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공학

주관캠퍼스 소개

Resources Recycling

동반자였습니다. 지질자원을 통하여 인류는 문명을 이룩하였고, 그것의 효용가치를 향상시키면서

지질자원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지질자원은 태초부터 인류와 가장 밀접히 함께 한 대상이자
인류문화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1918년 설립된 이래 1세기 동안 국내외 자원탐사
및 에너지 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온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과학기술핵심역량의 지속적인 창출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가적 과제들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외 지질조사와 가스하이드레이트 등의 자원탐사, 지하수 순환연구, 지하공간 이용연구 등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진과 산사태 등의 지질재해연구,
CO2 지중저장 및 광물고정화, 폐기물 처분 등 기후변화 재해에 대응한 원천기술 개발에 진력하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www.kigam.re.kr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4
한국지질자원 연구원
Tel : 042-868-3114

있습니다. 미래 핵심 성장 동력의 화두는 바로 지질자원입니다. 우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임직원 모두가
막중한 국가적 사명감을 가지고 창조적 사고와 세계적 실용 지식을 겸비한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브랜드가
되어 21세기 자원전쟁의 시대에 지질자원분야 과학기술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ax : 042-868-3411

전공 개요
산업발달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대량소비 추세는 폐기물 발생의 급증뿐만 아니라
자원고갈이라는 지구적 차원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는 지구환경보전과 산업에서 필수적인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재활용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특히 국토가 협소하고
부존자원이 미미한 우리나라로서는 국가적 차원의 폐자원 활용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양성이 요구되고
있다. 본 전공의 목표는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폐자원의 지속적인 재활용과 순환을 촉진하는 것이다.
주요 교과목은 자원순환공학개론, 분리선별공학, 금속회수공학, 응용광물학, 자원순환 열역학 등의
기초전공과목과 습식회수공학, 고온용융추출공학, 자원순환 생태학, 계면/표면공학 등 심화전공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실용적 접근방법에 대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수행중인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다양한 자원순환공학 기술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현장연구과목을 개설되어 있다.
졸업생들은 폐배터리, 폐촉매, 제련슬래그, 석탄재 등 자원산업은 물론 4차 산업혁명 분야 신산업에서
배출될 자원기반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담당할 전문가로 산업, 정부,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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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US INTRODUCTION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are the Hope of Mankind!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have been the most important element and essential asset to human developments
since the beginning of the world. With the utilizations of mineral resources, human beings
have been able to establish civilizations and prosperous cultures by enhancing the effective
value of mineral resources throughout history. The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KIGAM) was established in 1918, and lpayed a central role in comprehensive
mineral exploration and energy development as a government supported research institute.
For the last century, KIGAM has striven to build core technology, that can mobilize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endless productivity. KIGAM accomplishes national projects to enhance
the quality of people's daily lives by improving safety levels, providing education on natural
disasters, and developing new materials and energy sources. KIGAM covers various fields
of geological research in nationwide and overseas such as gas hydrates, mineral exploration,
groundwater flow research, usage of underground space, and efficient utilization of national
territory. Moreover, KIGAM endeavors to develop important new technologies for geological
disasters such as earthquakes and landslides, as well as global climate mitigation strategies
such as CO2 geological storage, mineral carbonations, and waste disposal.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are the core to industrial growth in the future. Every staff member at
KIGAM will carry on the grand tradition of creativity and devotone to the development of
practical and utilizable knowledge so that KIGAM becomes the leading brand in science and
technology in Korea. KIGAM will do its best to be the number one research institute in the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development field in this time of energy crisis.

INTRODUCTION OF MAJOR
The mass consumption of resources has been accelerated by industrial development and
improvements in the standard of living. It raises serious global problems such as the fast
depletion of resources and the rapid increase in waste generation. These problems can be
solved by using resources recycling technologies to conserve the global environment and
to secure a stable supply of resources necessary for industries. The development of recycling
technologies and the training of professional manpower in recycling and waste management
are of great importance on the ground due to the limited land space and dwindling mineral
resources in South Korea. The aim of the Resources Recycling is to create the foundations
for developing and improving resources recycling technologies. The curriculum is committed
to research into learning in a variety of contexts including Introduction of Resources Recycling,
Metal Recovery Engineering, Process Mineralogy, Thermodynamics in Resources Recycling,
Advanced Hydrometallurgy, Separation and Sorting Technology. In order to foster a practical
access to the subject matter, an on-site research lab course is offered to allow students
to participate in an on-going project and acquire knowledge on various recycling technologies.
The graduates work in industry, government agencies, research organizations and universities
as recycling experts to provide sustainable solutions for managing wastes such as batteries,
catalysts, slags, coal ashes as well as new materials which are expected to be generated
from industries created by Industry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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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비전 및 목표
장기비전

