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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전국 화학공학 관련학과 대학생 
학생회장 동아리 회장 Workshop 행사보고 1 

서 형 기 

한국화학공학회 사업이사, 전북대학교 화학공학부  

hkseo@jbnu.ac.kr

올해 첫 공식행사로 진행된 “전국 화학공학 관련

학과 대학생 학생회장 및 동아리 회장 workshop”이 

벌써 10번째를 맞이하였다. 각 대학을 대표하여 전

국 20개 학교에서 76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으며, 올

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열정적인 학생들의 발표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본 행사는 학생대표들에게 

화학공학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증진시키며, 학생들 

간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학회의 다양한 행

사에 참여함으로써 미래의 학회 회원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이 행사를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신 김우

식 회장님과 행사 준비부터 많은 수고를 해주신 교

육인재양성위원장 정찬화 교수님, 위원으로 수고하

시는 원용찬 교수님, 신은우 교수님, 박종혁 교수님, 

나현빈 교수님, 박용일 교수님, 조직이사 정진석 교

수님 그리고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항상 수

고하시는 윤주향, 김미혜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정유 및 석유화학 회사들

이 군집해 있는 울산 지역을 방문하였다. 올해는 유

독 추운 겨울 날씨였지만, S-OIL과 SK Advanced의 

애정 어린 환대 덕분에 분위기가 매우 따뜻했다. 

처음 방문지인 S-OIL에서는 이완수 부사장님

께서 전국 각지에서 온 학생들에게 맛있는 점심 식

사를 제공해 주셨다. 식사 이후 S-OIL 취업 특강, 

S-OIL 홍보영상, 공장투어, 사진촬영 등으로 진행되

었다. 

두 번째 방문지 SK Advanced에서는 본관에 위치

한 홍보실에서 환영 인사와 더불어 김효주 과장님의 

진행으로 SK Advanced 간단한 홍보영상 상영 후 산

학이사이신 김철진 대표님의 특강이 있었다. 특히 

김철진 대표님의 자서전 같은 인생특강을 통해서 현

재 취업에만 몰두해 있는 학생들에게 삶에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해준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 그동

안 체험 못한 훌륭한 특강과 더불어 제공해준 풍성

한 저녁 식사는 학생들의 기억에 남을 특별한 시간

이었다. 

버스로 공장견학을 마친 후 산학이사 울산대 신

은우 교수님 안내에 따라 울산대 화학공학관에 도착

하였다. 진행에는 다년간 경험을 갖고 계신 사업이

사 원용선 교수님께서 담당하였다. 학생들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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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국화학공학회 소개 및 활동에 대해 설명하

는 시간을 가졌으며 올 한해 학회에서 계획하고 있

는 대학생 참여 행사와 관련해서 각종 경시대회 참

여 방안, fun&fun festival 참여, 학생네트워크 구축방

안 및 학회 참여 방안 등의 주제를 갖고 5개의 조로 

편성된 분임토의가 진행되었고, 분임토의 이후 울산

대 기숙사에서 숙박하였다. 

둘째날 아침 식사 후 오전 시간 동안 울산대 화

학공학관에서 대학생 임원 선정 후 개선점, fun&fun 

festival 개선점, 워크숍 행사의 개선점 등을 주제로 

분임토의 발표시간을 가졌고, 행사 마지막 순서로 

2018년도 학생 임원 선출을 진행하였다. 5개 조의 발

표 내용을 통하여 학생들의 적극적인 소통 자세와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주요하게 도출되고 제

안된 의견들은 그동안 학회에서 고민하고 노력해온 

부분과 일맥상통하였다. 

학생들이 제안한 문제점들(분임토의 시간 확대, 

fun & fun festival 평가방식 개선방안, 대학생 임원진

의 역할과 한계, 학회개최시기와 시험기간의 중복의 

아쉬움 등)은 교육 인재양성위원회에서도 이미 대부

분 문제 인식을 하고 있었으며, 학생들의 의견을 최

대한 반영하자는 의견으로 토의하였다. 해결방안으

로 먼저 대학생 지역장의 역할 활성화를 위해서 지

역별 정기모임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며, fun & fun 

festival 평가방식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으며, 워크숍 활성을 위해서는 공장견

학 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의견들을 모았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에게는 학회의 역할과 관련 기업

들의 현장경험 및 취업정보 교류라는 큰 경험을 얻

었으리라 생각된다.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더 유익

할까? 하는 고민을 가지고 임했으나, 학생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교수님들의 자문 덕분에 기업 입사추천

서라는 당근을 발견하였다. 이번에는 모기업의 입사

추천서만 확보하였지만, 향후 학회차원의 협조로 더 

많은 입사추천서를 확보한다면 우수한 인재양성 및 

학회 행사 활성화 전망이 저절로 밝을 것으로 예상

된다. 

