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소재 및
공정
Advanced Materials and
Chemical Engineering

주관캠퍼스 소개
한국화학연구원은 화학 및 관련 융･복합 분야 기술개발과 화학기술의 산업체 이전, 화학 전문인력
양성, 다양한 화학 인프라 지원을 통해 국가 화학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첨단
화학 인프라를 바탕으로 탄소자원화, 고부가가치 그린화학소재, 의약 및 바이오화학 분야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강소기업 육성, 기술사업화 촉진으로 국가･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첨단 산업발전을 선도할 화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다양한 인재양성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UST-KRICT 스쿨은 중점･특화연구 분야를 기반으로 전공체계 구축, 학사운영 내실화 등 교육시스템을
체계화 하였습니다. UST-KRICT 스쿨은 우수한 교수진, 최첨단 연구시설, 차별화된 교육과정,
학생복지제도, 연수장려금 지원, 취업역량강화교육 등 우수하고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제공하여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글로벌 창의융합형 연구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 스쿨
www.krict.re.kr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41
한국화학연구원
Tel : 042-860-7114
Fax : 042-861-7022

전공 개요
향후, 도래할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기존 기술과 차원이 다른 새로운 소재 및 공정기술의 혁신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화학소재 및 공정전공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필수적인 화학소재 및 공정 분야의
첨단 기술을 습득하는 화학융합소재와 화학공정 학문을 다루는 전공이다. 화학융합소재전공은
화학기반의 전반적인 소재 설계, 합성, 분석 및 이와 연관된 기초 물리, 공정, 전산모사 등에 대한
교육과 연구 기회를 제공하고 화학소재의 응용 및 융합 능력을 함양 하는 전공이다. 화학융합소재전공의

참여기관

전문연구분야는 1) 분자구조제어소재, 2) 정보전자융합소재, 3) 녹색재생에너지융합소재로 구분된다.
화학융합소재전공은 산･연 및 학제간 최첨단 융합 연구를 통하여 정보전자 산업 및 녹색 에너지 산업
및 바이오 융합소재 산업 분야용 고성능 원천소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 화학소재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화학공정전공은 환경오염, 지구온난화 등 21세기 인류생존의 최대 현안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21세기 첨단 기술로 주목되는 탄소자원화, 온실가스저감 및 바이오화학 등의
지구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학문이다. 탄소자원화 청정공정기술은 기존의
화학산업을 Green Industry로 변환, 온실가스저감기술은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저감함으로써
지구환경의 보호, 바이오화학기술은 석유기반의 오염된 환경공정기술을 효율적으로 제어함으로 친환경
공정기술로 환경공학(ET)과 생명공학(BT)의 융합학문으로서 지구 생태계 보전 및 복원사업에 필요한
학문들이다. 교육은 연구 중심의 현장 실무 교육을 위주로 하여 이론과 응용기술을 실무교육에
연계함으로서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갖춘 창조적인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하는데 있다.

세부전공 개요
그린화학공정은 화학, 물리, 생물 등의 기초학문의 원리를 응용하여 인류의
그린화학
공정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특히 21세기
인류의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 자원화 및 저감,
국가전통산업으로서의 석유화학 및 정밀화학 그리고 재생가능한 바이오화학
등의 환경친화형 청정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화학융합소재전공은 화학기반의 전반적인 소재 설계, 합성, 분석 및 이와 연관된

화학융합
소재

기초 물리, 공정, 전산모사 등에 대한 교육과 연구 기회를 제공하고, 화학소재의
응용 및 융합연구 능력을 함양하는 전공이다. 화학융합소재전공은 산･연 및
학제간 최첨단 융합 연구를 통하여 정보전자 산업 및 녹색 에너지 산업 및
바이오 융합소재 산업 분야용 원천소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 화학소재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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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CAMPUS INTRODUCTION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KRICT) significantly contributes to the
advancement of Korea’s chemical technology industry by developing chemical and convergence
technologies, transferring technologies to the commercial sector and educating future
professionals. Utilizing high-tech chemical infrastructure, KRICT helps solve social issues through
the development of source technologies in such fields as high value added technology and
medicine/bio technology. KRICT also offers various training programs to educate future
professionals in the field of chemistry, the most notable being the UST-KRICT School. The
UST-KRICT School offers a systematic educational approach centered around major and
specialized fields of research. At the UST-KRICT School, students are provided with a skilled
teaching faculty, cutting edge research facilities, a unique academic curriculum, student welfare
programs, and more. Through this, the UST-KRICT School strives to foster global professionals
equipped with both knowledge and practical skills, who will become the leaders of tomorrow’s
chemical industry.

