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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업화학회 4대 회장 

고 이주성 선생님을 그리며
(1935년 2월 25일 ~ 2018년 2월 26일)

   ➤ 박 정 일 (전 국가기술표준원)

➤ 이 홍 기 (우석대학교 에너지공학과)

➤ 신 성 호 (전 국가기술표준원)

➤ 심 중 표 (군산대학교 나노화학공학과)

  2018년 2월 26일 한국공업화학회 4대 회장을 역임하셨던 泥淨(이정) 이주성 선

생님께서 향년 83세의 나이로 소천하셨습니다. 한달여 병원 중환자실에서 힘들게 

보내시다 급성폐렴으로 영면하셨습니다. 아직도 제자들은 선생님의 인생 가르침

이 필요하고 아직 보내드릴 준비를 하지 못하였기에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습

니다. 가르침의 스승으로서, 인생의 멘토로서, 전기화학분야의 큰 어른으로서 삶

의 나아갈 방향을 몸소 가르쳐주신 선생님이기에 저희에게 남기신 것을 뒤돌아보

며 이 회고록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글은 선생님의 자서전 “고생과 시련을 딛고 우뚝 서다”에 실린 글을 요

약하여 선생님의 삶과 연구 및 사회에 대한 열정을 서술하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1935년 일본에서 태어나셨으나 3살 되던 해에 부친께서 병으로 돌아가시고 1945년 3월경

에 한국(조선)으로 귀국하시면서 함경북도 나진에 정착을 하셨습니다. 15세 되던 해에 6⋅25 전쟁으로 인

해 어머니와 남동생은 북에 두고 두 누님과 함께 잠시 남쪽으로 피난을 떠났는데 이로 인해 평생 이산가족

으로 살아가게 된 일을 가끔 말씀하시곤 하였습니다. 어린 시절 부산에서 부두노동을 하며 누이와 어렵게 

생활하였지만 성실함과 공부에 대한 간절함을 간직하셨으며, 이로 인해 1951년 대학방직협회 급사로 일하

시면 야간고등학교(동아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서울로 환도하여 경신고등학교를 졸업

하고 한양공과대학 화학공학과에 입학하시게 되었습니다. 대학 재학 중에도 등록금 마련을 위해 가정교사

일을 하시면서도 학업을 게을리 하지 않아서 졸업할 때 전교 1등의 최우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 후 국

방부과학연구소에서 군복무하시고 상공부 국립공업연구소(현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근무하시면서 한양대학

교 화학공학과 대학원에서 석사(지도교수 이두겸, 김재원)를 마치셨습니다. 이후에도 상공부 국립공업연구

소에 재직하시다가 1972년 한양대학교 공업화학과 교수로 임용되시면서 28년간 교직에 헌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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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대학원 화학공학과 졸업식

(1963년 2월)

결혼 전 선생님과 사모님. 동덕여고앞에서

(1957년 1월)

  국방부과학연구소(1958~1961) 시절 사모님과 백년가약을 맺으셨는데, 대학 재학 중 가정교사하던 집의 

큰 따님이셨는데 동덕여자고등학교에서 과학교사로 재직하셨습니다. 이후 상공부 국립공업연구소(1961~ 

1972) 시절 화공기사, 공업연구관, 기획실장, 기획담당관 등을 역임하셨으며, 1966년에는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Participant로 Buffalo (S. Mrozowski 교수)와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 L. Walker, Jr. 교수)에서 수학하셨습니다. 

  1973년 한양대학교를 휴직하고 동경공업대학 대학원 종합이공학연구과 전기화학전공의 세키네다로(關

根太郞) 교수 연구실에 박사과정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주제는 “무전해법에 의한 Chromium (III)

의 전해 산화에 관한 연구”이었으며 3년간 집에도 오지 않으시고 5편의 논문을 일본 전기화학회에 실으면

서 박사과정을 마치게 되었는데 그때가 1976년이었습니다. 1982년엔 교육부의 원조로 동경대학 공학부 

광전기화학연구실에서 외국인 연구원으로 1년간 지내시며 광촉매 전기화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셨습니다.