마지막으로 회사 방문을 허락해 주시고 푸짐한 

식사와 함께 좋은 경험을 제공해 주신 S-OIL과 SK 

Advanced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

다. 그리고 장소협조를 위해 수고해주신 울산대학

교 교수님들과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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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전국 화학공학 관련학과 대학생 
학생회장 동아리 회장 Workshop 행사보고 2

임 동 준 

대학생 부회장, UNIST 에너지 및 화학공학부 

isua4578@gmail.com

2018년 2월 7, 8일 이틀 동안 울산에서 진행된 한

국화학공학회의 매년 첫번째 행사인 전국 화학공학 

관련 학과 대학생 학생회장/동아리 회장 workshop에 

대학생 임원으로 참가하게 되었다.

작년과 달리 임원으로 참가한 만큼 학회와 지속

적인 연락을 통해 행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다른 임

원들과 고민하였고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더 나

은 방향으로 이끌고자 이리저리 뛰어다녀 정신이 없

었다.

서울에서 출발한 대절버스를 이용하지 않은 참가

자들은 모두 울산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집결하여 방

문하기로 한 S-Oil에서 제공해준 버스를 타고 온산 

공단에 위치한 S-Oil로 향하였다.

다같이 사내 식당에서 제공받은 맛있는 점심을 

먹은 이후 강당으로 이동하여 명찰을 받고 일정을 

안내 받은 이후에 행사가 진행되었다.

간단하게 올해 학회 임원분들에 대한 소개와 인

사말 이후에 S-Oil 임원분의 강연을 들었다.

강연 내용으로는 화공학도로서 지금까지 경험한 

것들을 풀어주셨는데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이미 경험한 대선배로부터 미리 들어보고 미래에 대

해 더 깊게 생각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었

다고 생각한다.

이후에는 S-Oil 인사담당자께서 공채에 대해 설

명을 해주셨고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물어

보고 답을 들을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회

사의 여러 복지제도와 입사를 위해 준비해야할 것들

을 설명 들었기에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채용 설명이 끝나고 버스로 공장 부지를 투어 하

였는데 계장님께서 직접 버스에 탑승하시어 설명을 

해주신 점이 기억에 남는다.

공장 투어를 끝내고 조금 떨어진 SK Advanced로 

이동하였다.

SK Advanced에서도 CEO의 강연을 들었는데 개

인의 경험과 회사에서의 경험을 잘 조합하여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기억에 남는다.

강연을 듣는 학생들이 지루하지 않게 참여 유도

를 잘 해주셨고 회사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여러 홍

보 영상과 동영상을 통해 회사에 대해 더 이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계획된 일정이 마친 후 맛있는 수육으로 저녁을 

먹고 control room 방문을 시작으로 버스로 공장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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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를 진행하였다.

이전 회사와 마찬가지로 담당하시는 분께서 함께 

탑승하셔서 반응기와 같은 각 구조물이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려주셨다.

공장 투어 자체는 두 회사 모두 책에서만 보던 공

정에 대한 지식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좋았으

나 안전상의 한계로 버스로 투어를 하여 크게 체감

할 수 없었고 마이크가 없어 설명을 처음부터 끝까

지 듣지는 못한 점이 아쉬웠다.

두 회사에서 좋은 기회를 제공받은 후엔 울산대

학교 기숙사로 이동하여 방 배정이 있었고 짐을 푼 

이후에 강의실로 모여 한국화학공학회에 대한 설명

을 들었다.

한국화학공학회가 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몰

랐던 학생들이 많은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학회에 

가입하여 학부생들을 위한 fun&fun festival이나 경시 

대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가 되었으리라 생각된

다.

설명을 들은 후에는 미리 지정된 조별로 움직여 

간단한 자기소개 후에 분임토의를 진행하였다.

