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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가을 총회 및 학술대회 
(국제 심포지엄)를 마치며

김도희 

한국화학공학회 학술이사,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dohkim@snu.ac.kr

2019년도 한국화학공학회 가을 총회 및 학술대회 

(국제 심포지엄)는 10월 23일(수)부터 25일(금)까지 대

전컨벤션센터에서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플랫폼 기

술, 화학공학” 이라는 주제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 학술대회에서 총 2,421명이 등록하였으며, 1,200 

여편의 구두 및 포스터 학술 논문이 발표되었다.

학회 첫날인 23일에는 “유동층 반응기 기술입

문-10(산업계 요청에 따른 유동층 솔루션)”과 “다차

원 분자모델링 및 전자모사 방법론 기초교육”이라는 

주제로, 교육인재양성위원회 주관 Tutorial 프로그램

이 개최되어 산학연의 화학공학 연구자들에게 화학

공학 분야 기초지식을 전달하는 기회가 제공되었다. 

오후에는 대전컨벤션센터 옆에 위치한 대전 롯데시

티호텔에서 업무위원장, 지부장 및 부문위원장 회의

와 평의원회가 열렸다. 전해상 회장님의 개회선언으

로 시작한 평의원회에서는, 김형순 해양에너지 대표

이사께서 차기 수석부회장으로 선출된 사항을 보고

하였고 이관영 수석부회장께서 한국화학공학회 중장

기 발전 계획안을 발표한 후, 51대 신임 임원을 소개

하였다. 마지막으로 화학공학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업적을 내신 회원들에 대해 학회상을 수여하였다.

본격적인 학술대회가 진행된 24일(목)과 25일(금)

에는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플랫폼 기술, 화학공학”

이라는 주제에 부합하는 “화학공학의 미래: 친환경 

소재”의 부제의 “제16회 화학공학 마스터즈 심포지

움”과 국제 심포지엄에 걸 맞는 “한-대만 화학공학

회 공동 심포지엄”과 “IBS-KIChE joint symposium on 

Nanomaterials for Catalysis” 등이 특별 심포지엄으로 

개최되었다. 특히 ㈜효성화학의 후원으로 개최된 친

환경 소재에 대한 특별 심포지엄에서는 보다 가볍고 

강한 고분자 신소재를 생산하기 위한 산업계의 다양

한 신기술에 대해 심도 있는 발표가 진행되어 청중

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또한 고분자부문위원회 주관 “고분자 유체와 생

체소재의 과거의 현재 그리고 미래 심포지엄”, 공정

시스템부문위원회 주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화학공학 인재양성을 위한 기초교육과정 개발 심포

지엄”, 열역학부문위원회 주관 “다차원 분자모델링 

및 전산모사 적용 연구 심포지엄”, 재료부문위원회 

주관 “차세대 수소생산 및 저장소재 기술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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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화학부문위원회 주관 “제16회 약물전달 및 화장

품 기술 심포지엄”, 미립자공학부문위원회 주관 “광

감응성 미립자 제조 및 응용기술 심포지엄”, 분리기

술부문위원회 주관 “Nexus of Separation and Energy 

Technology Symposium”, 생물화공부문위원회 주관 

“효소공학의 현재와 미래 심포지엄”, 에너지 환경부

문위원회 주관 “광촉매 기술 심포지엄”, 촉매부문위

원회 주관 “C1가스 리파이너리 국제 심포지엄” 등 부

문위원회가 주관하는 주제별 심포지엄이 다채롭게 

개최되었다.

목요일 여성위원회가 주관한 “공정개발 분야

의 여성 기술 리더 심포지엄”에서는 공정개발 분야

별 여성화공인을 초청하여 전문연구 발표 후에 “여

성기술 리더와의 대화”라는 세션을 진행함으로써 

신진 여성 화학공학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

해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화학산업 안

전기술연구회가 주관하는 “제2회 화학산업 안전기

술 교류회”와 산학연관 협력위원회가 주관하는 “제

2회 프로필렌과 다운스트림 기술교류 심포지엄”, 

PSE와 Siemens가 공동주최한 “Digital design, digital 

operations-practical approaches to deliver value NOW” 

등은 한국화학공학회 학술대회가 화학공학분야에서 

산업계와의 교류 및 협력의 플랫폼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학술대회기간 학부 및 대학원생에게 다양한 프로

그램이 제공되었다. 특히 학회에 등록한 대학원생들

에게 미리 신청을 받아서 목요일 총회 시간 동안 LG

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연구소를 견학하는 프로그

램을 마련하였다. 지면을 빌어 대학원생 투어를 제

공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연구소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린다. 학부생들은 예년처럼 화학

공학 대학생 Fun & Fun Festival의 일환으로 개최된 

제15회 대학생 화학공학 창의설계 경진대회와 대학

생 전문대학 실기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그 동안 심

혈을 기울여 준비했던 내용들을 열정을 가지고 발표

하였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화학공학 학술대회가 

단순히 학술교류의 장을 넘어서 한국 화학공학의 미

래를 이끌 학생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소중한 기회

였다고 생각된다.

