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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멀전, 라텍스의 제조, 포뮬레이션 및 

이들의 응용기술 개발동향 특별심포지엄 후기

➤ 김 영 준 고분자분과회장 (성균관대학교)

  9월 19일 한국공업화학회 고분자분과 주

관으로 진행된 “에멀전, 라텍스의 제조, 포

뮬레이션 및 이들의 응용기술 개발동향”에 

관한 특별심포지엄이 대전 연구개발특구진

흥재단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특별심포지엄은 화장품, 식품, 의약

품에서부터 바이오, IT 및 에너지 산업분야

에서도 견조한 성장을 보이는 에멀전, 라텍

스 소재에 대한 최신 기술개방 동향 파악, 

신기술 정보교환 및 상호 교류의 목적으로 

산업계, 학계의 연사를 중심으로 프로그램

이 진행되었습니다.

  한화 케미칼 오석헌 상무는 Alkali Soluble Resin 소재의 잉크, 도료, 점착제로의 응용에 대해 소개했습

니다. 인체에 무해한 환경친화제품의 많은 니즈에 따라 발전해온 ASR은 또한 작업성, 인쇄성, 전이성, 광

택이 우수하므로 많은 생산과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에멀전 중합의 전반적인 산

업 공정에 대해 아팩의 심명식 사장이 Acryl Emulsion의 제조 및 응용기술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전통적

인 공정에서부터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은 공정까지 산업계의 시각에서의 에멀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LG화학 한장선 전무는 유화중합으로 제조되는 여러 고분자의 예를 구조와 물성의 관점을 통해 발표했습니

다. 특히 상업화된 PVC, 내충격성 고분자 재료, 그리고 수분산성 고분자 재료의 예를 통해 구조, 물성의 

상관관계와 산업에서의 적용을 소개했습니다. 

  인하대 최형진 교수는 에멀전 및 라텍스

를 포함하는 분산 유변학에 대해 기본적인 

유변학의 정의에서 시작하여 에멀전으로의 

응용까지 발표하여 실제 에멀전의 거동을 

이해하는데 유변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상

기시켰습니다. 한양대 김진웅 교수는 양친

성 블록 고분자를 이용한 나노/마이크로 에

멀젼의 제조 및 응용이라는 타이틀로 soft 

material의 특성과 이를 이용한 바이오센서, 

약물전달시스템 등의 여러 차세대 기술과 

응용의 예를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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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화학연구원 최우진 박사는 2007년부터 시작한 화학소재 물성 DB 및 정밀화학 분야 구축 현황을 소

개했습니다. 화학소재정보은행은 해외에 견주어도 상당히 뛰어난 36만 건이 넘는 방대한 물성 DB와 체계

적인 인프라 구축, 그리고 사용자 접근성이 좋은 UI 등의 장점이 있어 밝은 전망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포스텍 철강대학원의 박종명 교수는 수십 년간 관련 분야에서 터득한 전문지식, 경험을 바탕으로 코팅용 

에멀전에 대해 기초 이론, self-stratifying system, self-healing 등 현재 알려진 신기술과 그 응용사례, 수

용성 기술을 이용한 특수 기능성 소재의 예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샘캐미칼의 이정삼 박사는 폴리우레탄

의 기술적 미래방향이라는 주제로 기본적인 폴리우레탄의 물성, 구조, 특성에서부터 실제 여러 공정프로세

스의 종류와 특징, 현재의 기술적 한계와 미래지향적인 PU소재개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마지막 발표는 부산대 송기원 교수가 “현대인의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복잡계(서스펜전, 에멀전 및 겔)

의 레올로지”라는 주제로 유변학의 기원, 상용화되어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화장품, 약품, 식품을 

유변학적 관점으로 해석하고 각기 제품의 유변학적인 제품개발방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의 발표를 통해 여러 기업 및 연구개발 인력들에게 에멀전 및 라텍스를 연구, 제조할 때의 

기본적인 토대부터 연구 방향성을 제시하여 향후 산업계 및 학계에서의 에멀전 및 라텍스의 개발에 큰 힘

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특별심포지엄 구성 및 진행에 한국공업화학회 고분자분과 운영진이 큰 수고를 했고, 본부의 김정돈 

회장님, 문두경 전무이사님의 많은 관심과 학회 임원진, 사무국의 지원 및 한국화학연구원소재정보은행의 

지원으로 성황리에 끝낼 수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끝까지 심포지엄에 함께 참석해 주신 산학연 

참석자 분들과 좋은 강의 들려주신 연사님들, 그리고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