올해의 주제는 진행되고 있는 워크숍에 대한 피

드백, 다른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아이디어, 화

공학과 학생들간의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만들고 유

지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5조로 편성된 인원들은 먼저 한국화학공학회

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을 정리하며 선배들

로부터 듣거나 혹은 자신이 직접 참여했던 워크숍, 

fun&fun festival과 경시 대회에 대한 후기를 서로 나

누며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정리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학생들이 시간이 지나며 모

두 열정적으로 참여하였고 토의를 마친 조는 다른 

학교 학생들과 자유로이 얘기하며 학과 발전에 대해

서도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섯 조 모두 하룻밤 사이 열띤 토의를 통해 얻은 

내용을 바탕으로 이른 아침부터 발표를 시작했다. 

분임토의 발표는 단순히 의견을 정리하는 것뿐만 아

니라 다른 학우 및 교수님과 함께 학생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피드백을 나눌 수 있는 자리라는 점에서 

매우 뜻 깊은 자리였다. 

발표 순서는 1조부터 5조 순으로 순서대로 진행

되었고 발표 자료는 PPT 또는 워드 파일을 사용하

였으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어느 팀이 

잘했고 못 했다고 승패를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조

별로 특색이 있었다. 

fun&fun festival에 관한 실용적인 개선 방안들이 

주를 이루는 조도 있었고, 한국화학공학회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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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에 대해 이야기 한 조도 있었다. 서로 비슷하

면서도 다른 의견들이 분분하였기에 어느 조가 잘했

다고 논하기 힘들 정도로 용호상박이었다. 심지어 

발표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자유로이 얘기하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긴장감이 맴돌 정도였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발표 결과에서 2개의 조가 우수 

발표 조로 채택되었고 나머지 조들도 화공인의 발전

을 위해 노력한 서로에게 하나같이 축하의 박수를 

보냈다.

분임토의와 결과 발표가 모두 마친 후에는 2018년

도 한국화학공학회 대학생 임원진의 선출이 있었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회장을 제외한 지역장들은 

모두 단일 후보로 진행되었고 몇몇 지역의 경우 후

보가 나오지 않았다.

워크숍을 진행하며 각 장소에서의 공지사항 전달

과 참가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

으나 전부터 고민했던 만큼 원활하게 진행되었고 이

번에 나온 의견들을 통해 내년에는 더욱 깔끔한 워

크숍 진행이 되리라 기대된다.

대학생 임원진이 열정을 가지고 참여한 만큼 임

원진이 직접 구상하여 행사를 기획하는 과정도 올해

는 추가되어 앞으로의 행사가 대학생 참가자 입장에

서 더욱 뜻 깊고 재미있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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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립자공학부문위원회 동계 기술교육 세미나 
행사보고

김 정 현 

미립자공학부문위원회 총무간사, 서울시립대학교 화학공학과  

jhkimad@uos.ac.kr

미립자공학부문위원회에서는 지난 여름에 개최

된 “미립자기술의 산업적 응용”이란 주제의 워크숍

에 이어 “미립자공학 응용분야의 현재와 미래”란 주

제를 가지고 기술교육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주제

가 가지고 있는 큰 범위에 걸맞게 부문위원회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 오신 회원님들로 발표가 구성되

