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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연구 소개
●

연구주제 블록 안정성 해석 연구

●

연구내용 암석 절리의 크기분포 추정 및 기하학적 모델링

		

절리면 전단 거동 분석 및 예측

		

터널 주변 암석 블록의 안정성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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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한국암반공학회 표창 수상
2013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우수업적교수상 수상

●

강의과목

●

연구주제 CO₂ 지중저장 기술 및 저류층 특성 연구

●

연구내용 실내실험을 통한 저류층 사암의 투수특성 분석 및 최적 주입압력 조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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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분야
절리면 전단거동 및 기하학적 분석(거칠기 모델링, 통계적 추정기법 및 전단
거동모델개발)
블록거동해석(3D DDA 및 접촉 알고리즘 개발)
불연속면 조사기법 개발(입체사진측량기법 및 딥러닝기법 응용)

주요 프로젝트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광산 공동 탄소광물화

과제명

터널 및 광주 안정성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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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