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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추계 학회상 수상자 프로필

롯데산학연협력상

김성수｜경희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

198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학사)
1983 한국과학기술원 (KAIST) 화학공학과 (석사)
1990 Univ. of Texas at Austin 화학공학과 (박사)
1983-1986 KIST 고분자 연구부 연구원
1990-1992 KIST 고분자 연구부 선임연구원
1990-현재 경희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교수
2000-2004 경기도 지역 컨소시엄 사업 부장
2002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교육부총리 표창
2004-현재 경희대학교 디스플레이 부품·소재 지역혁신 센터장
2007-2013 경기도 지역협력 연구센터 협의회장
2008 경기도 과학기술 발전 공로 도지사 표창
2009-2015 경희대학교 공과대학 부학장, 학장
2010 세계시장 선점 10대 핵심소재 기획전담팀 위원
2010 전국 최우수 지역혁신센터 공로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
2017 연구기반 구축활용 공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2017 한국막학회 회장
2019 한국고분자학회 부회장, 산학협동위원장
2019-현재 광전소재 소자 핵심 연구지원 센터장

[수상내역 및 주요업적]

  김성수 교수는 KIST 고분자연구부를 거쳐 경희대학교 화학공학과로 부임하여 다양한 고분자 분야에서 연

구개발에 매진하였다. 고분자 분리막의 제조에 관하여 다양한 소재 및 제조공정을 개발하고 이를 산업화 하여 

국내 분리막 제조산업을 이끌어 왔다. 특히 결정성 고분자를 소재로 열유도상분리 및 연신공정에 의한 다공성 

분리막을 ㈜에코니티와 공동 개발하여 분리막의 국산화에 선도적 역할을 하였고 이를 수처리 및 다양한 분야

에 적용하였다. 또한 폴리올레핀계열의 배터리 분리막을 국내 최초로 습식 및 연신공정으로 개발하여 최근 가

장 유망한 사업으로 평가 받고 있는 배터리 핵심소재 개발에 기여하였다.  

2004년도부터 산업부의 지역혁신센터 사업을 운영하면서 디스플레이 부품소재 분야에서 산업체에 대한 다

양한 지원활동을 수행하였다. 총 60억의 자금을 투입하여 일반 소규모 기업체가 구축하기 힘든 80여 종의 각

종 장비를 구축하였고 기업체들에 대한 장비지원은 물론 각종 기술지도 및 기술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

다.  LCD용 광학 필름 및 back light unit 관련 업체들과의 산학연구들을 수행하여 많은 실적을 올렸고 일부 

제품화까지 달성하도록 산업체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었다.  다양한 디스플레이용 고분자 부품소재의 개발은 

물론 개발된 부품소재들을 실제로 평가용 LC cell 제작에 직접 적용하여 전 과정 평가를 가능하게 하였다. 특

히 flexible display 개발에 관한 WPM 과제를 LG 화학, 아이컴포넌트 등의 참여기업과 공동 수행하여 ALD 

공정 및 nano-composite 재료를 사용하여 수분 및 산소 차단 능력이 전세계적으로 매우 탁월한 barrier film

을 개발하였다. 최근 OLED가 LCD 를 대체하는 추세에 따라 각종 발광재료들을 개발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

는 장비들을 새로이 구축하여 자체연구는 물론 기업체 지원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창업지원 및 기술이전 분야에서도 산업체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었고 지속적인 산업체 간담회 및 워크샵

을 통하여 산업체의 수요를 파악하고 기술 및 시장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체의 기술력 향상과 미래기술 개발을 

지원하였다. 또한 산업체 관련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성공적인 기술교류의 장을 열었다. 한편 디스

플레이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수차례 디스플레이 이론 및 실습교육을 진행하였고 특히 디스플레이 분야 

재직자 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전문성 제고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이상의 산학협력지원 실적을 인정 받

아 교육부총리 표창, 산업부 장관 표창 2회,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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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레이고분자상

이종찬｜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교수

1989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공업화학과 (학사)
199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공업화학과 (석사)
1991-1992 한국과학기술원(KIST) 고분자공정연구실 연구원
1996 미국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공학박사)
1996-1998 미국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Postdoctoral fellow
1998-1999 미국 Kent State University, Liquid Crystal Institute, Postdoctoral fellow
1999- 현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조교수, 부교수, 교수
2000-2002 한국공업화학회 영문지 JIEC 편집위원
2003 한국고분자학회 편집위원
2005-2006 미국 UMass Amherst 방문교수
2007-2009 한국고분자학회 학술이사
2009-2011 한국공업화학회 학술이사
2011 한국화학관련연합회 편집위원장
2011-2013 한국고분자학회 영문지(Macromolecular Research) Editor
2012-2013 ㈜LG화학 기술자문
2012-현재 한국공업화학회 평의원
2014-2016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교무부학부장
2016 한국고분자학회발전위원회 위원
2016-현재 한국고분자학회 평이사
2018-2019 한국공업화학회 고분자분과 위원장
2018-현재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공학단 전문위원