미래 폐자원을 포함한
순환자원의 지속적인
재활용과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자원순환 기술의 혁신적
변화

중장기 발전목표
학사부문

개방형 혁신을 지향하는 자원순환기술 전문가 양성

연구부문

센서, 로봇, 기계학습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자원순환기술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자원순환기술
자원의 안전한 활용과 지속성

추진전략 및 추진 과제
학사부문

학습 과정의 혁신과 우수성 촉진
타 분야와의 협업을 통한 첨단 자원순환기술 학습

연구부문

친환경, 저비용, 지속가능한 자원순환기술 개발
센서, 로봇 등 첨단기술을 접목시킨 자원순환기술의 개발

졸업 후 진로
졸업생들은 폐배터리, 폐촉매, 제련슬래그, 석탄재 등 자원산업은 물론 4차 산업혁명 분야 신산업에서
배출될 자원기반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담당할 전문가로 산업, 정부,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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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AND GOALS
LONG TERM VISION

Innovations in recycling
technologies to provide
sustainable solutions for
managing wastes and to
stimulate circular
economy

DEVELOPMENT GOALS
Education
sector

Nurturing recycling experts engaged in open innovation

Research

Development of high tech recycling by using the cutting-edge

sector

technologies such as robots, sensors and machine learning
Recycling technologies for stimulating circular economy
Sustainability and security in resource use

STRATEGIES AND TASKS
Education

Catalyze innovation and excellence in learning

sector

Acquisition of the cutting-edge recycling technologies developed
by collaborating with other fields

Research

Development of eco-friendly, low-cost and sustainable recycling

sector

technologies
Development of recycling technologies by integrating the existing
technologies with the cutting-edge technologies such as sensors
and robots

AFTER GRADUATION
he graduates work in industry, government agencies, research organizations and universities
as recycling experts to provide sustainable solutions for managing wastes such as batteries,
catalysts, slags, coal ashes as well as new materials which are expected to be generated
from industries created by Industry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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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과정
Curriculum

지원 권장학부
∙ 금속공학
∙ 지구과학
∙ 화학
∙ 화학공학

••

편성 목록
구 분(Category)

교과목명(Course)

전공

필수

자원순환공학개론 | Introduction of Resources Recycling

(Major)

선택

금속회수공학 | Metal Recovery Engineering

∙ 환경공학

분리선별공학 | Separation and Sorting Technology

∙ 환경학

응용광물학 | Process Mineralogy
자원순환열역학 | Thermodynamics in Resources Recycling
계면/표면공학 | Interface/Surface Engineering

학부 선수 권장과목

습식회수공학 | Advanced Hydrometallurgy

∙ (공업)분석화학

고온용융추출공학 | High Temperature Metal Extraction Process

∙ (자원)지질학
∙ 공업수학

실험계획 및 데이터 분석

∙ 광물학

| Design of Experiments and Data Analysis

∙ 광상학

자원순환 생태학 | Industrial Ecology

∙ 금속공학

자원순환공학특론 | Advanced Resources Recycling

∙ 열역학

세미나

자원순환 세미나 1 | Seminar 1 - Resources Recycling

∙ 일반화학

(Seminar)

자원순환 세미나 2 | Seminar 2 - Resources Recycling

∙ 지구화학
∙ 화학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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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과목의 대체과목 지정현황
폐지교과목명(Previous Course)
순환자원 특성분석 | Characterization of Waste Materials

대체교과목명(Substitute Course)

▶

응용광물학 | Process Minera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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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해설
Subject Information

전공과목
Major Course

습식회수공학
Advanced Hydrometallurgy
순환자원과 광물자원으로부터 유용금속의 습식회수공정에 대한 이론적

계면/표면공학
Interface/Surface Engineering
환경독성분야의 최신 연구동향 파악
The purpose of the lecture is to get a knowledge about toxicological
evaluation of new environmental contaminants using most advanced
toxicity evaluation tools and techniques.

지식을 갖춘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용공정 및 새로 개발되고 있는
실제공정을 강의한다. 본 과목을 수강함으로서 학생들은 습식제련공정을
구성하고 최적화하며 자원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새로운 공정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introduce the current and new
hydrometallurgical processes for the recovery of the valuable metals
from the primary and secondary resources. The course provides
the students an opportunity to design and optimize the

고온용융추출공학

hydrometallurgical process and to develop innovative technology

High Temperature Metal Extraction Process

with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resources.

광석 또는 폐자원으로부터 건식제련법을 이용하여 목적금속을 추출하는
것은 매우 유용한 제련기술 중 하나이다. 본 강의에서는 유용금속 추출을
위한 이론적 학습과 이를 바탕으로 고온제련공정의 이해 및 설계능력
함양을 목표로 한다.
The objective of the course is to learn theory and processes of
high temperature metal extraction from ores or wastes.

