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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동남합성이의갑회장상 수상

➤ 김 태 성 대표 (지디케이화장품(주))

  ‘동남합성 이의갑회장상’은, 국내 계면활성제산업을 활성화시킨 동남합성의 창업자이신 故이의갑 회장님

의 공적을 기리고자 2013년에 제정되어, 콜로이드계면화학 발전에 커다란 업적을 쌓은 공업화학회 회원을 

수상자로 선정하고 있는데, 2019년 제7회 수상자로 제가 선정된 것을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관련되

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추천해 주신 한국공업화학회 콜로이드계면화학분과회 

회원님과 선배님들, 유효정 분과회장님, 문두경 한국공업화학회 회장님, 그리고 본 상을 제정하고 지원해 

주신 (주)동남합성 대표이사님이시자, 미원상사그룹 회장님이신 김정돈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의 수상자님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콜로이드계면화학분야에 있어서 학문적으로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수준 높은 학술적 교류를 통하여 학계와 관련 사업분야에서, 한국

의 높은 위상을 세계에 알리고, 젊은 후배들에게는 세계적 수준의 배움의 장을 마련해 주심으로써, 만인의 

존경을 한 몸에 받으셨던 분들이라 생각되는데, 저 또한 그분들에게 커다란 가르침과 도움을 받았던 후배

의 한 사람으로써, 이번의 수상이 명예롭기 그지없습니다.

  저와 한국공업화학회의 인연은, 1990년 “Separation of mixtures for anionic and nonionic surfactants by 

thin layer chromatography”라는 논문이, ‘공업화학’ 제1권 제2호에 채택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

시, 저는 석사과정을 마치고, (주)럭키 생활용품연구소에서 근무를 시작한 지, 2년 반 정도 지났을 때였으

며, 그 후의 ‘공업화학’의 변천사를, 한국공업화학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
업화학회지는, 1990년 11월 1권 1호를 창간호로 시작으로, 연 4회 발간에, 총 1,000부 정도를 인쇄하는 

수준이었습니다. 1992년 2월 19일에는, Chemical Abstract Service를 위하여 CODEN을 “KOHWE9”로 

배정받았으며, 1992년 3월 3일에는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로, “1225-0112”을 배정받았으며, 

1993년 2월호부터는 연 6회를 발간되게 되었습니다. ‘공업화학’은 2007년부터는 국제적인 학술인용색인

인 Scopus에 등재되었는데, Scopus는 Elsevier에서 출판한 과학⋅기술⋅의학⋅사회과학 분야를 포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초록⋅인용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학술지의 국제화에 발을 맞추기 위하여, 출발 당시의 

영문이름인 ‘Journal of The Korean Industrial and Engineering Chemistry’를 2010년부터 ‘Applied 

Chemistry for Engineering’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한국공업화학회가 약 3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지며,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학회로 발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것은 한국공업화학회를 진

심으로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해주신 회원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그 후, 저는 계면화학의 길로 본격적으로 들어서기 위하여, 석사과정에서 전공한 ‘크로마토그래피를 이

용한 분석화학’을 바탕으로, 일본 국립 오사카 대학 공과대학 응용화학과로 유학을 가게 되었으며, “Studies 

on synthesis and surface-active properties of multiple quaternary ammonium salts”라는 주제로, 

‘Geminic surfactant’ 관련 논문 수편을 발표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동안에, 저는 (주)럭키 생활용품연구소의 선후배님으로부터 물심양면으로 많은 지원을 받았는데, 이 자리를 

빌려 그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 후로 약 20년을 계면화학에 관련된 산업계에 종사하게 되었고, 그 덕분에 훌륭하신 국내외 선후배님

을 만나 소중한 인연과 성과를 만들어 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에게 있어서 ‘계면화학’이란, 단순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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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학문 또는 산업 분야가 아니라, “지금의 내”가 되기까지의 중요한 원동력이었을 뿐만 아니라, 삶 자체

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것이 ‘전통’이고, ‘플랫폼’이라고 생각하며, 제가 그의 일부가 될 수 있

었다는 것에 대하여 자랑스럽고 영광스럽습니다. 이에, 선배님들이 이룩한 자랑스러운 ‘플랫폼’을 십분 기

반으로 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가 주

시기를, 새로운 후배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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