INTRODUCTION OF MAJOR
Hereafter, it is time to need the innovation in new materials and chemical engineering on a
different level from conventional technologies at Industry 4.0. The specialty for Advanced Materials
and Chemical Engineering at UST-KRICT consists of two research areas of advanced materials
and chemical engineering to pursue cutting-edge technology. Advanced materials is an
interdisciplinary specialty area that focuses on potential applications and fundamental properties
of functional materials based on chemistry. Our program of teaching and research in this specialty
area spans not only the breadth of chemistry including the design, synthesis and characterization
but also fundamental physics, process, and simulation of the chemistry convergence materials.
More specialized areas such as 1) Molecular engineering for advanced materials, 2) Information
& electronics materials, and 3) Green & renewable energy materials are also covered. Chemical
engineering is a multidisciplinary research area that can get a clue to solve global environmental
issue by using state-of-the-art technology of CCUS (Carbon Capture Storage Utilization) for Green
Industry, Greenhouse (CO2) Gas Reduction, and Bio-based Chemistry for Eco-friendly Process
based on Environment Technology (ET) and Biotechnology (BT), which are necessary to restore
and conserve ecosystems on earth. The program also focuses on cultivating creative research
manpower who meets industry’s need via making a connection with job training.

INTRODUCTION OF CONCENTRATION

Green
Chemical

Advanced
Materials

Chemical engineering (CE) is a multidisciplinary research areas based on
chemistry, physics and biology that can get a clue for global sustainability.
Especially, our department focus research on Carbon Capture Storage
Utilization for Green Industry, Greenhouse (CO2) Gas Reduction, and
Bio-based Chemistry for Eco-friendly Process, which are necessary to
restore and conserve ecosystems on earth.
Advanced materials is an interdisciplinary specialty area that focuses on
potential applications and fundamental properties of functional materials
based on chemistry. Our program of teaching and research in this specialty
area spans not only the breadth of chemistry including the design,
synthesis and characterization but also fundamental physics, process, and
simulation of the chemistry convergence materials. Cutting-edge
interdisciplinary research of our sub-department provide our graduate
students with the foundation and creativity needed for leading the
innovation of high performance materials in response to challenges in the
area of information and electronics, green energy, and biotechnology
convergence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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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비전 및 목표
장기비전

4차 산업혁명 대비 글로벌
화학융합소재 및
그린화학 공정 중점기술
개발 및 산업체 맞춤형
전문연구인력의 양성

중장기 발전목표
학사부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화학융합소재 및 공정 인력양성
학제간 융합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화학융합소재 및 공정 특화
산학연 맞춤형 인력양성

연구부문

화학융합소재 및 공정 기반 중점기술연구
산학연 융합연구 활성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
교수진의 역량강화를 통한 국가 신성장동력 산업 연구

추진전략 및 추진 과제
학사부문

학제간 융합 및 국제교류를 통한 역량 강화
우수학생 유치를 통한 경쟁력 강화
첨단장비 및 교육 인프라 확보 및 맞춤형 교육

연구부문

학제간 융합연구를 통한 응용기술 연구
연구중심의 현장 위주의 교육과정 실현
우수 교수진의 확보를 통한 효율적 활용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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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권장학부

••

∙ 에너지공학

부 록

편성 목록

∙ 고분자공학
∙ 섬유공학

전공별 교과과정 편성 현황

공통

∙ 재료

구 분(Category)

교과목명(Course)