목요일 점심 총회 전에 형당교육상 수상자인 충

북대 신채호 교수님이 “화학공학 교육 어떻게 시켜

야 할까?”, 학회 기술상 수상자인 희성촉매 한현식 

부사장이 “Catalysis and Heesung Catalysts” 라는 제

목으로 수상 기념 강연을 해 주셨다. 학회상 수상자

의 강연을 통해 회원들이 미래세대를 위한 화학공

학 교육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훌륭한 연구성

과를 공유함으로써 화학공학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었다. 정오에 개최된 총회에서는 학회 업

무 보고와 승인 사항 그리고 심의 안건들이 논의되

었다. 특이할 만한 사항은 한국화학공학회 일본지부 

출범식이 진행된 것이다. 일본지부 초대 지부장으로 

추대되신 신슈대학의 김익수 교수님의 활기찬 소감

과 포부를 들으면서, 청중 모두가 일본 지부의 출범

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발전을 기원하였다. 총회 이

후 간친회가 진행되어 회원들이 담소를 나누면서 점

심식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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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목), 25일(금) 양 일간 부문위원회가 주관하

는 구두 발표도 진행되었다. 부문위원회 구두 발표 

세션에서 8분의 keynote speaker가 발표하였다. 포

스터 발표는 양 일간 4 세션으로 나누어서 진행되었

고, 우수 포스터 발표 신청 학생에 대해 엄정한 평가

도 이루어졌다. 25일(금) 오후 Closing ceremony에서

는 목, 금 양일 발표되었던 논문 중 우수 구두 발표상

과 우수 포스터 발표상 및 회명 대학원 연구상을 선

정하여 시상하였다. 마지막으로 많은 대학생 및 대

학원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쁨과 아쉬움의 탄성

이 연발하는 경품 추첨시간으로 학술회의 행사는 마

무리 되었다. 

우리 나라 연구개발의 중심도시인 대전에서 2019

년도 가을 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

록 열심히 준비한 50대 한국화학공학회 임원진, 학

술대회 준비위원회, 사무국 직원, 홍보 전시 부스 참

여업체 및 행사 staff 학생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특

히 행사준비에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신 대전충남지

부 지부장님 이하 회원들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51

대 임원들께서 더욱 알차게 준비할 2020년도 봄 학술

대회에서 회원들을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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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화학공학 대학생  
Fun & Fun Festival 행사보고

장재형 

한국화학공학회 홍보이사, 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j-jang@yonsei.ac.kr

1년여의 준비 끝에 드디어 10월 25일 2019년도 화

학공학 대학생 Fun & Fun Festival이 시작되었다. 본 

행사는 미래 한국의 화학공학을 이끌어 갈 차세대 

주역들인 전국 화학공학과 학부생들이 수업시간에 

배운 다양한 화학공학 지식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아

이디어를 구현하고 함께 나누며 즐기는 학문적인(?) 

축제 행사라고 할 수 있다. 가을 학술대회 마지막 날 

오후, 대부분의 학회 참여자들이 서둘러 마무리를 

짓고 빠져나가 한적했던 학회장을 활기 넘치는 학부 

학생들이 채우며 다시금 학회의 분위기를 반등시키

고 있었다. 한국 화학공학 관련 최고의 학회에서 발

표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상기

된 모습이었고 결연한 모습까지 보이는 학생들도 다

수 있었다. 본 행사 진행을 처음으로 맡게 된 필자로

서는 행사 전에는 분위기를 좀처럼 짐작하기 어려웠

으나, 행사 참석을 위해 각지에서 속속들이 도착하

는 학부생들의 표정을 보고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었

다. 진지하게 참여하는 학부생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학생들에게 훌륭한 경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행사 

진행과 심사에 만전을 기해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

었다.

본 행사는 화학공학 관련 참신한 아이디어의 경

연이라는 공통적 목표를 구현하는 방식에 따라 총 4

가지 파트로 나뉘어 진행된다. 동영상, 구두발표 및 

포스터 형식으로 발표가 진행되고, 전문대학 학생들

의 구두발표도 함께 진행된다. 지난해와 비교하여 

참여인원은 큰 변동은 없었으며, 동영상 11팀, 구두

발표 16팀, 포스터발표 10팀, 전문대학 경진대회 총 

15팀이 참가하였으며 350여명 이상의 학부생들이 참

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모든 팀이 발표 주제를 포

괄할 수 있는 참신하고 창의적인 발표제목과 팀명으

로 참여를 하였으며, 한 강의실에서 모든 발표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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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했던 이전과는 달리, 각 영역별 발표를 개별 강의

실에서 진행하여 전 과정이 시간에 쫓기지 않고 순

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다. 발표 경험이 많지 않은 학

부생들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학생들이 주어진 시간

을 충실히 지켜가며 매우 유창한 발표 실력을 발휘

하였다. 본 행사를 대하는 학부생들의 진지함이 느

껴졌으며, 많은 노력과 연습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

었다. 학부생들이 선정한 주제들은 다양하였지만 주

로 환경 및 소재 분야에 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룬 것

으로 미루어 보아 현재 화학공학 학부생들의 최대관

심분야는 환경 및 소재 분야임을 유추할 수 있었다. 

한 가지 향후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은 참여하는 지

역 및 소속 대학이 일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

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참

여 격려를 통해 다양한 지역 소속 대학생들이 고르

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

다. 각 파트별 발표는 제 시간에 마칠 수 있었으며 심

사 집계를 하는 동안, 참석한 학생들의 긴장 해소와 

의욕 고취를 위한 도전 골든벨 행사도 진행되었다. 

