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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f a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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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12월
고려대학교 문리과대학 이학부 화학공학과 신설(정원 40명)
1963년 12월
문리과대학을 문과대학과 이공대학으로 개편, 이공대학에 이학부와 공학부 설치
1964년 3월
최한석 교수, 초대 공학부장 겸 화학공학과장으로 부임
1967년 3월
고려대학교 부설 생산기술연구소 개소

1970

C

년대

1973년 2월
고려대학교 부설 전자계산소 개소
1977년 12월
이공대학, 이과대학 및 공과대학으로 분리 개편

A

L

1980

B

년대

L

I

1983년 9월
고려대학교 과학도서관 개관
1989년 6월
고려대학교 부설 에너지기술 공동연구소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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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생명공학과
역대 명예교수

E

(1960.09.01-1993.02.28)
(1964.02.26-1983.08.31)
(1966.08.31-2002.02.28)
(1967.02.28-1993.02.28)
(1967.03.24-2001.02.28)
(1969.12.31-1985.02.03)
(1979.02.28-2011.02.28)
(1980.03.01-2009.02.28)
(1987.03.01-2010.02.28)

2000

R

년대

Y

2000년 7월
유변공정연구센터 개소
2002년 3월
학과명 화공생명공학과로 변경
2004년 3월
바이오마커 나노공학연구소 개설
2006년
BK21 고려대학교 화학공학 인력양성 산학연 공동사업단 선정
2011년
BK사업단 평가 전국 2위 선정
2012년
영국 QS 대학평가(Engineering & Technology 부문)에서 세계 100위권 순위 진입
2013년
유기풍 교우, 서강대학교 총장 선출
태범석 교우, 국립한경대학교 총장 선출
김승욱 교우, 한국생물공학회장 취임
이철태 교우, 한국공업화학회장 취임
R
2014년 1월
김성현 교우, 한국화학공학회장 취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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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영홍
· 최한석
· 도동섭
· 김용준
· 전해수
· 강웅기
· 홍석인
· 이철수
· 현재천

G
I

1990년 11월
대학원에 KIST와 학연 석박사 과정 설치
1994년 2월
한국 산학연 종합연구단지(Korea Techno-Complex) 기공
당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학과평가에서 학부, 대학원 모두 우수학과로 선정
1997년 4월
청정화공 시스템 연구소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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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U

인간을 위해, 공학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공학으로 인류의 삶을 개척해온 50년,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가 지켜낸 초심입니다.
인간과 상생하고 세상을 위해 도약하는 행복한 공학
새 천년고대에서, 도전과 열정의 시너지로
세계 인류의 희망을 향해 쉼 없이 전진하겠습니다.

Vision

고려대 교육목표

지덕체를 겸비한 인격연마
창의적 탐구와 전문적
실천능력 배양
· 민주 시민의식 육성
· 주체적, 개방적 지도력 배양
· 국제적 이해와 교류능력 함양
·
·

공과대 교육목표

· 과학적 사고로 창의성을 현실
구현하는 공학인 양성
(창의적 공학인)
· 전문지식과 책임의식을 갖춘
국제적 전문가 양성
(국제적 전문인)
·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지도인 양성
(미래적 지도인)

세계 인류의 미래를 그리는
창의적 공학인 양성
희망에만 머무르는, 다가오지 않을 미래란 없습니다.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에게 도전은 언제나
견고한 미래를 설계하는 시작이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종착역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념으로, 진화하는 열정으로,
세계 공학기술의 역사를 다시 쓰겠습니다.

화공생명공학
교육목표
· 국가 산업발전을 이끌 전문 엔지니어로서의
전문지식과 종합설계능력을 배양한다.
· 미래과학과 기술을 선도할 연구자로서의
창의적 사고능력을 배양한다.
· 세계화 시대를 선도할 국가 정책 및
산업지도자로서의 확고한 국가관과
국제적 감각을 배양한다.