금속회수공학
Metal Recovery Engineering
순환자원으로부터 유용금속을 추출, 분리, 정제, 회수 및 원료소재화하는
회수공정과 관련된 이론과 기초적 지식을 소개한다.
The lecture provides the principles and theories on extracting,
separating and refining metals from recyclable wastes to produce
functional materials.

분리선별공학
Separation and Sorting Technology
이 과목은 분리선별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통하여 향후 심화 전공과목의
수강 및 연구 수행을 위한 기초 지식 제공을 목표로 한다.
The objective of this subject is to provide the basic knowledge
for attending the further intensified lecture of major field of study
and research performance through general comprehension of
s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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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계획 및 데이터 분석

자원순환공학개론

Design of Experiments and Data Analysis

Introduction of Resources Recycling

∙ 실험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하여

액체/고체 순환자원으로부터 응용공학을 기본으로 유가자원회수, 재자원화,

1.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실험을 어떻게 행하고 (실험계획성)

zero-emission을 목적으로 하는 자원순환공학 및 환경청정 엔지니어링

2. 데이터를 어떻게 취하고 (데이터 수집성)

This subject aims to introduce recovering and recycling of valuable

3. 어떤 통계적인 방법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면 최소한의 실험으로 최대의

resources from wastes and industrical byproducts with zero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실험성)에 대한 지식을

emission base on applied engineering.

습득함. 또한 반응표면분석법을 통하여 반응값의 최적화를 위한
요인들을 설정하는 기법에 대하여도 강의함.
1.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실험을 어떻게 행하고 (실험계획성)
2. 데이터를 어떻게 취하고 (데이터 수집성),
3. 어떤 통계적인 방법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면 최소한의 실험으로 최대의

자원순환공학특론
Advanced Resources Recycling
최신 자원순환공학 관련 주제의 심화학습을 통해 전문지식 습득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실험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함.

자원순환열역학

The curriculum deals with planning, conducting, analyzing and

Thermodynamics in Resources Recycling

interpreting experimental tests to evaluate the factors that control

산업폐기물(부산물 포함)과 생활폐기물로부터 유용금속의 추출에 대한

the value of a parameter or group of parameters.

기초지식인 화학반응 분석 능력과 동시에 물질 및 에너지 수지 계산 능력과

This lecture covers:

공정설계 능력을 배양

- How to extract information from experimental data

Learning the knowledges for evaluating the material and energy

- Fundamental concepts of statistical experimental design

balances, analyzing the chemical reactions and designing the basic

- How to choose appropriate experimental designs for particular

process in order to extract valuable metals from waste resources

applications

(industrial wastes and living wastes)

- Response surface concepts lecture covers: how to extract
information from experimental data, fundamental concepts of
statistical experimental design, how to choose appropriate
experimental designs for particular applications, response surface
concepts.

또한 반응표면분석법을 통하여 반응값의 최적화를 위한 요인들을 설정하는
기법에 대하여도 강의함
- For optimum of experimental conditions, this lecture covers: how
to extract information from experimental data, fundamental
concepts of statistical experimental design, how to choose
appropriate experimental designs for particular applications,
response surface concepts.

응용광물학
Process Mineralogy
경제적인 자원순환에 필요한 광물학적 지식의 정의와 역할을 습득하고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
The students can use the knowledge of process mineralogy for
economically viable resources recycling after taking the course.

자원순환 생태학
Industrial Ecology
자원순환기술에 대한 산업생태학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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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해설
Subject Information

세미나과목
Seminar Course

자원순환 세미나 1
Seminar 1 - Resources Recycling
자원순환기술에 관한 최근 연구보고서 및 review paper를 통한 최신
연구동향을 발표함으로서 전공분야에 대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전문지식을 배양하고 학생들 자신의 연구과제에 대한 목적, 방향 그리고
실험계획과 결과 등을 토론함으로서 연구의 내용과 질을 향상시킴. 또한
세미나 발표를 통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발표기술을 함양함
The objective of this lecture is to understand the student’s research
areas and to get specialized knowledge on resources recycling
by reviewing and presenting interesting papers and to improve
the contents and quality of their study. During this seminar, students
can also develop their skill and technique of presentation.

자원순환 세미나 2
Seminar 2 - Resources Recycling
과학기술 논문을 작성하기 위한 논리적 글쓰기 및 발표 스킬을 익히고
활용할 수 있다.
The objective of the course is to improve the writing and presentation
skill as a scientist in the field of resources recycling.

자원순환세미나3
Seminar 3 - Resources Recycling
최신 자원순환기술 세미나

자원순환세미나4
Seminar 4 - Resources Recycling
최신 자원순환기술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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