간혹 문제의 난이도가 높은 경우가 있어 우왕좌왕하

는 학부생들도 있었지만 그동안 경직되었던 마음을 

풀기위해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본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기울여 왔던 모든 학생

들의 값진 노력, 학부생들이 행사 참여에 부여하는 

의미, 또한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발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험의 귀중함을 알기에 Student Chapter 지

도위원회 소속 심사위원 교수님들께서는 공정한 심

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보다 공정한 심

사를 위해 각 영역별 최소 세분 이상이 심사를 맡아 

주셨다. 우수 발표작품을 선발하기 위해 학회 마지

막 시간까지 많은 애를 써주신 심사위원 교수님들께 

감사를 드린다. 모든 학생들이 최선을 다했기에 우

열을 가리는 것이 쉽지 않았으며, 학생들의 사기 진

작을 위해, 참여한 모든 학생들에게 장려상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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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상을 수상하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전문대학 실

기경진대회에서는 다수의 팀 참여를 독려하고, 우열

을 가리는 방식이 아닌 화합의 방식으로 진행방식

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의 명칭을 후원 회사의 명칭

으로 변경하였다. 개/폐회사 및 시상을 해주셨던 이

관영 수석부회장님, 행사 총감독을 맡아주신 교육 

인재양성위원회 정찬화 위원장님, 행사 준비 및 진

행 전반을 맡아주신 윤주향 차장님과 사무국 선생님

들, 심사를 맡아주신 Student Chapter 지도위원회 교

수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무엇보다도 

성공적인 본 행사 개최를 위해 기여한 주역들은 2019

년도 대학생 임원진이었다고 생각한다. 학기 중이

고 가깝지 않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행사준비를 위

한 Student Chapter지도위원회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

해주었던 것과 대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해주었던 것, 

늘 에너지 넘치는 열정적인 자세로 행사 보조를 해

주었던 것이 본 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

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다른 화

학공학도들의 여러 이론을 접하는 자세 및 이를 활

용한 참신한 아이디어 표현의 다양성, 그리고 무엇

보다도 참여한 모든 학부생들의 화학공학에 대한 열

정을 통해, 참여한 학부생들은 많은 도전과 의욕을 

느꼈을 것이다. 이는 앞으로 학부생들의 우수한 커

리어 개발에 든든한 초석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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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화학공학 Fun & Fun Festival을 
마치며

김윤하 

전국 대학생 회장, 충남대학교 화학공학과 

dbsgk9819@naver.com

2019년 10월 25일(금)에 열린 Fun & Fun Festival

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었다. 한국화학공학

회 대학생 임원도 처음이고 Fun & Fun Festival의 진

행을 맡게 된 것도 처음이라 일찍 도착해서 미리 준

비를 해 뒀어야 하는데 다행히도 충남대학교와 가

까운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어 순조로운 진행

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었다. 개회식이 시작하기 전

에 대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에게 명찰을 나누어 주었

는데 생각보다 매우 많은 학생들이 대회에 참가하였

다. 다들 팀을 이루어 다양한 작품을 가져와 주었는

데 그 학생들 사이에서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대학

생 임원진 모두 대회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열정을 

보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었다.

이번 년도 Fun & Fun Festival엔 총 9명의 임원진

이 행사 진행을 맡아 주었다. 3명씩 나누어 동영상

발표부문, 구두발표부문, 전문대학 발표 부문으로 

operator를 맡았다.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한 부문

의 발표 당 3명의 operator는 충분히 많다고 생각을 

하였다. 하지만 대회가 시작하기 전 발표 자료 확인

과 발표 장소 확인, 발표 장소 내의 의자가 충분한지 

확인, 대회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문의를 받는 등 시

간적 여유가 없었으며 대회 도중에는 발표 자료를 

틀어주고 시간 초를 재고 학생들이 순서에 맞게 발

표를 잘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는 등의 일을 하

며 최소 3명은 필요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만

약 대학생 임원진의 참여율이 저조하여 9명보다 더 

적은 학생들이 대회 진행을 맡아주었다면 많이 힘들

었을 것이다. 

대회를 진행하는 동안 다양한 지역의 학교에서 

온 학생들의 발표를 보았는데, 아주 오래 전부터 열

심히 준비했다는 것이 느껴졌다. 왜냐하면, 절대로 

짧은 시간 내에 그러한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PPT 혹

은 포스터, 동영상을 만들며 발표를 할 수 없을 것이

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모두 한국화학공학회 가

을 학술 대회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다는 것을 느

껴 모두가 상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구는 성공적인 발표를 마쳐 표정이 좋고 또 다른 

누군가는 생각보다 발표를 연습 때만큼 못해 아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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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정을 담고 있었지만, 대회에 참여해 본 사람의 입

장으로서 많이 노력했다는 것을 알아 모두에게 위로

를 해주고 싶었다. 심사를 맡아주신 교수님들이 모

두 이런 학생들의 노력을 알아주길 바랐다.

 모든 대회가 끝나고 임원진들이 사전에 낸 문제

로 도전 골든벨을 진행하였다. 다들 대회가 끝난 후

라 많이 지치고 힘들어서 참여율이 좋지 않을까봐 

걱정을 하였지만, 다들 대회 할 때 만큼의 열정으로 

도전 골든벨에 참여해주었다. 대학생 임원진 부회장

님과 함께 진행을 맡았는데 너무 잘 맞아서 진행을 

하는 내내 너무 재미있었다. 또한 학생분 들이 모두 

질서 있게 참여해 주어서 훨씬 수월하였다.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많은 문제를 내지 못해 아쉬웠지만 

시간 조절 측면에서는 효율적이었다.