새로운 50년의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1963년 고려대학교 공과대학의 출범과 함께 설립된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는 우리
나라의 산업 발전과 역사를 함께 하며 어느덧 학과 설립 5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1960년
대 최한석, 김용준, 도동섭, 강웅기 네 분의 교수님으로 운영되었던 본 학과는 2013년
현재 20명의 전임 교수가 재직하는 규모로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외형적인 성장과 함께
학과 발전의 내실을 기하고자 꾸준히 노력한 결과, 2011년에는 Brain Korea 21 화학공학
분야 전국단위 사업단 평가에서 전체 2위를 차지하였으며, 2012년 영국 QS 대학 평가
(Engineering & Technology 부문)에서는 세계 100위권 순위에 진입한 바 있습니다.
2013년 상반기 현재 3004명의 학부 졸업생이 배출되었고, 대학원 졸업생은 1970년 석
사학위 졸업생을 시작으로 석사 798명, 박사 189명이 배출되었습니다. 졸업생들은 산·학·연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여 유능한 지도자 및 구성원으로서 충실히 자기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끈끈한 교우애를 바탕으로 서로 긴밀하게 교류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졸업생들이 이룬 쾌거는 더욱 주목할 만합니다. 2013년에는 유기풍 교우(70학번)가
서강대학교 총장에, 태범석 교우(76학번)가 국립한경대학교 총장에 선출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내 주요학회인 한국화학공학회, 한국공업화학회, 한국생물공학회에서 김성현 교우
(70학번), 이철태 교우(71학번), 김승욱 교우(76학번)가 각각 학회장에 선출되어 학계를
대표하는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교수진은 전통
적인 화학공학 분야의 기본 교육을 중요시하면서도, 에너지·환경기술(ET), 생명기술(BT),
나노기술(NT), 정보기술(IT) 등 각 분야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내 최상위 교육 및 연구 수준을 유지함과 동시에 세계적인 초일류 학과로 성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50년의 기간 동안,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학과 교수진,
재학생, 졸업생을 포함한 모든 고대인의 헌신적인 노력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새로운
50년의 힘찬 도약을 위해 더욱 정진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화공생명공학과
학과장 이지원

Chemical & Biological Engineering

창조적 화공생명공학도의 길
화공생명공학은 천연자원, 생물자원으로부터 인간의 문화생활에 필요한 물질을 만드는 화학, 물리 및
생물 공정의 개발, 설계, 운전 및 관리 운영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기존의 화공생명공학은
원유가공처리, 플라스틱, 합성섬유, 비료 등 다양한 화학제품 생산과 함께 식품, 의약품 및 항생물질의
개발 등을 통해 우리에게 더욱 풍요롭고 편한 삶을 부여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바야흐로 미래의 화공생명공학은 나노기술, 생명기술, 정보기술, 에너지·환경 기술 등 다양한 분야 간
기술 융합을 통해 미래의 발전을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함과 동시에, 더 나아가 이러한 미래기술을
실제 생활에 구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21세기
과학기술의 패러다임인
기술의 융합은 화공생명공학
분야에서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NT/BT/IT/ET 분야의 다양한 기술이 융합되어
새로운 기술 분야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나노바이오공학, 나노의료, 바이오인포매틱스 등
다양한 분야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새로운 미래
기술로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분야의 기술은
의료, 에너지, 통신, 전자, 식품, 환경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일대 혁신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술융합
Technology
Convergence

Faculty

[23] Global LEADING professors

강정원

임상혁

송광호

양대륙

이관영

이기봉

이정현

최정규

안동준

Anzar
Khan

조진한

하정숙

ET Energy and Environmental Technology
강정원 고려대학교 (2001)

이관영 University of Tokyo (1990)

·
·
·
·

·
·
·
·
·

분자 열역학, 상태방정식
열역학 물성 측정 및 모델링
분자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이산화탄소 해양저장의 상평형 해석

임상혁 KAIST (2003)
·
·
·
·

모양, 크기 및 구조가 제어된 다차원 나노소재
차세대 태양전지
페로브스카이트 LED, 디텍터, 메모리 소재/소자
나노에너지 융합시스템 개발

송광호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1996)
·
·
·
·

마이크로 반응공학
반응공정 · 마이크로 시스템
고분자 반응공학
공정 집적화

양대륙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ra (1990)
·
·
·
·

공정모델링 및 공정제어
공정운전 최적화
저에너지 고효율 결정화 공정
신개념 및 하이브리드 해수담수화 공정

비균일 촉매 설계 및 특성화 분석
바이오에너지/바이오리파이너리
메탄 활성화(에틸렌, 메탄올/DME 합성)
천연가스, 석탄, 바이오매스의 액상연료화
환경 촉매(자동차 촉매, CO2 전환)

이기봉 Purdue University (2005)
·
·
·
·
·

흡착반응증진 동시공정
연료전지급 고순도 수소 생산
저온/중고온 CO2 흡착제 및 포집 공정
중질유 고품위화를 위한 SDA 및 열분해 공정
CF4 및 NOx 저감을 위한 흡착제

이정현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2010)
· 기능성 유기나노박막 및 하이브리드 소재
· 나노구조 물성, 표면 및 계면특성
· 물 · 환경 · 에너지용 분리막 소재

최정규 University of Minnesota (2008)
·
·
·
·
·

무기 박막/분리막 제조 및 특성 분석
무기 결정 성장 메커니즘 규명
분리막 반응기를 이용한 반응 · 분리 동시 구현
흡착-확산계의 동적거동 특성 파악
분자체 기반의 촉매 및 촉매 지지체 개발

