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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대주산학연협력상 수상

➤ 박 종 욱 교수 (가톨릭대학교)

  2015년 한국공업화학회 춘계 총회 및 학술대회를 통하여 의미 있는 상을 수상하게 된 것에 대하여 커다

란 영광으로 생각하며, 한국공업화학회 장정식 회장님, 대주전자재료(주) 임무현 회장님, 그리고 대주산학

연협력상 선발을 위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전체 산업 기술이 고도화, 다양화, 전문화됨에 따라 기술 경쟁력 및 국제화가 국가 경쟁력으로 평가되는 

시대에 공업화학의 중요성 및 역할이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각종 정 화학제품 뿐만 아니라 IT, 환경, 

에너지 산업, 자동차 등에 이르기까지 공업화학은 기존의 기술 능력과 수준을 한 단계 높여 우리나라의 눈

부신 경제 성장과 부가가치를 향상시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성장의 중심에는 항상 한국공업화학회가 핵

심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 18년 동안 교수로 재직하면서 새로운 전자재료들에 대하여 연구 및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저는 공동연구 파트너로서 국책 연구과제를 수행한 대주전자는 물론 삼성전자, 코오롱인더스

트리, 네오뷰코오롱, LG 디스플레이, 동우화인켐, 두산전자, 경인양행, 파낙스이엠, 알파켐, 덕산하이메탈, 

아모텍, 삼원산업, KIST, KRICT,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매우 다양한 기업, 연구소들과 함께 산업체 및 국

책 연구과제를 활발히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산학연의 여러 박사님들과 관계자 분들의 아낌

없는 조언과 도움으로 매우 많은 전자재료들을 합성 제시하였고 약 300여 편의 논문들과 특허들을 발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산학연의 협동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도움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의 인사를 전해 올리고 싶습니다.

  대주산학연협력상 수상의 의미를 되새겨보면 한국공업화학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해야 한다는 책임

감이 듭니다. 이번 수상은 공업화학 발전에 더 충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그 은덕에 조금이

나마 보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전자재료 연구 및 개발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의 말씀을 부탁 드리오며, 다시 한 번 수상의 영예를 안게 해 주신 점에 대하

여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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