[수상내역 및 주요업적]

  이종찬 교수는 지난 20여 년간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기술인 고분자 화학 및 합성 분야를 중점적으로 

연구하여 총 230여 편의 국내외 논문과 170건(국외 43건, 국내 127건)의 특허를 출원 및 등록하였고 박사 

53명과 석사 36명을 배출하여, 고분자 분야 연구, 교육, 산업 발전에 기여하였다. 지난 10년간 55건의 산학 

및 국책 연구과제를 수행하였고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엔지니어링전문인력양성사업을 통하여 

‘저온 유동성 향상제용 화합물 및 이를 포함하는 저온 유동성 향상제’를 개발하였고 이 기술을 ㈜신일에 기술

이전하였으며 현재 이 물질의 생산 및 기술 개발을 위해 에스아이케미칼이라는 기업이 창업되었고 현재 전라

남도에서 지방중소기업의 창업, 기술개발, 제품생산에 지원하는 e-나라도움사업에서 연구지원을 받아 현재 

제품 대량 생산 방법과 물질의 품질을 검증하는 단계에 있으며 향후 생산제품을 국내 유수 정유회사에 납품을 

기대하고 있다. 수소전기차의 핵심인 연료전지의 고분자멤브레인 개발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30여 편의 

논문과 20여 건의 국내외 특허 성과를 거두었으며 국책 및 산학 과제를 통하여 100% 일본과 미국에서 수입

하는 불소계연료전지막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최근 전기자동차 시대의 도래 가속화로 그 중

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리튬이차전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고분자 합성 기술을 기반으로하는 신개념 고

분자 전해질 개발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관련한 산학 및 국책 과제를 통하여 30여 편의 관련 논문과 특

허 20여 건을 출원 혹은 등록하여 기술이전 등의 사업화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기타 고분자 합성 

기술을 기반으로하는 수처리용 고분자 멤브레인, 항균성 고분자, 나노 복합재료 관련하여 다수의 국가 및 산

학 과제를 수행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3년과 2018년 신양문화재단에

서 수여하는 신양기술상을 2회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이종찬 교수는 한국고분자학회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

고 1999년 서울대학교 교수로 임용된 후 한국고분자학회의 종신회원으로 활발할 학술활동하고 있으며 2003

년 학회 편집위원, 2007-2009년 학술이사, 2011년-2013년 고분자학회 영문지 에디터 활동을 하였고, 2008

년부터 지금까지 고분자학회 평의원, 그리고 2016년부터는 고분자학회 평이사로 학회활동을 지속적으로 수

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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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PTRI 고분자학술상

박철민｜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교수

1992 서울대학교 섬유공학과 (학사)
1995 서울대학교 섬유고분자공학과 (석사)
2001 미국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I.T) 재료공학과 (박사)
1995-1996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위촉연구원
2001-2002 미국 Harvard  화학생물학과 (박사후 연구원)
2002-2006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조교수
2006-2011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과 부교수
2011-현재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교수
2009-2012 제일모직 자문위원
2014-2017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특훈교수
2018-2020 연세대학교 기획부학장
2020-현재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평가전문위원
2019-현재 아모레퍼시픽 자문위원
2019-현재 한국연구재단 미래소재디스커버리 사업단 사업단장
2019-현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겸임연구원

[수상내역] 박철민 교수는 유기 및 유무기 하이브리드 자기조립 소재를 기반으로 인체 정보를 센싱하고 동시에 감지

된 정보를 표시, 저장할 수 있는 소위 사용자 인터렉티브 센싱, 디스플레이 및 메모리의 핵심 소재와 패터닝 공정에 

뛰어난 연구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사용자 인터렉티브 유기 발광 센싱 디스플레이 소재 및 응용에 관한 우수한 연구 

성과(Nature Communications, 2019, 2017; Advanced Science, 2019; Nano Energy, 2019;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2020, 2016)를 세계적인 수준의 저널에 발표하여 관련 연구 분야를 선도하고 있으며, 초유연 

비휘발성 강유전 고분자 센싱 메모리 소재 및 소자(Nature Communications, 2014; Advanced Materials, 2012; 