NT Nanotechnology
방준하 University of Minnesota (2004)
·
·
·
·

기능성 고분자 합성 및 응용
블록 공중합체 나노리소그래피
기능성 나노입자 기반 나노복합체
해수담수화용 고분자 멤브레인

안동준 Purdue University (1993)
·
·
·
·
·
·

계면현상
자기조립 및 키네틱조립 아키텍쳐
광전기능 공액초분자 나노센서
단일개체 어세이 플랫폼 기술
중개 나노의료 소재
나노다이내믹스 시뮬레이션

Anzar Khan

방준하

Freie Universitat Berlin(2005)

· thiol-epoxy click reaction을 이용한 하이드로젤 합성
· 효소민감성 고분자 약물전달 캐리어 합성
· 비등방성 나노입자 합성

조진한 서울대학교 (2001)
· 유기/무기 나노복합 박막 · 기능성 나노입자 합성
·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 · 전기화학 센서
· 압전소자 박막 · 에너지 저장소자 제조 및 공정

하정숙 Brown University (1989)
·
·
·
·

화학기상증착법(CVD)을 이용한 나노선/나노튜브/그래핀 성장
나노재료의 패터닝 및 전이 공정
플렉서블/스트레처블 전자소자 공정 및 특성 분석
나노재료 기반 스트레처블 에너지 저장소자 공정

IT Information Technology
김지현 University of Florida (2004)
· 에너지 반도체 소재 공정 및 분석
· LED, 태양전지, 이차원물질 기반 소자
· 전자소재의 광학적/전기적 특성분석

김우년 University of Waterloo (1987)
김지현

김우년

김종엽

· 고분자 블렌드 · 고분자 유변학
· 고분자 복합재료 · 폴리우레탄 단열재

김종엽 Princeton University (1983)
· 분산계의 유변학 · 비뉴튼성 유체역학
· 계면유체역학 · 과립자 유동 · 나노유체 열전달
· 인쇄전자에서의 유변학 및 유동현상

봉기완 MIT (2012)
·
·
·
·

미세
미세
미세
생체

구조 제작
유체 공정 및 유체 리소그라피
입자 생성과 응용 기술 개발
고분자 및 바이오멤스 (BioMEMs)

정현욱 고려대학교 (1999)
봉기완

·
·
·
·

정현욱

코팅 공정 · 유변 공정의 비선형 동역학 및 안정성
복합유체의 신장 유변학
마이크로/나노유변학
전산 유체 동역학 · 미세유체공학

미래과학을 통찰하는 혜안과 인류를 포용하는 뜨거운 심장으로
대한민국 공학의 역사를 개척한 선구자들에게서 세계의 미래를 이끌 다음 리더에게로
인간과 상생하는 행복한 과학의 새 길을 잇습니다. 화공생명공학의 눈부신 희망을 창조합니다.

BT Biotechnology
김승욱 University of Birmingham (1989)
·
·
·
·

생물반응기 개발
고부가물질 생산을 위한 효소 및 세포 고정화기술
바이오에너지 및 항생제 생산 공정 개발
나노바이오센서 및 효소연료전지 기술

김중배 University of Iowa (1995)
김승욱

김중배

심상준

·
·
·
·
·

효소 고정화/안정화를 위한 나노바이오촉매 기술
효소 바이오센서/바이오 연료전지 및 진단기술
효소 기반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전환 기술
효소 기반 Antifouling 및 단백질 분해 플랫폼 개발
면역(세포) 치료 및 약물 전달 기술 개발

심상준 KAIST (1994)
·
·
·
·
·

바이오칩 개발 및 진단기술개발
나노바이오융합소재개발
바이오에너지 생산을 위한 대사공학
미세조류 광합성을 이용한 CO2 제거 및 수소 생산
광합성미생물 배양을 위한 미세유체 및 랩온어칩 기술 개발

오민규 UCLA (2001)
오민규

이지원

· 바이오리파이너리용 대사공학/합성생물학
· 대사체활용 시스템생물공학
· 바이오화학공학용 산업바이오기술

이지원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1992)
·
·
·
·

나노바이오공학
나노의약 · 암 분자 진단/치료 기술
재조합 유전자 발현 및 단백질 공학
분자생물공정

나노기술은 21세기를
이끌어갈 첨단 기술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의약품, 의료기술, 첨단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나노 패터닝 기술을 이
용한 초고밀도 반도체의 개발, 단분자 트랜지스터와
같은 신기술의 반도체 기술을 이끌고 있으며 디스플
레이 기술에서도 유기EL과 같은 새로운 기술의 개발
과 실용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울러 원자수준의
조작을 통하여 정보를 측정하고 제어하며, 이를 활용
하여 의학적으로 진단, 치료 등에도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나노기술
Nanotechnology
생명기술은
20세기말에 완성된
인간게놈지도를 기반으로 점차
생명의 신비를 밝혀내고 있으며, 인간의
병을 치료하고 유용한 의약물질을 생산하는데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분야로는
가장 기본적인 생명의 매커니즘을 밝히는
생명과학, 유전공학, 의생명공학, 바이오에너지,
바이오센서/바이오칩, 생물정보학 등이 있습니다.