 

젊은 시절 연구하시던 모습 일본 동경공업대학 정문 앞에서

(1973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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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학교에서 교수로 후학양성과 함께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도 물심양면으로 수고하셨습니다. 1985년

부터 6년간 대학원 부원장, 1991년부터 4년간 공과대학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또한, 1995년부터 2년간 한

양대학교 부설 에너지⋅환경기술연구소장, 1996년 신소재공정공학원 사업단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외부 활

동으로 1994년 제3대 전국공과대학장협의회장을 역임하시면서 21세기 공학교육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기

틀을 마련하셨습니다.

전국 공과대학장 협의회 강연회

(1994년 11월)

산학연 저널 인터뷰기사

(1994년 12월)

  대학의 교수로서의 역할과 더불어 생전에 다양한 학회활동을 하시면서 화학공학의 발전에 기여하셨습니

다. 1979년 대학화학회의 기획간사활동을 시작으로 1985년부터 4년간 8대 한국표면공학회 회장을 역임하

셨으며, 이후 1998년부터 대한화학회 및 한국화학공학회 공업화학부문 분과회장 및 위원장을 지내셨으며, 

전기화학 및 연료전지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1993년 한국전기화학연구회 및 한국연료전지연구회 회장을 

하시면서 한국전기화학회가 정식으로 발족하는데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996년 한국공업

화학회 4대 회장을 역임하시면서 학회가 대학 및 산업체와 함께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셨으

며, 그에 따른 애정으로 정년퇴임 후에도 학회 모임 및 학술대회에 늘 참석하시는 열정을 보이셨습니다.

4대 한국공업화학회장 역임 중에

(LG생활건강 임원진 방문)

(1996년 6월)

한국전기화학연구회 세미나에서

(199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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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에 재직하시는 동안 학교의 여러 보직을 역임하시면서도 학생교육과 연구활동에도 열정이 가득하

셨습니다. 그로 인해 박사 10명과 석사 65명을 배출하였으며, 1998년 급작스런 심장수술로 인해 약간의 

공백이 있었으나 2000년 2월 29일 28년간의 교직활동을 마무리하고 정년퇴임하시게 되었습니다. 퇴임 시 

대통령의 “황조근정훈장”을 수상하셨으며, 교육발전을 위해 마지막으로 학교 발전기금을 희사하시면서 한

양대학교 생활에 마침표를 찍으셨습니다.

이주성 선생님 정년기념 국제전기화학 심포지엄

(1999년 10월)

이주성 선생님 한양대학교 정년퇴임식

(2000년 2월)

  선생님께서는 한국의 전기화학분야를 이끄신 별과 같으신 존재로서 연구자로서의 초기시절 도금과 표면

처리분야에 수많은 연구결과를 내놓으셨으며, 이후 한국 연료전지 연구의 선구자 겸 개척자로서 초창기 한

국 연료전지 연구가 반석 위에 올라설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주셨으며, 이를 통해 수많은 제자들이 관련 

분야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버팀목이셨습니다. 퇴임 후에도 명예교수로서 5년간 강단에서 강의를 하시

면서 후학양성에 열정을 바치셨습니다. 이후에는 꾸준히 분당에 위치한 사무실에 매일 출근하시면서 동료, 

제자들과 소통하시면서 인생의 멘토로서 굳건히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1998년 심장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열흘간 무의식상태(coma)에 계실 동안 매일같이 병실 앞에서 툭툭 털고 완쾌되시길 바라던 기억이 아직도 

선합니다. 퇴임 후에도 제자들은 정기적으로 선생님을 찾아뵙고 선생님의 호인 이정(泥淨)처럼 진흙을 맑

게 할 수 있는 인생의 가르침을 듣곤 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기억 속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가르

침대로 세상을 맑게 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겠습니다.

  선생님 존경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이제는 하늘에서 저희들을 지켜봐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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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들과의 송년모임에서 사모님과 함께

(2010년 12월)

제자들과 스승의 날 모임에서

(2012년 5월)

동경공업대학 혼다선생 내외와 함께 동경에서

(2003년 11월)

가족여행

(2008년 9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