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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38동 314호
•전 화 02-880-8323
•이메일 heoe@snu.ac.kr
•학 력 학사 1987, 서울대학교 자원공학과
석사 1989, 서울대학교 자원공학과 자원경제학석사
박사 1996,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자원경제학과 자원경제학박사
•주요 수상 201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2015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2014 한국자원공학회 학술상

            

2014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공로상

            

2005 한국자원경제학회 최우수논문상

            

2002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우수강의교수상

•강의과목 학부: 에너지환경기술경영, 국제에너지시장분석, 에너지경제학, 녹색에너지
대학원: 고급에너지경제학연구, 산업경제계량분석, 에너지정책세미나,
               자원환경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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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 - 현재 4차산업혁명위원회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 위원
2017.01 - 2019.01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Energy Economics
(세계에너지경제학회) 부회장
2016.01 - 현재   The Energy Journal editor
2015.10 - 현재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부회장
2013.10 - 2017.12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2011.10 - 2019.08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위원
2013.05 - 2015.08   국민경제자문회의(NEAC) 위원
2004.02 - 2008.05   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
에너지산업전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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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소개
Energy, Environmental and Engineering Economics Center

연구분야
1 에너지자원경제학 분야
에너지자원경제학 분야는 국제에너지자원시장, 국내에너지산업의 변화 및 기후변화협약 등 에너지, 환경 및 자원문제에 대하
여 자원경제학적 학술방법론을 활용하여 연구하고, 동시에 정부 정책의 효과를 연구하는 분야
지역에너지 표준화모델 개발, 에너지트릴레마 국내지수개발, 신재생에너지원별 효율성분석,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성과분
석, 원자력 진출 제약조건 및 진출조건 분석 연구 및 글로벌에너지정책 전문가양성사업 등

2 환경경제경영학 분야
 경경제경영학 분야는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환경문제에서 나타나는 경제적, 환경적 문제의 해결책을 계량적
환
인 방법론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는 분야
 후변화의 공정한 국제적 해결방안,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센티브지원 비용효과 분석, 생분해성 합성수지 사용효과 평가,
기
온실가스 감축수단기술의 보급장애요소 분석 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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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의 역사
1 자원경제연구실 (1987~1995)
1987년 김태유 교수 (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부임으로 국내 최초로
자원경제학 분야 연구실 설립.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교수 4명 배출.
국내 에너지산업의 구조개혁 및 에너지원의 경제성분석에 관한 연구
를 바탕으로 초창기 국내 자원경제학 분야의 기초를 닦음. 김태유 교
수는 이후 공과대학에 기술경영경제정책 협동과정을 설립하였으며,
2003년 청와대 대통령실 정보과학기술 수석보좌관을 역임.

2 지구환경경제연구실 (1996~현재)
1996년 부임한 허은녕 교수는 연구영역을 국제시장분석, 기술가치
평가, 환경경영 등으로 확대함. 21C프론티어 이산화탄소저감처리기
술 정책연구단, 신재생에너지 원천기술연구센터, 에너지클라우드 연
구사업단, 가스하이드레이트 정책연구단 등 대형 연구사업 및 중국중
견공무원교육사업, 국제에너지정책과정 등 외국인공무원 교육사업
을 수행하여 에너지자원 국제협력 분야의 기반을 갖춤. 지금까지 교
수 3명을 배출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 대학원논문경진대회 5회 최
우수상 수상을, 세계에너지경제학회 논문경진대회에서 한국인 최초
로 최우수상을 수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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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문제를 탐구하는 연구실
Energy, Environmental and Engineering Economics Center

•국제적 연구에 직접 참여하고 협력하는 기회 제공
 도네시아, 미얀마, 카자흐스탄, 몽골, 나이지리아 등 전 세계 30여개국 100여명의 개발도상국 중앙부처 			
인
공무원과의 협력연구

•학술대회 참석을 통한 연구성과 발표 및 최신 연구 선도
 제에너지경제학회(IAEE), 미국에너지경제학회(USAEE), 아시아태평양재생에너지포럼(AFORE),
국
한국자원경제학회, 한국자원공학회 등

•학문간 교류를 통한 창의융합형 인재상 육성 및 연구영역 확대
 ennsylvania State University, Colorado School of Mines, Rice University, Vienna University of Technology,
P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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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제한이 없는 연구실
Energy, Environmental and Engineering Economics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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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학 교 수: 서울대학교 (4명), 경희대학교, 한양대학교 등
•민 간 기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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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지구환경경제연구실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38동 327호 (우편번호: 08826)
전화 02-880-8893•팩스 02-882-2109•대표메일 enecon@plaza.snu.ac.kr•홈페이지 http://enecon.sn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