생명기술

정보기술

Biotechnology

Information
Technology

에너지
분야에서는 수소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와 같은
재사용이 가능하고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
한 에너지의 개발과 연료전지, 수소스테이션과
같은 새로운 에너지원의 활용 기술 개발 관련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경기술 분야에서는
수질, 대기, 토양 등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물질
들을 화학공학, 생명공학적인 기술들을 활용하여
처리,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폐수처리기술, 대기정화기술, 이산화탄소 저감 기술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 환경 기술
Energy · Environmental
Technology

정보기술
분야에 있어 전자
소재의 설계는 주로 전자공학
의 분야이지만 소자의 제조공정에서는
화학공학자 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센서소자들의 제조공정에서 유변학,
열역학, 반응공학 등의 화학공학적인 개념들이
활용되며, 원하는 물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화학
공정의 설계를 거쳐 이를 구현하게 됩니다. 정보화
시대에 가장 중요한 반도체의 개발, 전자 종이,
디스플레이, 광케이블, 광전자소재의 개발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Research Environment

공학의 희망을 잉태하는 세계적 연구 환경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는 최고의 교수진과 연구 환경을 바탕으로 매년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학술지에 많은 논문을 발표하고 있으며, 정부 및 기업에서 지원하는
대형 연구과제를 수주하는 등(최근 3년간 교수 1인당 SCI논문 발표 9편/년, 정부연구비 수주액 4.7억/년)
국내 최상위 수준의 연구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National
Research
Lab

나노 생명공학
연구실
나노 및
계면공학 연구실

심상준 교수

http://nanobiotec.korea.ac.kr

나노소재 및
기능성 초박막 연구실

안동준 교수

http://ahnlab.korea.ac.kr

조진한 교수

http://uflab.korea.ac.kr

분자생물공학
연구실
이지원 교수

표면 나노공정
연구실

유변공정
기초 연구실

하정숙 교수

http://surfnano.korea.ac.kr/main.php

http://bmel.korea.ac.kr

김종엽 교수

촉매 및 반응공학
연구실

http://rnnfm.korea.ac.kr

이관영 교수

http://catalysis.korea.ac.kr

Research
Center
열역학물성 데이터센터
센터장 강정원 교수
지원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열역학 물성데이터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으로 설립되어 화학공업전반에 활용되는 물성 데이터를 수집, 가공하고
이를 평가하여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2007년 12월에 설립되었으며, 다양한 물성
데이터의 측정, 수집,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문연구정보중앙센터/화학공학연구정보센터
센터장 양대륙 교수
지원기관 교육부/한국연구재단
전문연구정보중앙센터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정한 각 분야별 전문연구센터를 지원하고 효율적으로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하여 2009년 6월에 설립되었습니다. 각 분야별 전문연구정보센터에서는 전문연구정보활용 사업 초기인 1995년부터
분야별 기초연구에 필수적인 전문연구정보들을 수집/가공하여 가치 있는 연구정보를 생성하고, 이를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기초연구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성과들을 거두고 있습니다.
화학공학연구정보센터는 한국연구재단의 특성화장려연구사업에 의해 1995년 설립된 이후 연구의 지원, 화학공학 교육의
개선, 그리고 산학연 협동을 위한 매개체로서의 정보시스템 개발이란 목적을 가지고 각종 DB를 구축하여 국내 학계,
산업계 및 연구소를 위해 가장 신속하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화학공학의 학문적 · 산업적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페인의 국가 사이버 매트릭스랩에서 발표하는 전세계 연구기관 웹영향력지수의 순위에서 국내 1등은
물론이고 2013년에는 전세계 63위를 차지할 만큼 국제적인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Designed by 디자인나무와물고기 02 3296 3746

BUILD

[YOUR HISTORY]
화공생명공학과 50년은 ‘우리’가 함께 성취한 50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으뜸으로 우뚝 설 공학혁신 프런티어
그 희망찬 여정에 역사로 기억될 여러분의 힘을 실어주십시오.

서울 성북구 안암동 5-1 고려대학교 자연계 캠퍼스 화공생명공학과 TEL 02-3290-3290 FAX 02-926-6102 http://cbe.korea.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