Advanced Science, 2020;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2013; Nano Letters, 2015)의 원천 기술을 개발하여 

산업체에 기술 이전을 하였다. 또한 자기조립형 블록공중합체 광자결정 반사형 센싱 디스플레이 소재(Nature 

Communications, 2015; Advanced Materials, 2017; Science Advance, 2020;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2019; ACS Nano, 2015)에 관한 우수한 연구 성과를 SCI 최상위 저널에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대표 업적과 더불어 

박철민 교수는 유/무기 페로브스카이트 패터닝, 2차원 소재 복합화 기술 및 에너지하베스팅 기술에 관한 연구에서도 

일련의 성과를 얻었으며, 총 207편의 SCI 논문 출판(상위 10% 논문 총 94편 및 저널 표지논문 24건), 국제 저서 2

편, 국내 특허 47편/해외특허 9편의 등록 및 3건의 기술이전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우수한 연구적 업적을 기

반으로 연세대학교 공대 10대 대표 특허기술(2020/2018), 한국금속재료학회 전자정보재료상(2017), 연세대학교 

우수업적교수상(2011-2017, 2018, 2019), 미래창조과학부 장관표창(2015), 한국고분자학회 중견학술상(2014) 

및 신진연구자상(2006)을 수상하였으며,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특훈교수로 선정되었다(2014-2017). 또한 31건의 

국책연구과제 및 8건의 산학과제를 주도하였으며, 2018년 미국재료학회(Materials Research Society) 춘계학술대

회 조직위원장으로 활동하였으며, 현재 국제 저명 SCI 학술지인 Science and Technology of Advanced Materials와 

Macromolecular Research에서 associate editor로, Journal of Applied Polymer Science와 Electronic Materials 

Letter 그리고 Display and Imaging 저널의 board member로서 활동 중이다.

[주요업적] Nature Communications(2019, 2017, 2015), Advanced Materials(2017, 2011),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2018), ACS Nano(2016, 2015, 2013), Nano Letters(2016) 등 SCI 학술논문 207편.

[주요연구분야] 사용자 인터렉티브 센싱 디스플레이, 자기조립 나노 패터닝, 고분자 강유전/압전 소재, 광자결정 센싱 

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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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학술상

강영종｜한양대학교 화학과 교수

1996 한양대학교 화학과 (학사)
1998 한양대학교 화학과 (석사)
2005 University of Minnesota-Twin Cities 화학과 (박사)
2005-2007 MIT 재료공학과 (박사후 연구원)
2007-현재 한양대학교 화학과 교수

[수상내역] 강영종 교수는 고분자화학의 핵심 분야로 꼽히는 고분자 결정성장 메커니즘 및 물성의 기초적이고 창의

적인 연구를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강영종 교수는 i) 블록공중합체/나노입자를 이용한 광결정, ii) 공융결정화를 

이용한 고분자 반도체 결정성장, 및 iii) 페로브스카이트 나노입자 분야에서 구조 및 물성 규명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많은 우수 연구결과를 도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NT, IT 및 BT 분야에의 응용성 또한 매우 커서 산

업기술의 첨단화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70여 편의 SCI 논문을 국제 저명학술지에 발표하였으며, 가변형 광결정 연

구를 포괄적으로 다룬 저서를 1권 편집/집필하였다. 대한화학회 고분자화학분과 총무(2013) & 학술위원(2013-2014), 

고분자학회 편집부위원장(2013), IC ME&D 총무(2014), KJF-ICOMEP 총무(2014-2015), 공업화학회 고분자분과 

총무(2016-2017), IUPAC-MACRO2020 운영위원(2018~), 고분자학회 국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2019~), 학술

위원회 부위원장(2020), 펠로우선정위원회(2020), 학회발전위원회(2020) 및 이사(2020) 등 많은 활동을 통하여 

한국고분자학회의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 

[주요업적] Materials Today, Advanced Materials,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등 SCI 논문 70여 편

[주요연구분야] 고분자 결정, 광결정, 페로브스카이트 나노입자

김봉수｜울산과학기술원 화학과 부교수

2000 고려대학교 화학과 (학사)
2002 고려대학교 화학과 (석사)
2008 University of Minnesota 화학과 (박사)
2008-2010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화학과 (Post-Doc.)
2010-2015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광전하이브리드연구센터 책임연구원
2015-2018 이화여자대학교 과학교육과 부교수
2018-현재 울산과학기술원 화학과 부교수