 2019년 5월에 처음 만난 대학생 임원진들과 총 2

번의 회의와 1번의 행사 진행을 하면서 많이 친해

질 수 있을 거란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2019년 대학생 임원진의 팀워크는 정말 좋았다고 말

할 수 있다. 모든 임원진분들의 책임감에 너무 감사

했고 덕분에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었다. 한국화학

공학회 대학생 임원진을 하면서 다양한 학교의 화학

공학과 학생을 만난 것만으로도 충분했는데, 함께 

뜻 깊은 추억을 만든 것 같아서 너무 뿌듯했다. 대학

생 임원진분들과 같이 만나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사람들만 모일 수 있나 생각이 들 정도

로 나에게 매우 소중한 사람들이 되었다. 대학생활

을 하면서 가장 생각나고 보람 있었던 일을 떠올리

면 제일 먼저 한국화학공학회 대학생 임원진 회장을 

맡은 일이 떠오를 것 같다. 이런 기회를 준 많은 학생

분 들에게도 감사하고 누구보다 책임감 있고 배려심 

있게 행사 진행을 함께 맡아준 대학생 임원진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단 말을 전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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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화학공학과 

Sungwon.hwang@inha.ac.kr

일본의 삿뽀로를 처음 방문해서인지 설레는 마음

으로 공항 입국장에 도착하였다. 영화 러브레터의 

촬영지이자 눈 축제로 유명한 삿뽀로는 오래 전부터 

한번쯤은 꼭 방문하고 싶은 곳이었다. 처음 도착한 

날 저녁에는 아쉽게도 비가 계속 내렸지만, 다음 날

에는 다행스럽게도 날씨가 화창하고, 공기가 맑아서 

행사를 참석하기에 좋은 날씨였다.

격년으로 개최되는 APCChE 학회는 올 해에 18번

째 주기를 맞이하여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동안 

삿포로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었다. 여느 학회나 비

슷하게 scientific session, student programs, exhibition

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번 학회는 2016년부터 2030년

까지 UN(United Nations)과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인 

‘지속가능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와 뜻을 같이한 ‘Chemical Engineering for 

Sustainable Goals’의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서 다양한 세션이 개최되었고, 특히 Session 3에서는 

East Asian Joint Session으로 ‘Critical SDGs in highly 

industrialized economies’의 주제하에 한국, 일본, 대

만의 학자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를 위해서 단국대학교의 오경근 교수, 한양대학교

의 김태현 교수, 중앙대학교의 이철진 교수, 한국과

학기술연구원의 이웅 박사가 한국화학공학회의 대

표로 참석하여 발표하였다. 

또한, 나의 관심분야인 ‘Process System Engineering’ 

세션에도 많은 학자들이 참석하여 ‘Process Operation, 

Monitoring, and Control’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발

표하였다. 특히, 최근의 기술 동향을 반영하듯 deep 

learning의 기술을 적용한 연구가 많이 발표되었으

며, 일본의 많은 학자들은 제약산업과 관련된 다양

한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진행하여 청중의 많은 관

심을 자아냈다. 또한, 다양한 주제의 포스터 발표를 

보면서 연구의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현재 

삿뽀르의 파나소닉 시계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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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는 연구의 개선방향을 고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학회 둘째 날 저녁에는 한국, 일본, 대만의 화학

공학회 임원들이 만나서 협력방안을 구축하는 회의

를 가졌다. 한국에서는 경희대학교 김우식 교수 (49

대 한국화학공학회 회장), 고려대학교의 이관영 교수 

(현 수석 부회장), 성균관 대학교의 채희엽 교수(국

제협력위원회 위원장)가 참석을 하였으며, 일본에서

는 교토대학교의 K. Sotowa 교수, Hiroshima대학교의 

T. Tsuru 교수, Tokohu 대학교의 Y. Fukushima 교수

가 참석을 하였고, 대만에서는 NTHU(National Tshing 

Hua University)의 S. W. Chen 교수, NCKU(National 

Cheng Kung University)의 B. H. Chen 교수가 대표로 

참석하였다. 저녁식사를 같이하면서 화기애애한 분

위기 속에서 향후 세 나라의 화학공학회의 발전을 위

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이번 회의를 통해 

한-일 공동세션, 한-대만 공동세션, 일-대만 공동세

션, 등 별도로 진행하던 joint session을 향후에는 세 나

라가 통합해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외에도 학

생의 인턴십 교류, 교육자료 공동개발, 각 학회의 저

널을 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26일 저녁에는 congress dinner에 참석을 하여, 다

양한 분야에서 연구하는 국내 및 국외 연구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연구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향후 연구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번 학회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비롯한 33개

의 나라에서 1,800명 이상의 학자들이 참가하여 화

학공학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이를 통해서 융합연구에 대해 다

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앞으로 2

년뒤인 2021년 8월 16~19일에 말레이지아의 쿠알라

룸푸르에서 열리는 APCChE 2021을 기대한다.