었다. 첫 발표로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박영옥 

박사님께서 “희귀금속 고순도 정련용 two-stage 유

동 환원 반응기술”을 내용으로 하여 귀금속 정련공

정의 다양한 예와 반응기술에 따른 효율을 제시하

여 주셨다. 두 번째로 인하대학교의 박동화 교수님

께서 “나노입자 합성을 위한 열플라즈마 공정”이란 

주제로 학교에 재직하시면서 이루신 다양한 입자제

조 공정과 공정에 따른 입자의 특성들을 잘 정리하

여 발표함으로써 회원들의 다양한 입자에 대한 이해

와 관심을 유도하셨다. 그 다음으로 한양대학교의 

박재구 교수님께서 “폐 전자부품으로부터 유가금속 

회수”란 주제로 다양한 반도체부품들의 부가가치화

로 산업에 응용할 수 있는 공정개발의 관심을 높이

셨으며, 강원대학교의 김교선 교수님께서는 “화염반

응기에 의한 나노입자 구조제어 및 응용”이란 주제

로 반응기 모사를 통해 반응기내에서 입자생성 예측

과 실측의 비교를 효과적으로 제시하여 주셨다. 마

지막 연사로 순천향대학교의 한현각 교수님께서 “연

속식 결정화에서 입도분포와 형상제어”를 주제로 하

여 산업현장에 적용되는 결정화 공정과 입자의 특성

제어에 대하여 유용한 내용을 공유하여 주셨다. 다

양한 분야의 미립자공학 세미나가 활발한 토론과 

함께 진행된 후, 지난 여름에 있었던 APT2017 행사

(7/30~8/3, 대만) 내용과 2018년 06월에 “Research and 

Development in Chemistry”란 주제로 몽골에서 개최 

예정인 미립자관련 국제학회 참여에 대한 논의가 진

행되었다. 또한, 4월에 진행예정인 한국화학공학회 

봄 학술대회에서 미립자공학부문위원회의 구두 및 

포스터 논문발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

었다. 이후 전체 참석자가 함께 당일의 유익했던 행

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저녁식사를 진행하며 봄 학술

대회와 여름의 몽골에서의 만남을 기약하였다. 미립

자공학부분위원회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행사들에 

신규 회원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희망하면서 동계 

기술교육 세미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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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분리기술 동계 강좌 행사보고

김 종 학 

분리기술부문위원회 총무간사, 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jonghak@yonsei.ac.kr

2018년 2월 19일부터 20일까지 대전 한국화학연

구원에서 제1회 2018 분리기술 동계 강좌가 개최되

었다. 본 행사는 대학원 석박사 과정 학생들의 교육

과 산업체에 근무하는 연구원들의 기초 연구력 향상

을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2018 분리기술 동계 강좌에서는 분리기술(흡착, 

분리막)에 관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개론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 후, 분리소재의 다양한 물리화

학적 특성 분석에 관한 개별적 이론과 특성 분석 사

례의 점검 및 종합적인 분리 기술 개발에 필요한 소

재의 공정 물성 분석 사례에 대해 다루었다. 또한, 강

사진은 다공성 물질 분석 분야의 대가인 Kazuyuki 

Nakai 박사를 포함한 분리기술 각 분야의 전문가들

로 구성되어 심도있는 강의가 이루어졌다.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국내 분리 기술

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더 많은 연구결과와 연구

자들을 배출하여 왔고 환경, 에너지, 수자원 분야에

서 분리 기술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져가고 있다. 이

런 관점에서 본 동계 분리기술 강좌에서 다루고 있

는 분리 특성화 기술은 분리의 이론과 실제의 기초

를 다지고 응용하는데 매우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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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기술 동계 강좌 좌장을 맡은 연세대학교 김

종학 교수의 인사말과 후원을 해준 한국화학연구원

의 김정훈박사의 축사로 행사가 시작되었으며, 이후 

첫 강의로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김현욱 박사

가 “금속-유기 구조체의 합성 및 구조, 기체 흡착 특

성”라는 주제로 발표를 이어나갔다. 본 발표에서는 

Metal-Organic Porous Materials에 대한 합성과 활성

화 과정 및 다양한 MOFs의 특성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조강

희 박사가 “다양한 흡창공정에 적합한 흡착제 설계 

및 합성”에 대한 발표로 강의를 이어나갔다. 조강희 

박사는 여러가지 흡착제의 종류에 대해 설명한 뒤, 

흡착제 설계를 위한 3가지 전략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본 행사에서는 제일원리 계산법을 이용하

여 보다 확장된 영역에서의 연구발표를 진행하였다. 

연세대학교의 한병찬 교수는 “기체 흡착현상 해석을 

제일원리 계산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는

데, 제일원리 계산법을 도입하여 원하는 목적에 맞

는 다공체 물질의 설계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였다.

오후 세션에서는 고려대학교 이정현 교수의 “해

수담수화 및 수처리용 분리막 소재 및 동향”으로 발

표가 시작되었다. 해수담수화의 기본 원리 및 발전

현황에 대한 소개와 내오염성 분리막에 대한 분석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또한 이온교환막에 관해 상

명대학교 강문성 교수는 “이온교환막의 기초: 소재 

및 공정”의 제목으로 이온교환막의 기초부터 응용까

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발표를 이어나갔다.

19일 마지막 세션으로는 “고분자 막분리 기술

과 분자 시뮬레이션”에 대해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의 박치훈 교수가 강의를 하였다. 본 발표에서는 

Molecular mechanics와 Molecular dynamics를 이용하

여 고분자 막에서의 상분리를 예측하여 기체 투과 

및 이온 전달 거동 등의 분리막내 전달현상을 이해

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었다.