[수상내역] 김봉수 교수는 공액(π-conjugated) 고분자 및 단분자의 디자인 및 합성에 관한 연구분야를 선도하고 있

는 중견연구자로 본 중견학술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김교수는 유기태양전지 관련 고분자 및 단분자 소재 개발, 스트

레처블 일렉트로닉스용 유기전자소재 개발, 고분자 및 양자점 패터닝 관련 소재 개발 분야의 연구에 열정적으로 참

여하고 있다. 이 연구분야들에 독창적이고 선도적인 연구결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Nature Communications, 
Advanced Materials, ACS Nano,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Macromolecules, Journal of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 Nano Energy 등 고분자 분야 최고 수준의 저널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국제 SCI 논문 115편을 게

재해 왔고, 26건의 국내외 특허를 등록하였다. 또한, 김교수는 2010년 한국과학기술원 부임 이후부터 춘추계 한국

고분자학회의 제반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한국고분자학회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 고분자과학과 기술지 편집위원

(2013, 2014) 및 편집부위원장(2015, 2016), 운영이사(2015~2019), 재무이사(2018, 2019), 학술위원(2017), 정

책기획위원(2019, 2020), 평의원(2016~2020)으로 활동해오고 있으며, 2016년 IUPAC-PSK40 학회 조직/운영위

원회에 참여하여 학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힘썼고, 2021년 IUPAC MACRO2020 학회의 조직위원회 활동에도 참여

하고 있다. 한국고분자학회가 주최하는 학생/산업체 회원들의 교육 행사인 고분자 아카데미(2016, 2017, 2019) 및 

신기술강좌(2019 추계)에서도 강연을 하며 고분자화학 교육과 분야의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해왔다. 더불어 분

자전자부문위원회의 제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재무이사(2016), 총무이사(2017)로 봉사하였으며, KJF-ICOMEP 

행사에서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주요업적] Nat. Commun., Adv. Mater., ACS Nano, Adv. Funct. Mater., Macromolecules, J. Am. Chem. Soc., 
Nano Energy, Chem. Mater. 등 SCI 학술논문 115여 편

[주요연구분야] 유기태양전지 관련 고분자 및 단분자 소재 개발, 스트레처블 일렉트로닉스용 유기전자소재 개발, 

고분자 및 양자점 패터닝 관련 소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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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학술상

김희숙｜한국과학기술연구원 소프트융합소재연구센터 책임연구원

1999 서울대학교 화학과 (학사)
2001 서울대학교 화학과 (석사)
2007 University of Wisconsin at Madison 화학과 (박사)
2008-2016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원, 선임연구원
2016-현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2017-현재 UST-KIST School 교수

[수상내역] 김희숙 박사는 나노하이브리드소재의 디자인 및 합성에 관한 연구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중견연구자로 본 

중견학술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김박사의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연구주제로 나눠진다. 첫째는, 다양한 종류의 필러

(예를 들어, 카본블랙, 탄소나노튜브와 같은 탄소소재와 금속 나노입자)를 고분자 매트릭스와 복합화한 기능성 복합

재료 연구 분야로 합성에서부터 전자소자로의 응용까지 이르는 새로운 영역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ACS 

Nano, Composite Science and Technology, Composites Part B: Engineering에 이르는 고분자 복합재료 분야의 

최고 수준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다른 하나는 탄소소재 또는 나노하이브리드 소재 기반의 열전 신재생 에너지 소재

를 개발하고 소자화하는 연구 분야로 웨어러블 기기의 자가발전용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Advanced Energy Materials, 

ACS Nano, Energy & Environmental Science와 같은 나노소재 분야의 논문에 게재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 저명학술지 SCI급 논문 60여 편과 50여 건의 국내외 특허를 출원 및 등록하였다. 이러한 연구 성과로 

2018년 과학의 날 기념 국무총리 표창장을 수상하였다. 또한, 2008년 KIST 입원 이후 한국고분자학회의 일반회원 

및 평의원으로 영문지 편집 부위원장(2013-2016), 국문지 편집위원회(2019-현재), 학술위원회(2015-2016), 운

영이사(2017-2018) 등으로 활발히 활동하며 한국고분자학회의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 

[주요업적] Advanced Materials, Advanced Energy Materials, ACS Nano, Energy & Environmental Science, 

Journal of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 Chemistry of Materials등 SCI 학술논문 60여 편

[주요연구분야] 유·무기 하이브리드 소재 계면제어, 고분자 복합재료 및 전자소자 응용, 탄소기반 나노하이브리드 

소재 합성 및 열전 에너지 응용

신진학술상

이동욱｜울산과학기술원 (UNIST) 에너지화학공학과 부교수

2008 한국화학기술원 (KAIST) 생명화학공학과 (학사)
2014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UCSB), 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 (박사)
2014-2016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UCSB), 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 (Post-Doc.)
2016-2020 울산과학기술원 (UNIST) 에너지화학공학과 조교수
2020-현재 울산과학기술원 (UNIST) 에너지화학공학과 부교수