컨벤션 센터 앞에서 촬영한 일행의 모습

한국, 일본, 대만 화학공학회의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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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화학신소재공학과 

김소은, 신선해, 안정민, 정혜민, 홍혜지

Asian Pacific Confederation of Chemical Engineering 

Congress(이하 APCChE)는 한국, 중국, 일본, 뉴질랜

드, 호주 등과 같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13개 국가

로 이루어진 국제 연합 화학공학 협회로서, 1975년

에 설립되었습니다. 1978년 첫 번째 총회 이후로, 이

번에 저희 팀이 참가한 APCChE 2019는 18번째 개

최입니다. 이번 학회는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일본 

삿포로에서 개최되었으며, 33개의 지역 및 국가에

서 1800명 이상의 참가자가 참여했습니다. 특히 이번 

학회의 주제는 Chemical Engineer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ChE4SDGs)로, 지속가능한 발전

을 위해 화학공학도로서 할 수 있는 연구를 모색하

는 것이었습니다. 지속 가능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된 밀레니엄개발목표(MDGs)를 종료하고 2016

년부터 2030년까지 새로 시행되는 유엔과 국제사회

의 최대 공동 목표입니다. 17가지 주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아 종식, 양성평등, 

사회기반 시설 구축과 같이 인류의 보편적 문제, 지

구 환경문제, 경제 사회문제 등이 포함됩니다.

저희 팀은 APCChE 2019의 special session 중 하나

인 student program에 참여했습니다. 저희 팀의 아이

디어를 간략하게 담은 초록을 한국화학공학회에 제

출하였고, 이 프로그램에서 한국 대표로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주기적인 회의와 여러 

교수님들의 조언으로 저희의 아이디어를 조금 더 구

체화시켜서 프로포잘에 담아내었고 이것이 APPChE

의 우수 프로포잘로 선정이 되어 감사하게도 주

최 측으로부터 상금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Student 

program에서 여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학생들이 

지속 가능한 목표(SDGs) 달성을 위해 제안한 연구 

주제를 발표하고, 포스터 세션을 가지며 서로의 주

제에 대한 토론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발표에 앞서 화학 공학의 

관점에서 가져야 할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자세

를 주제로 일본의 야마구치 대학교의 Yuya Hayashi 

교수님과, 필리핀 대학교의 Joy. D Ocon 교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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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 시간이 있었습니다. 특히 Ocon 교수님께서 off-

grid island의 예시를 통한 디젤 연료에서 재생 에너지

로의 전환에 대해 강연하셨는데, 지속 가능한 발전 

기술의 경제적인 면과 현실에서의 적용에 대한 부분

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포스터 세션에 앞서 각 학생 팀들의 주제를 발

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연구 주제들을 보며 화

학 공학이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의 발전을 주도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APCChE 2019에

서 가장 큰 화두가 된 주제는 바이오매스의 에너

지 전환과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였습니다. 특히 

“Hydrothermal carbonization of bamboo waste as a 

cathode electrocatalyst support for oxygen reduction 

reaction,”을 주제로 한 발표가 인상깊었고, 저희 팀

의 주제인 “Eco-Friendly Agricultural Product Storage 

System Using Adsorption Cooling”과 관련이 깊었던 

와세다 대학교의 “A sustainable solution to provide 

100 % electricity to least developed countries: Case of 

Mozambique,” 팀과의 토론도 즐거웠습니다.

그 후 SDGs의 17개 과제에 대한 토론과 네트워킹 

시간을 보낸 후 Student program을 마쳤습니다.

저희 팀은 에너지 빈곤 지역을 위하여 흡착 냉

방을 이용한 농산물 저장 시스템(Eco-Friendly 

Agricultural Product Storage System Using Adsorption 

Cooling)을 고안하였습니다. 세계 인구 중 11퍼센트

는 만성적인 식량부족과 영양결핍으로 고통받고 있

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지

역인데, 농업 인구 비율이 약 70퍼센트로 높음에도 

작물 보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빈곤율이 높

습니다. 열악한 저장 시스템으로 버려지는 농작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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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고, 불안정한 수급 문제와 과한 유통비용으로 고

통받는 이러한 빈곤 지역을 위해 공동체 단위에서 

사용 가능한 최적의, 그리고 지속 가능한 농산물 보

관 시스템을 고안하고자 했습니다. 기존의 전기식 

냉방은 작동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불소계 

냉매를 사용하여 지구 온난화를 유발합니다. 하지

만 에너지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적 특성을 고

려하여 기존 장치의 5~10% 정도의 에너지를 사용하

는 흡착 냉방 기술을 농작물 보관 시스템에 적용했

습니다. 흡착 냉방은 또한 물 등의 친환경적인 냉매

를 사용하고, 공장의 폐열 정도에서 얻을 수 있는 낮

은 열원을 이용하기에 친환경적입니다. 또한 저희 

팀은 장치의 에너지원으로 기존에 흡착 냉방 기술에 

자주 사용되는 태양 전지 대신에, 태양열 발전을 사

용하고자 했습니다. 태양열 발전을 이용하면 24시간 

구동되는 독립적인 농산물 저장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태양열 발전에 의해 생성된 온수는 흡착 

냉방의 열원으로, 생성된 소량의 전기는 시스템에 

필요한 전력으로 사용하여 시스템을 구동하는데 필

요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저희 팀이 고안한 농작물 보관 시스템은 추가적

인 외부 전력이 필요하지 않은 독립적인 시스템으

로 일관된 식량 수급에 도움이 되어 기아 문제를 해

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청정에너지를 사용

하므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여 기후 문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APCChE 2019 conference 참가는 화학공학자로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방법에 대해 생

