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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원(교수, 물리학과, 고분자 물리) 

이학박사(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연성물질 물리학, 연성 농축 물질 물리, 생체분자 및 

고분자 표면/계면 현상  

Tel : 042-869-2535 

e-mail:mwkin@kaist.ac.kr 

·김상율(부교수, 화학과, 고분자 화학) 

이학박사(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 

새로운 중합 반응, 나노 구조 고분자 합성, 배위 중합 

Tel : 042-869-2834 

e-mail:kimsy@mail.kaist.ac.kr 

·김성철(교수, 화학공학과, 고분자 공학) 

공학박사(University of Detroit) 

고분자 블렌드, 복합재료, 바이오메디칼 고분자, 

정보저장용 고분자, 고분자 멤브레인  

Tel : 042-869-3914 

e-mail:kimsc@sorak.kaist.ac.kr 

·김진백(교수, 화학과, 고분자 화학) 

공학박사(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고분자 합성, 감광성 고분자, 전도성 고분자, 유전성 

고분자, UV경화형 코팅 

Tel : 042-869-2837 

e-mail:jbk@kaist.ac.kr 

·박태관(부교수, 생물과학과, 생체고분자) 

공학박사(University of Washington) 

Drug Delivery System, Tissue Engineering, 

Biomedical Polymers, Biochemical Engi-

neering 

Tel : 042-869-2621 

e-mail:tgpark@ mail.kaist.ac.kr 

·박오옥(교수, 화학공학과, 고분자 공학) 

공학박사(Stanford University) 

유변학, 유기/무기 나노복합체, 고분자 블렌드, 

EL 및 광기능성 고분자 

Tel : 042-869-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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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기(교수, 화학공학과, 고분자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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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 전지, 고분자 전해질, 디스플레이용 고

분자, 의료용 고분자  

Tel : 042-869-3925 

e-mail:pjk@mail.ka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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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에서는 고분자 분야의 교육과 연구 프로그램이 화학공학과, 화학과, 생물과학과, 물리학과, 

기계공학과 등 여러 학과에서 제공되고 있다. 고분자학은 고분자의 합성, 물성, 가공 및 응용 등 여러 학문

분야를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고분자 교육을 위하여 고분자 학제전공 프로그램이 제공

되고 있다. 연구는 한국과학재단 지정 우수연구센터인 기능성고분자신소재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분야로는 반도체 및 액정 디스플레이용 감광성 고분자, 광통신용 비선형 광학특성 고분자, 전기

발광 고분자 재료, 광기억용 고분자 소재, 내열 액정성 고분자 등 정보전자용(IT) 고분자 신소재; 의료용 고

분자, 생분해성 고분자 재료, 생체기능성 고분자, 고분자 분리막 등 생명과학용(BT) 고분자 신소재; 고분자

블렌드의 계면, 상분리, 미세구조 제어 기술, 고분자 복합체 등 나노기술(NT)용 고분자 신소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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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올로지, 전도성고분자, 열방성 액정고분자, 

Nanocompo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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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MR 

- IR 

- UV 

- GPC 

- DSC 

- DEA 

- DMTA 

- TEM 

- SEM 

- SPM 

 

 

- Dynamic Light Scattering 

- Image Analyzer 

- UV Illuminating System 

- Fluorometer 

- Prizm Coupler 

- Universal Testing Machine 

- Impedance Analyzer 

- Contact Angle Meter 

- Twin Screw Extruder 

- Single Screw Extruder 

- Mini Extruder 

- Injection Molding Machine 

- Brabender Mixer 

- Compressing Molding Machine 

- LB Trough 

- Spin Coater 

- Reactive Ion Etcher 

- Alpha-step Surface Profiler 

- Charge-discharge Tester 

- Frequency Response Analyzer  

- Piezoelectric Transducer 

- Conductivity Meter  

- Function Gen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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