[수상내역] 이동욱 교수는 나노 스케일에서 특정 분자 또는 표면 사이에 작용하는 물리적 간섭력을 측정하고 분석해, 

그 특성을 고분자 소재로 적용하는 기초 및 응용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세포막, 관절 연골 표면의 기초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PNAS 6편, Advanced Funcional Materials 1편, JACS 1편, Nature Communications 1편 등의 저명한 학

술지에 게재하였으며, 표면젖음(wetting)에 대한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로 PNAS 1편, Science Advances 1편 등을 

게재하였다. 또한, 홍합단백질 모사 고분자의 응용 연구를 통해 수중접착제 및 표면 primer로서의 가능성을 보여, 

Nature Materials 2편 및 Advanced Material 1편을 게재하였다. 이동욱 교수는 2016년 울산과학기술원 (UNIST)

에 부임한 이래 다양한 바이오물질 사이의 간섭력 연구를 통해, 이를 고분자 디자인에 적용시켜 점착, 코팅 소재 및 

고분자 복합체를 개발하는 연구를 활발히 수행 중에 있다.

[주요업적]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USA, Nature Materials, Nature Communications, 

Science Advances, Advanced Materials 등 SCI 학술논문 46편, Book chapter 3편.

[주요연구분야] Interfacial physics, Biomimetics, Surface wetting, Adhesive, Lubric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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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학술상

이효민｜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공학교 조교수

2009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학사)
2014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화학공학과 (박사)
2014-2017 Harvard University, John A. Paulson School of Engineering 

and Applied Sciences (Post-Doc.)
2017-현재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공학과 조교수

[수상내역] 이효민 교수는 연성 물질의 계면에서의 구조 및 동적 거동에 대한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능성 

소재를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 이효민 교수는 고분자 박막의 표면과 벌크의 물리·화학적 성질을 개별적

으로 제어하여 공기 중의 수증기를 제어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고 광학용 코팅에 적용하는 응용 연구들을 수

행하여 ACS Nano, ACS Applied Materials & Interfaces, Advanced Materials 등의 세계적 학술지에 게재한 바 있

다. 또한, 고분자와 미세유체기술을 접목하여 미세유체소자 내에서 복합 액적을 설계하고 새로운 미세입자를 제조하

는 연구로 ACS Applied Materials & Interfaces, Chemical Society Reviews, Advanced Materials 등에 게재하였

다. 이효민 교수는 2017년 포항공과대학교에 부임한 이후로 고분자, 생체 분자, 콜로이드를 비롯한 연성 물질과 흡

착, 응축, 젖음 등의 계면 현상을 접목하여 물, 에너지, 환경 등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는 

연구를 활발하게 수행 중에 있다.

[주요업적] Advanced Materials, ACS Nano, ACS Applied Materials & Interfaces, Chemical Society Reviews 등 

SCI 학술논문 19편

[주요연구분야] Functional thin films, Wetting, Droplet microfluidics, Microencapsulation, Artificial cell, Dust air 

filter 

TCI우수고분자연구상

오솔미｜울산과학기술원 에너지화학공학과 석박사통합과정                                                       지도교수: 김소연 교수

2017 울산과학기술원 에너지및화학공학부 (학사)
2017-현재 울산과학기술원 에너지화학공학과 (석박사통합과정)

[수상내역] 오솔미 회원은 학위과정 동안 나노 입자와 고분자를 혼합하여 구성하는 고분자 나노복합체의 다양한 물

리적 현상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구체적으로 고분자 나노복합체를 제조하는 용액 공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비평형 현상을 관찰하고자 하였다. 고분자 거동 분석을 통해 고분자 나노복합체 내의 계면 고분자 특성이 초기 

용매에 의해 크게 변화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에 입자 미세 구조와 최종 물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데 이

를 계면 고분자 층의 특성과 연관 지어 해석할 수 있었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학술지인 Physical 

Review Letters에 논문을 게재하였고, 비평형 현상에 대한 연구를 다양한 고분자 나노복합체 시스템에 대하여 더욱 

확장하고자 하고 있다. 

[주요업적] Physical Review Letters(SCI 학술논문) 단독 제1저자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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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논문상(영문지)

조재영｜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교수

1979/198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공업화학과 (학사/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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