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네트워킹 시

간을 통해 여러 국가의 화학공학과 학생들이 환경 

문제와 기아문제, 양성 평등 문제 등의 과제 중 어떤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 연구했는지 알

고, 토론할 수 있던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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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 화학공학 공정설계 경진대회  
행사보고

박경태 

공정시스템부문위원회 기획위원, 숙명여자대학교 화공생명공학부 

ktpark@sookmyung.ac.kr

한국화학공학회 공정시스템부문위원회(위원장: 

영남대학교 정재학 교수)에서는 화학공학도를 꿈꾸

는 대학생들의 화학공학 전반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

키고 공정설계 역량을 높이고자 제8회 전국 화학공

학 공정설계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표1). 이번 대회

를 위해 AVEVA, 한화케미칼, SK에너지, SK건설에

서 후원하였으며, 숙명여자대학교 화공생명공학부

에서 협찬하였다.

AVEVA에서는 참여 학생들에게 플랜트 공정설계

용 상용 모사기인 PROII 소프트웨어를 대회기간 동

안 제공하였으며, 대회 후원과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올해로 8회차를 맞는 본 대회에서는 지난 7

회 대회와 비슷한 규모의 참가자(34개 대학, 70개팀, 

259명)를 확보하여, 공정 설계 및 플랜트 엔지니어링

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경진대회의 문제는 AVEVA에서 심혈을 기울여 

출제하였으며, 800MW급 천연가스복합화력발전 공

정에 대한 개념설계 및 경제성 평가에 대한 문제

(Title: Feasibility study of NGCC power plant)가 출제

되었다.

참가팀들이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평가하는 1차 

심사와, 이를 통과한 팀들의 발표평가로 진행되는 2

차 심사를 위하여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

회가 구성되었으며, 심사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심사

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차 심사를 통해 15

팀을 선발하였고, 2차 심사에서는 대상 1팀, 최우수

상 3팀, 우수상 3팀, 장려상 3팀, 입선 5팀을 선별하

표 1. 제8회 전국 화학공학 공정설계 경진대회 주요 일정

대회 개최 안내 5월 14일
공정설계 경진대회 개최 안내
(한국화학공학회 홈페이지)

참가접수 마감 6월 1일
경진대회 참가신청 마감
(34개 대학, 70개팀, 259명 참가)

문제공고 6월 25일 한국화학공학회 홈페이지에 공고

오리엔테이션 6월 28일 PROII SW 교육 지원 (AVEVA)

답안제출 8월 24일 결과 보고서 접수

1차 심사 8월 27일 서류 심사(2차 심사 후보 선정)

2차 심사 9월 19일 구두 발표 심사

시상식 10월 24일 시상식 개최(가을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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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표 2). 선별된 15팀 전원에게는 한국화학공학회 

가을 학술대회를 통하여 상장과 소정의 상금을 지급

하였다.

이번 경진대회를 통하여 화학공학도의 길을 걷고 

있는 전국 대학생들의 공정설계와 플랜트 엔지니어

링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뛰어난 자질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속적인 대회 운영을 통하여 공정설계 및 

플랜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을 고취

시키고 역량개발에 도움을 주어서, 플랜트 엔지니

어링 분야에 적합한 고급 인재가 지속적으로 배출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표 2. 제8회 전국 화학공학 공정설계 경진대회 수상팀(총 17팀)

상명 팀명
공정설계 경진대회 개최 안내

(화학공학회 홈페이지)

대상(한국화학공학회장/AVEVA상) WOOSEUNG_GAK 이화여자대학교

최우수상(한화케미칼 상)
최우수상(SK에너지 상)
최우수상(SK 건설 상)

YBG
C2H2

Chemistory

서울대학교
서강대학교
전북대학교

우수상
우수상
우수상

J.J.B
Plant-II

AMPLIFY

홍익대학교
건국대학교
서울대학교

장려상

장려상
장려상

공대1호관 156호

PROPRIDE
Big Picture

충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입   선
입   선
입   선
입   선
입   선

Disk
쿠오바디스

참가에의의를두조
Chemcorder

P2P

건국대학교
울산대학교
아주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홍익/가천/상명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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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한국화학공학회 생명공학 경시대회가 