세미나

화학소재 및 공정 세미나 1

(Seminar)

| Seminar on Chemical Materials and Process 1
화학소재 및 공정 세미나 2

∙ 화학

| Seminar on Chemical Materials and Process 2

∙ 화학공학

화학소재 및 공정 세미나 3
| Seminar on Chemical Materials and Process 3
학부 선수 권장과목

화학소재 및 공정 세미나 4

∙ 무기화학

| Seminar on Chemical Materials and Process 4

∙ 물리화학

화학융합소재

전공

∙ 분석화학

(Advanced

(Major)

∙ 유기화학

Materials)

선택

기능성 고분자 | Functional Polymers
화학융합소재개론 | Introduction to Advanced Materials
무기화학특론 | Inorganic Chemistry
유기금속화학 | Organometallic Chemistry
고분자 표면 및 계면 특론 | Polymer Surfaces and Interfaces
나노융합소재 | Nanoconvergence Materials
유기반도체 소재 | Organic Semiconductor Materials
고내열 고분자 설계 및 합성
| Design and Synthesis of Super Engineering Plastics
전기화학: 전기에너지 저장 및 변환
| Electrochemistry: Electrical Energy Storage and Conversion
XRD를 이용한 구조해석
| Structural Characterization of Materials by X-Ray Diffraction

세미나

화학융합소재 세미나 1 | Seminar on Advanced Materials I

(Seminar)

화학융합소재 세미나 2 | Seminar on Advanced Materials II

그린화학공정

전공

(Chemical

(Major)

Engineering)

선택

촉매화학 개론 | Catalytic Chemistry
그린화학 및 공정 | Sustainable Green Chemistry and Engineering
지속가능원료기반 정밀화학의 이해
| Bio-Based Specialty Chemicals
지속가능기반 고분자: 합성 및 특성
| Sustainable Polymers: Synthesis and Characterization
촉매화학 특론 | Advanced Chemistry for Catalysis
흡착공정 및 공정이론 | Advanced Materials and Processing
신소재 공정특론 | Adsorption Process and Theory
화학반응공학 및 반응기 설계
| Chemical Reaction Engineering and Reactor Design
전산촉매화학 | Computational Catalysis

세미나

그린화학공정 세미나 1 | Seminar on Green Chemical Process I

(Seminar)

그린화학공정 세미나 2 | Seminar on Green Chemical Process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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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과정
Curriculum

••

변경과목의 전후비교
변경전 교과목명(Previous Course)
탄소소재 및 탄소복합재료의 이해

변경후 교과목명(Present Course)

▶

| Understanding of carbon materials and their

신소재 공정특론
| Adsorption process and theory

composites

바이오기반 고분자 합성

▶

| Bio-based Polymer Synthesis

지속가능기반 고분자: 합성 및 특성
| Sustainable Polymers: Synthesis and
Characterization

탄소복합재료 특론

▶

| Understanding of carbon materials and their

흡착공정 및 공정이론
| Advanced materials and processing

composites

••

폐지과목의 대체과목 지정현황
폐지교과목명(Previous Course)
기기분석화학

대체교과목명(Substitute Course)

▶

| Instrumental Methods for Chemical Analysis

XRD를 이용한 구조해석
| Structural Characterization of Materials by X-Ray
Diffraction

식물미생물학 특론 | Advanced Plant Microbiology

▶

-

식물병리학 특론 | Advanced Plant Pathology

▶

-

정밀화학소재 특론

▶

-

| Special Topics of Fine Chemical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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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목
Major Course

전공별 교과과정 편성 현황

부 록

무기화학특론
Inorganic Chemistry
무기화합물의 종류, 분자 구조, 결합에너지 등을 기본 개념을 습득하고

XRD를 이용한 구조해석
Structural Characterization of Materials by X-Ray Diffraction
기초결정학 및 X-선 결정학을 이용하여 연구중에 제조되는 신소재의

그 화합물의 반응성 및 특성에 대한 기본 개념을 학습한다.
This lecture introduces a basis to help understand reactivity and
characteristic of inorganic compound.

