 볼 수 없는 지하공간자체를 규명하고 미래현상을 예측하는 데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학문분야입니다. 저
는 공학박사지만 자연대에 임용된 것도 지하수자원 관리,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지열에너지 등 지구과학분
야에 에너지자원공학과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로 석유가스공학은 곧 필요 없는 학문이 될 것이라 오해하기 쉽습니다. 석
유자원은 연료 뿐만 아니라 인류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필품과 의약품 등의 원료로써도 대체불가능한 자
원입니다. 수소에너지의 경우, 천연가스 개질을 통해 수소를 추출하는 그레이수소 방식 또는 이산화탄소 지
중저장과 연계한 블루수소 방식이 현실적인 수소 확보방안이므로 수소경제 성공을 위해선 역설적으로 천연
가스가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흔히 말하는 SKY 대학 및 카이스트, 포항공대 중 에너지자원공학과는 서울대학교가 유일하여,
졸업 후 진로와 관련해서 공무원, 공기업, 연구원, 교수, 대기업 등 다양한 기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전공지식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하므로 기대감을 가지고 학업을 수행한다면, 지속가능
한 사회발전을 위한 에너지자원 확보에 이바지하는 보람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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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 인터뷰
Schlumberger 이혜선 석사
< 글로벌 인재가 되는 길, 에너지자원공학이 답입니다.>
저는 에너지자원공학과 05학번 이혜선입니다.
석유공학연구실에서 석사를 마치고 2012년 Schlumberger의 SIS(Software Integrated Solution) 한국
지사에 입사하였습니다. Schlumberger는 1912년에 프랑스에서 설립된 물리검층회사로 현재는 전세계적
으로 석유산업 분야에 통합 기술서비스를 제공,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글로벌 석유개발기업입니다. 160개
국적을 가진 12만 명의 임직원이 60개국 이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서 저류공학자로서, 저류층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지원, 교육 및 컨설
팅 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류층 시뮬레이션을 통해 석유생산량을 최대화할 수 있는 운영조건을 도출
하고, 생산운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류층의 거동을 확률적으로 예측하여 생산·개발계획을 수립하
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Schlumberger는 엔지니어 사관학교로 불릴 만큼 신입 엔지니어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역
시 그 혜택을 받아 3년간 매해 자원개발 허브인 미국 휴스턴, 프랑스 파리 등에서 교육을 받아 엔지니어로서
의 자질을 키웠습니다. 자원개발의 특성상 해외출장 및 교육기회가 많고, 해외기업으로의 이직 기회도 많습
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동문 선후배들이 저류공학자, 생산공학자, 시추공학자로 Schlumberger의 미국, 말
레이시아, 태국 등 전 세계 지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일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
기도 하고, 혼자 타지에서 지내는 것이 외롭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 또한 자원개발인력이 느낄 수 있는 보람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국내외 자원개발에서 여러
분의 꿈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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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연구원 이재원 박사

저는 암반공학연구실에서 석·박사통합과정을 마치고 2014년 8월부터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처
분연구부에서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1959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원자력
종합 연구개발 기관으로, 원자력의 연구개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여 원자력 기술 자립과 원자력 기술 선진화
를 앞장서 이끌어 왔습니다. 특히 방사성폐기물처분연구부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고준위방사성폐기
물을 땅속 깊은 곳에 영구히 격리시키는 심층처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고준
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지하처분연구시설(KURT; KAERI Underground Research
Tunnel)을 이용하여 한국의 지질 조건에 맞는 처분기술 개발 및 성능 검증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이곳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청처분시스템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종합안전성평가 방안 중
프로세스 기반 성능평가 모델 개발 및 검증, 불확도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심층처분시스템의 안전
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폐기물로부터 발생한 방사성 핵종이 생태계 내 인간 생활권까지 유출되더라도 그 방
사선적 영향이 규제기관에서 권고하는 안전목표치를 만족함을 정량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
해 처분시스템의 각 구성 요소에서 발생하는 열-수리-역학-화학적 복합 물리현상들의 단·장기 변화들을 고
려한 안전성평가 모델 개발 및 검증을 수행하고 있으며, 개발된 모델의 신뢰수준을 제시하기 위해 입력자료,
개념모델, 시나리오의 불확도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의 국민 수용성 향상을 위해서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술개발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제가 수행하고 있는 안전성평가 기술뿐 만이 아니라 사용후핵연료 특
징/이력 평가 기술, 시스템 설계기술, 부지적합성 평가 기술, 인허가를 위한 실증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
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지적합성 평가 기술이나 처분시스템 실증기술의 경우 지하 심부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암반공학 및 지구통계학, 석유가스공학 등 심부 지하 공간 및 매질에 대한 학문
을 배우고 익힌 에너지자원공학과 졸업생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
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학업에 매진하길 바라며, 추후 처분 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많은 후배 분들을
만나 뵙길 기대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 67

