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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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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우수강의상 수상
2012년 신양공학학술상 수상
2017 한국지구물리·물리탐사학회 공로상 수상
•강의과목  학부: 지구물리공학, 지하영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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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탐사 연구실 Geophysical Prospecting Laboratory

주 연구 분야
물리탐사자료 처리 기술 개발
구조보정 등 자료처리 기술 개발 및 상용프로그램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Figure 1. 3D high resolution seismic cube

지하 영상화 알고리즘 개발
지하 매질 특성에 따른 다양한 역산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지하 구조의 물성 모델 구현

Figure 2. SEG Overthrust model & Seismic FWI (Full Waveform Inversion) result

Figure 3. Simple resistivity model & EM inversion result

주요 프로젝트
과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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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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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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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소개

•연수연구원
김신웅(에너지자원 신기술 연구소 소속)

•박사과정
이향월(LI XIANGYUE), 문석준, 신영재, 허준영, 황종하

•석사과정
이다솜, 정희철, 김동건, 엄장환

연구실 국·내외 활동
관련 학회

국내: 한국자원공학회, 한국지구물리·물리탐사학회,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등
국외: EAGE, SEG, ASEG, AGU 등
컨퍼런스 개최 국외: SIGN conference 개최

연구실 보유 장비

•대형전산처리 장치
•물리탐사 장비(탄성파 탐사, 전기비지항 탐사, GPR 탐사)

연구실 생활

졸업생 현황
정우돈(Saudi Aramco 근무), 오주원(전북대학교 조교수), 김원기(국방과학연구소 근무),
최승우(대우인터네셔널 근무), 강민지(대성에너지 근무), 이규화(한국전력 근무), 문혜진(한국해양연구소 근무),
곽나은(경북대학교 의학대학원 진학), 정강원(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진학)

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물리탐사연구실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38동 319호 (우편번호: 08826)
전화 02-880-7220•팩스 02-871-8938•홈페이지 http://geophy.sn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