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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저자 세 명의 이름 머리 자인 BSL로 흔히 알려져 있는 Transport Phenomena의 2nd edition

이다. 1960년에출간된이후무려41년동안20만권이상팔린1st edition은중국어, 스페인어, 이태리어, 러

시아어등으로도번역되면서전세계적으로전달현상과목의표준교재및참고문헌으로사용되었다. 1957

년에미국Wisconsin 대학화학공학과는전달현상에관한새로운과목의개설을승인하면서당시 30대중

반의나이 던Bird, Stewart, Lightfoot 교수들에게이과목의개발을맡겼는데Transport Phenomena는

그결과로나온책이다. 당시저자들의생각은전달현상분야의이론들이이미잘알려져있으니이제는과

목의 내용을 종래의 단위조작과 같이 응용분야에 따라 구분하여 편성하지 말고 이론 별로 편성을 해서 기

본원리를 보다 철저하게 배우고 관련 분야간의 상관관계들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으면서 강의의 효율도

높일수있도록하자는것이었다. 이와함께운동량과에너지그리고물질의전달을함께다루는것이좋은

이유로는 (i) 자연계나화학공학에서다루는시스템에서이세가지전달현상은보통동시에발생하며, (ii)

이 세 가지 전달현상의 이론들은 서로 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간의 유사성을 이용하면 전달

현상의보다넓은이해가가능하며, (iii) 이들세가지전달현상의중요한차이점들은세가지를동시에다

룰 때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사실들을 들었다. 이러한 시도는 결국 미국 다른 대학의 화학공학과로

확산이되면서전달현상은화학공학의중요과목으로자리를잡게되었다. 

1st edition이 1960년에 출간된 이후 과연 2nd edition이 나올 것인지에 대한 소문이 많았는데, 결국은

1992년 Bird 교수를시작으로 1996년과 1997년에 Stewart 교수와Lightfoot 교수가각각공식적으로은퇴

한 후에야 2nd edition을 만드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98년부터 약 3년간의 집중적인 시간과

노력이들어갔는데30대중반의나이에1st edition을만들었던세명의교수들이40년의세월이흐른후70

대중반의나이에다시모여서 2nd edition을만들었으니능력들도대단하지만모두축복을받은사람들임

에틀림이없다.

2nd edition은 1st edition의 구성과 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여러 가지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 보완된 형태

로 되어있다. 전체적인 구성을 살펴보면 운동량, 에너지, 물질 전달이 1st edition에는 각각 7개, 8개, 7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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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으로 구성되었는데 2nd edition에는 이들 세가지 전달 부분이 모두 8개의 장들로 구성되어있다. 1st

edition에서에너지전달부분이 8개의장으로이루어진이유는에너지전달중복사열전달에해당되는부

분이 운동량과 물질 전달에는 없었기 때문인데, 2nd edition에는 고분자 유변학에 대한 장이 운동량 전달

부분에 새롭게 추가되고 1st edition에서는 18장의 일부 던 여러 가지 다른 메커니즘의 물질전달이 새로

독립된장으로분리되어이제는운동량, 에너지, 물질전달부분의모든장들이서로완벽하게대응이되도

록구성되었다. 운동량, 에너지, 물질전달부분에서처음의7개장은1st edition과동일하게(1) 점도, 열전

도도, 확산계수, (2) Shell balances, (3) Equations of change, (4) Transport with two independent

variables, (5) Turbulent transport, (6) Interphase transport, (7) Macroscopic balances의순서로되어있

고 마지막 8번째 장은 transport by other mechanism으로 구성되어있다. 2nd edition에 새롭게 추가되어

눈에 뜨이는 내용으로는 각운동량 보존법칙, Taylor vortex, composite의 유효 열전도도, Benard cell,

Taylor dispersion, Marangoni instability, Electro-osmosis, Dielectrophoresis 등이 있으며 많은 새로운 연

습문제들이추가되었다.

지난 40여년을통하여전달현상이라는학문에는커다란변화가없었지만화학공학에는여러가지변화

가 있었다. Transport Phenomena의 탄생지인 Wisconsin 대학의 화학공학과도 최근에 학과의 명칭을

Chemical Engineering에서 Chemical and Biological Engineering으로 변경하 다. 이러한 변화가 앞으로

화학공학의교과과정을어떻게변화시킬지는두고볼일이지만과연 40여년전의BSL 처럼획기적인내

용의교과과정이나책을구상하고있는30대중반의화학공학교수들이지금은어디엔가있을지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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