고려대학교 신공학관에서 9월 28일(토)에 성공적으

로 개최하였다. 본 경시대회는 화학공학, 생물공학 

및 생명공학 관련 학과의 학부생들이 참여하는 행사

로 LG화학의 후원과 생물화공부문위원회의 주관으

로 실시하고 있다. 생물·생명공학 분야를 이끌어나

갈 우수한 인재들의 저변을 확대하고 해당분야에 대

한 관심을 고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본 행

사는 올해로 20회째를 맞이한다. 관례에 따라 전년

(2018년)도 생물화공부문위 위원장인 고려대학교 심

상준 교수와 총무간사인 필자가 주 업무를 담당하여 

진행하였다. 분야는 효소공학, 분자생물학, 응용미

생물학, 생물분리정제, 배양 및 생물반응공학 다섯 

과목으로 구성되며 각 분야의 문제들을 강원대학교 

하석진, 영남대학교 서정현, 성균관대학교 우한민, 

광운대학교 박철환, 서강대학교 나정걸 교수가 각각 

나눠 출제하였다. 경시대회 응시학생 수는 22개 학

교에서 총 63명이었으며, 대회는 미리 선택한 네 과

목에 해당하는 문제를 2시간 10분 동안 풀이하는 방

식으로 진행되어, 시험 종료한 후 경시대회 운영위

원들의 꼼꼼한 채점을 통해 응시자의 순위를 결정하

였다. LG화학의 후원금으로 금상 수상자(중앙대학

교 김명세 학생)에게는 2백만원의 상금이 지급되었

으며, 은상 2명, 동상 3명, 장려상 5명의 학생들에게

도 각각 상장과 상금을 수상하였다. 또한, 수상한 학

생들은 12월 20일 서울 마곡에 자리 잡은 LG화학 연

구소를 방문하여 LG화학 자체 초청 행사에도 참가

하게 된다. 이 자리에서는 LG화학의 생명과학분야 

연구소장님을 비롯한 핵심연구진으로부터 생명/생

물공학 분야에서 수행되는 최신 연구를 소개받고 진

로에 대해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본 경

시대회를 지속적으로 후원해주시는 LG화학 생명과

학 임원분들과 경시대회 운영 및 수상자 선정 등에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전전년 부문위원회 이상엽 위

원장 및 정기준 총무, 정성 어린 문제를 준비해주신 

출제위원들, 그리고 주말임에도 기꺼이 나와서 격려

해주신 심상준 위원장을 비롯하여 채점해주신 나정

걸, 박철환, 박시재, 우한민, 서정현, 서상우 교수 등

등 많은 분들의 적극적 관심과 헌신적 노고가 있었

다. 또한, 고려대 대학원생 분들 김우현, 노혜진, 조

승준, 양수지, 이정섭)이 행사 진행을 도왔으며, 한

국화학공학회 담당 선생님들이 행사 접수/정산 등의 

업무 지원으로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지난 20년간 진행된 본 경시대회는 어느덧 생명공학 

분야의 대표적 행사가 되었으며, 향후에도 전통과 

권위의 행사로 지속되리라 기대한다. 올해 본 행사

에 함께 해준 모든 분들의 열정을 기억하고자 이상 

행사 소식을 마감하고자 한다.

제20회 한국화학공학회 생명공학 경시대회
(LG화학 후원) 행사보고

백승필 

제20회 생명공학 경시대회 준비위원회 총무간사, 고려대학교 생명정보공학과  

spack@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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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전국대학생 화학공학 학력경시대회
(이동현상) 행사보고

남재욱 

이동현상경시대회 간사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jaewooknam@snu.ac.kr

한국화학공학회에서는 화학공학의 발전을 위하

여 1990년부터 이동현상부문위원회 주관으로 ‘전국

대학생 화학공학 학력경시대회(이동현상)’를 개최하

여 오고 있으며, 올해로 30회째 경시대회를 맞았다. 

금년도 이동현상경시대회(약칭)는 2019년 9월 28일 

(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공과대학에서 개최되었다. 올해 초 금년

도 이동현상부분위원회 위원장 고려대 정현욱교수

님으로부터 경시대회 간사를 맡아 달라는 요청을 받

고서 경시대회 위원장님이신 이원보 교수님을 도우

면서 경시대회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다.

금년도 이동현상경시대회의 경우 학교별 지원자 

및 응시자 현황은 작년 47명에 비하여 크게 감소하

였다. 16개 대학에서 34명의 학생이 지원하였으나 실

제 응시인원은 14개 대학 27명이었다. 응시자 전원에

게는 준비한 기념품(여행용 파우치)을 주었다. 특히 

이번 경시대회의 경우 화학공학회 주관의 다른 학력

경시대회(생물공학)와 겹치는 관계로 인력이 분산된 

것으로 생각이 되나, 이를 감안하고도 크게 줄어든 

점이 많이 아쉬웠다.

최근 추세를 보면, 점차 경시대회 참석률이 생각

보다 낮아지는 이에 대하여서, 경시대회 이후에 채

점 및 회의 도중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으나, 그 중 

가장 합리적인 이유로는 아무래도 최근 많은 학교들

에서 4학년 “이동현상” 혹은 “전달현상” 과목 없이 3

학년 “유체역학”과 “열 및 물질전달” 등의 과목들로 

대신하는 경향이 많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기존의 

경우 4학년 1학기때 “이동현상” 과목을 수강한 상태

에서 충분히 해당 경시대회에 대한 자연스러운 홍

보가 되었던 점에 비하여, 최근 학생들은 4학년 1학

기 때 이동현상 관련 과목들을 듣지 않는 경우가 많

아 생기는 현상이 아닌가 사료된다. 따라서, 가능하

다면 3학년 2학기때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홍보를 

하고, 4학년 1학기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경시대회 

날짜를 5월 중순 혹은 하순으로 옮기면 어떻겠냐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하여서는 다음번 이동현상 

경시대회 위원장님과 간사 교수님들께 의견을 구할 

예정이다.