졸업생 인터뷰
한화솔루션(주)/큐셀 윤다은 주임연구원
저는 에너지자원공학과 10번 윤다은입니다. 2015년도에 에너지GIS연구실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현재
한화솔루션㈜/큐셀 Perovskite팀의 주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처음에는 GIS 분야에 관심을 가져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석사과정 동안 GIS를 활용한 연구를 진
행하면서 태양광 분야를 접목시켜, 태양광 시스템 설치를 위한 최적 부지 선정이나 태양광 시스템의 핵심 에
너지원인 일사량 분포와 관련된 공부를 했습니다. 석사 졸업 당시에는 태양광에 좀 더 집중하여, 일사량이나
대기온도와 같은 외부환경이 태양광 모듈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발전량 실증 분석에 관한 연구를 했습
니다. 해당 연구 주제를 살려 현재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재직 중인 한화솔루션㈜/큐셀은 태양광 셀 생산부터 모듈 생산, 시스템 설계, 시공까지 태양광 토탈 솔
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2015년 다결정 실리콘 태양광 모듈 효율로 세계 1위를 달성하였고, 국제 표
준 품질 기준의 2~3배 가혹한 품질 시험을 통해 제품 품질을 높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태양광 전문
검증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연속 TOP Performer로 선정되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제품에 대한 성
능,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R&D센터 및 제조공장이 한국, 미국, 유럽, 아시아 곳곳에 위치하여 세계적으
로 치열한 태양광 시장에서도 굳건히 자리 잡고 있는 회사입니다.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는 모듈개발팀으로 입사하여, 현재 양산 중인 다양한 제품에 대한 기술 분석, 장기
적 신뢰성 분석 등의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최근에는 Perovskite팀에 합류하였습니다. 이론적 한계 효율에
다다른 기존의 실리콘 태양전지를 넘어서는 차세대 태양전지 중 하나로, 페로브스카이트라는 소재를 활용
한 새로운 태양전지 연구개발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이 곳에서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태양전지의 장기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고 분석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연구하는 훌륭한 연구원들과 함께 에너지 국가경쟁력을 높인다는 마음으로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 노력하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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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취미 활동

밴드 동아리 <오일쇼크>

축구 동아리 <ESC>

(문의: 조현주 chohj000726@snu.ac.kr)
오일쇼크는 악기 한번 만져본 적 없는 사람부터 실력파
까지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밴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공연이 하고 싶은, 악기를 연주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문의: 최장현 cbrian0812@snu.ac.kr)
ESC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실력과 상관없이 모두 즐길
수 있는 에너지자원공학과 축구동아리 입니다. 선후배들과 신나
게 운동하면서 친해지고 싶은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농구 소모임 <농구 있네>

탁구동아리

(문의: 박수환 ppaksoo@snu.ac.kr)
농구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실력 불문, 누구든 환영입
니다. 함께 즐겁게 농구 하실 분은 언제든 모임장에게
연락주세요.

135동 Geothermal Energy Sports Cafe에 위치한 탁구장에
서 매주 탁구 연습 및 친목도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 동아리 <방과 후 그린 사업(방그사)>

기독 동아리 <에기모>

(문의: 이치호 lch275@snu.ac.kr)
방과 후 그린 사업(방그사)은 에너지, 환경, 기후변화, 그
린 캠퍼스 등과 관련된 여러 교내·외 활동들을 진행하는
동아리입니다. 에너지와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고 관련
된 활동들을 해보고 싶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문의: 서은진 sejme51@snu.ac.kr)
에너지자원공학과 소속 구성원이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성경말
씀을 묵상하고 삶을 나누는 모임입니다. 기독인과 비기독인 상관
없이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거나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은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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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선발 안내
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대학원은
매년 우수한 인재들을 모집합니다.
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대학원에는 최근 10년간 국내 및 해외 20여 개 대학교를 졸업
한 우수한 인재들이 입학하였으며, 입학생의 학부 전공도 다양하여 에너지공학이나 자원공학
은 물론 도시공학, 지질, 토목, 화공, 환경 등 에너지자원 관련 학과, 나아가 자연대, 농대, 사회
대 및 사범대 출신 학생들이 모두 모여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원자격: 국내외 정규대학 졸업(예정) •지원시기: 연 2회(4월, 10월)
•전형: 서류심사 및 면접 •영어: New TEPS 327점 이상 또는 TOEFL(iBT) 86점 이상
문의사항은 학과 사무실(전화: 02-880-7219)이나 관심 있는 연구실과 교수에게 하시면 됩니다.

대학원 연구실
인턴십 신청 안내
대학원 연구실 인턴십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관심 있는 연구실과 교수에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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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별 지도교수 안내
•1학년: 민동주,

박형동

•2학년: 전석원,

허은녕

•3학년: 민기복,

송재준, 최종근

•4학년: 정은혜,

정훈영

학과 위치 및 연락처
에너지자원공학과는
공과대학 38동 글로벌공학교육센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에너지자원공학과 38동 311호

김정선
kjs@snu.ac.kr
학과총괄, 학부 신·편입학, 장학
권세영
kwonseyoung@snu.ac.kr
수업 및 학부 졸업, 다전공
김보라
홈페이지 https://ere.snu.ac.kr

kanney@snu.ac.kr

전화 02-880-7219, 8782

대학원 입학 및 졸업, 시설

팩스 02-871-8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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