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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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draulic Fracturing
Technology Conference(SPE) 등

지도교수 민기복

•현장견학 및 공동연구
국내 포항 지열발전소 현장, 한국지질자원연구원 LNG 지하저장연구시설, 한국원자력연구원 지하연구실, 정선 압축공기
지하저장연구시설(CAES),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등
국외 미국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LBNL), 독일연방지질과학연구원(GFZ), 노르웨이 STATOIL, 미국 캘리포니아 가
이저 지열발전소, 스위스 그림셀(Grimsel) 지하연구시설, 일본 호로노베(Horonobe) 지하연구시설, 프랑스 슐츠
(Soultz) 및 독일 그로스 쉐네벡(Groß Schönebeck) EGS 실증현장, 독일 Ketzin 이산화탄소 주입현장, 스웨덴 키
루나 광산, 호주 Cooper Basin 지열시추현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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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프로젝트
•실증기반 심부지열저류층 수리자극 최적화 기술개발(유럽연합 Horizon2020국제공동연구)
•지열 생산성 증대기술을 이용한 인도네시아 지열발전 사업화 모델 개발
•MW급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 개발(국내 최초 지열발전 실증 연구)
•방사성폐기물 지층 처분에 따른 암반수리역학 진화과정 모델링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에서의 열 응력에 의한 암반균열 팽창 및 암반투수율 증가 현상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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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1994, 서울대학교 자원공학과
석사 1999, 서울대학교 자원공학과
박사 2004, Royal Institute of Technology(KTH) 지질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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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의 과 목

지열에너지, 공학수학 1, 다공성매질의 탄성체역학,
에너지환경 지오메카닉스 특론, 전산암반공학 등

학 회 활 동

-	International Journal of Rock Mechanics and Mining Sciences
부편집장
-	Geosystem Engineering 편집위원
-	한국자원공학회지,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지 편집위원
-	International Society for Rock Mechanics, Society for Mining,
Metallurgy, and Exploration, Australasian Institute of Mining &
Metallurgy, American Rock Mechanics Association, American
Geophysical Union, International Geothermal Association,
ISRM Commission on Petroleum Geomechanics 회원
-	한국암반공학회 총무이사, 한국자원공학회 기획이사,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회원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 자원개발전문위원회 위원

•스웨덴 포쉬마크 지역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지하처분장 타당성 검토(스웨덴 방사선 안전원 지원 국제공동연구)
•균열암반의 2차원 및 3차원 파괴/열/수리 거동해석 및 예측(호주 CSIRO 지원 국제공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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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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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분야
에너지환경 지오메카닉스, 암반의 열-수리-역학-화학적 상호연동 작용,
방사성 폐기물의 지하처분, 인공저류층 지열시스템,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지오메카닉스,
셰일가스 생산을 위한 수압파쇄, 입상물질과 균열암반을 위한 개별요소법 등

수리전단거동 예측 및 실증현장사례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