그림 1. 경시대회 문제를 풀고 있는 응시자들과 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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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자 명단은 [표 1]와 같다. 12인으로 구성된 채

점위원들이 시험 종료 후 곧바로 채점하여 집계한 

결과, 200점 만점에 평균은 59.3, 표준편차는 21.8, 최

고점은 148점이었다. 금상 수상자는 10월 25일(금) 

한국화학공학회 가을 총회 및 학술대회(국제 심포지

엄) 시상식에서 시상하며, 다른 수상자들에게는 상

장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금년도 경시대회 문제 구성은 [표 3]과 같다. 경시

대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문제 

출제였다. 단 문제의 난이도가 증가한 관계로, 문제

를 기존의 12문제에서 11문제로 줄였다. 

4월에 개최된 봄 학술대회의 이동현상부문위원

회 회의에서 회원들에게 경시대회 문제 출제에 관하

여 부탁의 말씀을 드린 이후, 5월 중순에 고려대 봉

기완 교수님, 아주대 심태섭 교수님, 명지대 이준협 

교수님, POSTECH 이효민 교수님, 제주대 이효민 교

수님, 금오공대 박준동 교수님을 출제위원으로 최종 

확정하였다. 6월 중순에 출제위원들에게 문제 출제 

요강을 공지하면서 출제위원 당 총 4개의 문제(상/중

상 난이도 2개, 중/중하 난이도 2개)들을 유체역학, 

열전달, 물질전달, 복합전달 분야에서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도록 8월 1일까지 출제해주실 것을 요청

하였다. 8월 15일(수)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경시대

회 문제선정회의를 열고 출제위원들이 출제한 24개 

문제들 중에서 8개 문제들을 결정하고 기출문제집 

‘이동현상의 응용과 해법(5판)’에서 3개 문제들을 결

정하여 총 11개 문제들을 최종 선정하였다. 출제위

원들이 출제한 문제들 중에서 새로운 유형의 참신한 

표 1. 수상자 명단

구분 수상자 소속 시상내역

금상 김보성 한국과학기술원 생명화학공학과 상장 및 상금 100만원

은상
최경탁
박균호

한양대학교 에너지공학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상장 및 상금 50만원

동상

신현중
박준형
이호원
방준빈
홍성하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연세대학교 화학과
한양대학교 화학공학과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아주대학교 화학공학과

상장 및 상금 20만원

장려상

안상혁
이진우
정욱진
강동화

서강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고분자공학과 
명지대학교 화공공학과
경희대학교 화학공학과

상장(부문위원장 표창)

표 2. 출제문제의 영역별 배점과 비율

영역 신출문제 기출문제 배점(비율)

유체역학 1번 25점 9번 20점 65점(32.5%)
65점(32.5%)5번 20점

열전달 2번 15점 10번 15점 40점(20%)
40점(20%)6번 10점

물질전달 3번 15점 11번 25점 60점(30%)
60점(30%)7점 20점

복합전달 4번 15점 35점(17.5%)

8번 20점

배점(비율) 60점(30%) 140점(70%) 200점(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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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기출문제집에서 

문제를 고를 때는 유체역학, 열전달, 물질전달 분야

에서 문제들이 균형 있게 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을 선정 기준으로 하였다. 

경시대회 문제 선정 이후, 홍익대 류원선 교수님, 

이화여대 이상헌 교수님, KIST 최낙원 박사님, 서울

대 이원보 교수님께서 경시대회 문제와 모범답안 초

안을 다시 검토하시면서 수정 작업을 해주셨다. 이 

과정에서 모든 문제들을 풀어보며 문제가 정확하게 

출제되었는지 모범답안에는 오류가 없는지를 점검

하였다. 특히, 다수 문제들의 표현들과 그림들을 문

제의 의도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였으며 컬

러 인쇄를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경시대회 당일은 맑고 상쾌한 전형적인 가을 날

이었다.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에서는 시험 시작 1

시간 전부터 경시대회 장소에 들어서는 학생들도 다

수 있어서 학생들이 매우 진지하게 경시대회를 준비

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다. 토요일임에도 불

구하고 이동현상부문위원회의 많은 교수님들께서 

경시대회 장소로 와서 시험 감독과 채점을 맡아 주

는 덕분에 경시대회 시작에서부터 채점까지 원활하

게 진행할 수가 있었다. 경시대회 문제를 준비하면

서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고 응시인원

도 다소 적어서 수상자들의 점수가 너무 낮지 않을

까하는 우려가 있었든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채점 

종료 후 금상 수상자가 200점 만점에 148점을 획득하

여, 훌륭하게 준비한 학생들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채점 중에 부정행위가 의심되거나, 혹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없다는 사실은 매우 다행이었다. 

우리 학생들의 노력과 열정을 확인하는 시간이었고, 

경시대회 준비와 운영을 책임지고 이끌어주신 경시

대회 운영위원장 이원보 교수님과 이동현상부문위

원장 정현욱 교수님 덕분에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전국 단위의 행사를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글을 맺으면서, 부문위원회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하여 경시대회 준비를 도와주신 한국화학공학회 

전해상 회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한, 대회

를 준비함에 있어 한국화학공학회 사무국의 김순주 

차장님 이하 직원 분들의 많은 노고가 있었음을 밝

혀둔다. 마지막으로 바쁜 상황에서도, 기꺼이 부문

위원회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참여해주

신 부문위원회 회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관련분

야 회원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내년에는 더욱 참여율

이 좋은 행사가 되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그림 2. 경시대회 채점 중인 사진. 그림 3. 채점 이후 참가 교수님들 단체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