20일은 ㈜한국 에이티아이의 박경원 대리가 

“Physisorption 장비 원리 및 Data 해석 기법”이라는 

주제로 기본적인 흡착원리와 DFT 분석 방법에 대해 

강의하였다. 

특히 금년에는 일본의 학자도 초청하여 참여 연사

의 다양성을 확장하고자 노력하였다. MicrotracBEL 

Corp의 CEO인 Kazuyuki Nakai 박사를 초청하여 

“Measurement Needs in the Adsorption Sciences”의 제

목으로 강의가 진행되었다. 본 발표에서는 혼합 가

스의 흡착, 분리막의 적용 및 MOF 선택도에 관한 깊

이 있는 발표를 진행하였다.

 수준 높은 학술발표와 더불어 금번 분리기술 동

계 강좌에서는 연구자들 간의 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류행사가 이루어졌다. 특히 19일 행사에서 

오찬과 만찬을 함께 하면서 연구자들 간 교류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제1회 분리기술 동계 강좌를 성공적으로 마침과 

동시에, 한국화학공학회 분리기술부문위원회에서는 

차년도 행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차 행사

에도 많은 연구자들에게 의미있는 학술적 교류의 장

이 될 수 있도록 행사를 기획하는데 합의하였다.

본 제1회 2018 분리기술 동계 강좌를 마치며 한국

화학공학회의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분리기술 동계 

강좌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음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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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생물화공 심포지엄 행사보고

백 승 필 

생물화공부문위원회 총무간사, 고려대학교 생명정보공학과  

spack@korea.ac.kr

매해 2월 말이되면 한국화학공학회 생물화공부문

위원회가 주관하는 첫 행사가 있다. 생물화공 분야

의 주요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생물화공 심포지엄, 

제75회 행사가 지난 2018년 2월 26~27일 일정으로 

홍천 소노펠리체 디아만테 홀에서 열렸다. “4차 산업

혁명과 기후변화 시대에 생물공학의 역할과 전망”이

라는 주제로 기조 연설급의 6분의 연사를 모시고 진

행을 하였다. 

생물화공부문위원회 위원장인 고려대 심상준 교

수님과 공동주관인 한국생물공학회 회장인 조선

대 김시욱 교수님의 인사 말씀, 그리고 생물화공부

문위원회 원로이신 KAIST 장호남 교수님의 축사로 

심포지엄이 시작되었다. 심포지엄은 크게 두 세션

으로 구성되었는데, 첫 번째 세션은 차세대바이오

매스 연구단 단장인 KAIST 장용근 교수님의 “Fuels 

and Chemicals from Microalgae” 제목의 기조발표

가 있었다. 이어서, 해양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개

발 연구센터 센터장인 인하대학교 이철균 교수님의 

“Sustainable Future Fuels for Industry 4.0” 그리고 C1

가스리파이너리 사업단 단장인 서강대학교 이진원 

교수님의 “C1 Gas Conversion Technology and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의 두 초청강연으로 진행되었

다. 생물공학 분야의 대표적 대형 연구 사업단을 이

끄시는 세분의 단장님들의 발표들을 한번에 이어 듣

는 것은 흔치 않은 기회로 특히, 생물공학 연구자들

이 기후변화 시대에 어떻게 부응할지 그리고 4차 산

업에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에 관한 최근의 움직

임과 미래 혜안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다. 세

션 후 주어진 휴식시간에도 열띤 토론과 교류가 이

어졌을 정도로 분위기는 한층 고조가 되었다. 두번

째 세션은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 교정연구

단 단장인 서울대 김진수 단장의 “CRISPR Genome 

Editing” 제목의 기조 발표로 시작되었다. 이어서 고

려대학교 융합화공시스템 연구소 소장인 이지원 교

수님의 “Molecular Editing for Bio/Nano-functional 

Integration using Proteinticle Scaffolds”와 POSTECH

의 iBio를 이끄는 정규열 교수님의 “Novel Synthetic 

Regulators for Designing Microbes”의 두 초청강연이 

이어 진행되었다. 유전체 교정방식을 위시한 분자 

및 생물 재설계 방식은 현재 BT 분야에서 가장 관심

을 받고 있는 기술로 미래 BT 산업을 이끌 핵심기술

일뿐만 아니라 4차 산업을 견인할 주요 응용 기술로



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36, No. 2, 2018 … 225

행사보고

서 기대되고 있다. 연구와 기술 발전에 대한 학문적 

영감을 얻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미래 산업 기술 

활용 가능성을 포함한 BT 분야 시야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자리였다. 

