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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LG젊은공업화학인상 수상

➤ 박 호 석 교수 (성균관대학교)

  먼저 2019년 한국공업화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제5회 LG젊은공업화학인상 수상 기회를 주신 한국공업

화학회 문두경 회장님, 기금을 출연해 주신 LG화학, 그리고 학회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주신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과 에너지저장 및 환경소재(ESEM) 

연구실의 학생들과 모든 구성원들, 그리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학과 교수님들과 학교에도 깊

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2008년 KAIST 생명화학공학과에서 홍원희 교수님의 지도하에 이온성액체 응용 에너지소재 및 소

자개발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2010년까지 MIT 기계공학과에서 Roger Kamm 교수님 그룹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미세유체 응용 바이오소재를 연구하였습니다. 학위과정과 박사후 연구원 기간 동안 새

로운 분야를 도전해볼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지도 교수님들께 감사드리고, 전혀 다른 연구 

분야를 경험했던 것이 연구책임자가 된 이후에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2010년부터 교수직을 시작하면서 에너지 및 화학물질의 저장과 전환 분야에 관심을 가지면서 연구를 지

속해왔고, 현재까지 Nature Materials, Joule, Energy & Environmental Science, Adv. Mater., Adv. Energy 

Mater., J. Am. Chem. Soc., Nano Letters, ACS Nano 등 최우수 국제학술지에 160편 정도의 논문을 게

재하였습니다. 대표 연구 실적으로는 2차원 나노신소재인 포스포린, WS2, MoS2 등의 에너지저장 메카니즘 

세계최초 규명(Nature Materials, 2019, Adv. Energy Mater., 2016, Nano Letters, 2015), 부피가 1천배 

줄어들 수 있는 고주파수 영역에서 작동하는 유연 슈퍼커패시터 개발(Joule, 2019), 고성능 리튬황 2차전

지용 황 담지용 다공성 그래핀볼 개발(ACS Nano, 2019), 거미줄을 모방한 리튬이온전지 전극 소재 개발

(Adv. Energy Mater., 2017) 등이 있고, 이러한 우수 성과를 인정받아서 Joule, Adv. Mater., Adv. Energy 

Mater., ACS Nano 등지에 5편 이상의 초청 리뷰를 게재하였습니다. 

  2011년부터 한국공업화학회에 종신회원으로 활동을 시작한 이후, 다수의 이사직(학술, 국제협력, 산학협

력)과 분과위원 활동(에너지저장⋅변환, 환경⋅에너지, 무기재료)을 수행하면서, 훌륭하신 연구자들과 많은 

회원님들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번 LG젊은공업화학인상을 수상하면서 지금까지 얻게 된 연구성과

나 수상보다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동료분들이야말로 학회로부터 받게 된 가

장 큰 자산이라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학회에서 받은 도움을 환원하고, 한국공업화학회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LG젊은공업화학인상 수상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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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및 경력

2008~2010 MIT 생물공학과 박사후연구원

2010~2014 경희대학교 화학공학과 조교수 

2014~현재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고분자공학부 부교수

2016~현재 삼성융합의과학원 겸임교수 

2018~현재 성균관대학교 SAINT 겸임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