첫날 행사를 마쳤을 때 총 참여자 수는 등록자 기

준 239명으로 그 어느 때보다 성공적인 행사로 평가

되었다. 특히, 심포지엄의 프로그램을 한자리에 모

시기 힘든 생물공학 각 분야의 여러 단장님을 포함

한 BT 최전선을 이끄는 핵심 연구자들로 구성했다는 

점 그리고 많은 난제해결을 요구하는 기후변화시대

와 다양한 창조적 대응을 요구하는 4차산업 주제를 

함께 논의했다는 점 등이 특히 주요했다. 첨부된 참

석자 단체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생물화공 부문위

원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함께 모여 복잡 

다변하고 예측하기 힘든 미래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

갈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어 진행된 간

친회에서도 그리고 다음날까지 이어진 토론회에서

도 우리는 기후변화와 4차산업 시대가 던지는 문제

와 풀어야 할 현안 그리고 생물공학이 가야 할 방향

에 대하여 긴 대화를 나누었다. 누군가는 정보를, 누

군가는 지식을, 누군가는 지혜를 얻었을 것이다. 어

쩌면 이것이 생물공학 연구자들에게 2월말 심포지엄

을 기대하게 한 이유였으며, 2018년 봄을 준비하는 

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이로서 제75회 생물화공 심

포지엄 행사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226 … NICE, 제36권 제2호, 2018

행사보고

유동층부문위원회는 2018년 1월 26일(금) 유성 아

드리아호텔 에머랄드홀에서 “다상흐름반응기 관련 

초청강연”을 개최하였습니다. 행사당일 아침에 유난

히 춥고, 눈도 살짝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대전 이외

의 부산, 원주 등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였습

니다. 행사시각은 오전 10시 30분부터 등록을 시작하

였고, 오전에 CCP 융합사업단 한국화학연구원 노남

선 박사님이 “중질유의 슬러리상 수첨분해 반응공정 

소개” 관한 제목으로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슬러리 

반응기를 이용하여 중질유를 upgrading하는 기술은 

아직 전 세계적으로 상업공정이 보고되지 않은 첨단 

기술이며, 매우 어려운 기술입니다. 노박사님 연구

팀은 지난 3년간 1단계 연구를 통하여 bench scale 반

응장치를 구축하였고 다양한 실험조건에서 진행된 

결과를 자세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발표 후 카이스

트 김상돈 교수님의 매우 유익한 코멘트도 참석한 

많은 연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점심식사는 호텔에서 준비한 한정식으로 하였고, 식

사시간에 관련 연구자들 간의 의견교환과 친교의 시

간을 가졌습니다.  오후에는 LG화학 CNT TFT 팀장

이신 조동현 박사님이 “고성능 탄소나노튜브의 상업

적 공정개발”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셨습니다. 고성

다상흐름반응기 관련 초청강연 행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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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탄소나노튜브는 2차전지의 전극소재로 활용되며, 

대전 연구소에서 고성능 탄소나노튜브를 생산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원들이 고생을 하였고, 성공적으로 

여수공장에 상업반응기가 건설된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마지막 강연은 (주)삼표시멘트의 

이정수 박사님이 “CBO(Carbon burn-out) system을 

이용한 FA 품질향상”에 관한 주제로 발표하셨습니

다. 유동층반응기를 이용하면 미반응 carbon의 함량

을 줄일 수 있고, 시멘트에 첨가시 유동현상이 더 좋

아진다는 결과를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이박사님이 

발표하신 Fly Ash 품질향상 주제는 향후 유동층부문

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하

자고 논의하였습니다. 본 초청 강연은 국내에 있는 

다상흐름연구자들에게 매우 유익한 행사였습니다.

오는 2018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23차 

FBC(23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luidized Bed 

Conversion) 행사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고 모든 

행사를 마쳤습니다.

본 행사는 한국화학공학회 부문위원회에 지원하

는 활성화지원금이 많은 재정적 도움이 되었음을 밝

힙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