구조를 결정하는 능력 및 지식을 습득하게 함
신소재 공정특론
고내열 고분자 설계 및 합성
Design and Synthesis of Super Engineering Plastics
고내열 고분자의 요구특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고분자 설계에 있어서
필요한 핵심 요소를 배우고 이를 합성할 수 있는 중합방법을 습득.

Adsorption Process and Theory
최근 그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탄소소재에 대해 소개하고,
태표적인 6대 탄소소재의 물성, 특징, 제조공정 등을 이해하며, 이를
응용한 복합재료 제조 공정에 대한 이론적, 실험적 지식의 습득을 통해,
수강생들이 탄소소재 및 응용분야 관련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직⋅간접적
경험을 전달하고자 함

고분자 표면 및 계면 특론
Polymer Surfaces and Interfaces
본 강의에서는 고분자 표면/계면의 특징 및 다양한 현상들에 대한 기초
이론을 학습하고 다양한 응용연구 기술 등에 대해서 살펴본다.

유기금속화학
Organometallic Chemistry
무기화학의 기초를 다진 후, 유기금속화학의 여러 가지 기본 개념과
리간드별 특성을 파악한 다음, 유기금속화학의 다양한 반응과 응용 분야를

그린화학 및 공정

공부함.

Sustainable Green Chemistry and Engineering
본 '그린화학 및 공정' 강의는 청정화학(Green Chemistry) 개념을
기반으로 하여 화학 합성 설계 및 공정 효율화에 대해 이해하고, 에너지
효율화, 온실가스 감축, 폐자원 활용, 미세먼지 저감 등을 포함한 환경
화학 분야에 대한 적용 사례를 통해 기후협약 체제 이후 화학 분야의
흐름에 대해 심도있는 지식을 습득함

유기반도체 소재
Organic Semiconductor Materials
유기태양전지에 사용되는 유기반도체 소재의 합성원리와 소자의
작동원리에 대한 강의를 진행할 것이며, 최근 연구개발되는 연구동향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것임. 그 외에 비교로서 유기발광소자, 유기트랜지스터
등의 유기전자소자의 기본 원리 및 그에 적용되는 유기전자재료의 화학

기능성 고분자

구조 및 물성에 대해 강의함

Functional Polymers
본 강의는 고분자화학을 전공하는 학생 뿐만 아니라 고분자에 대한 기초가
없는 학생들에게 고분자 재료에 대한 기본 이론과 특성을 이해시키며,
더 나아가 기능성 고분자의 합성방법 및 기능발현 메커니즘의 규명 및
이해를 통하여, 새로운 첨단소재를 설계하는 전문지식을 중점적으로

전기화학: 전기에너지 저장 및 변환
Electrochemistry: Electrical Energy Storage and Conversion
전기화학의 이해 및 에너지 저장장치 이론 및 특성 연구 이해

교육함으로써 기능성 고분자의 응용에 대한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과 안목을
넓히고자 한다.

전산촉매화학
Computational Catalysis

나노융합소재
Nanoconvergence Materials

비균질계 촉매 설계 및 원자론적 반응공학의 이해를 위하여 전자구조계산과
미세반응속도론의 이론 및 특성을 공부한다.

화학을 기반으로 하는 무/유기 나노재료 및 기능성 나노소재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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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해설
Subject Information

지속가능기반 고분자: 합성 및 특성

화학융합소재개론

Sustainable Polymers: Synthesis and Characterization

Introduction to Advanced Materials

최근 그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바이오기반 고분자에 대해

NT, IT, ET, BT 등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소재의 개발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 그 특성 및 물성, 반응 메커니즘 및 중합공정 등을 이해하며,

현재 화학융합화학소재학과에 재직중인 교수님들이 연구하는 내용을

응용분야를 이해하고 습득한 지식을 연구 및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중심으로 기본적인 원리와 연구진행방향에 대한 개괄적인 지식을 획득함.

자질을 배양 목적임

기능성 고분자, 유기전자재료, 나노융합재료 등의 개괄적인 내용을 포함할
것임.

지속가능원료기반 정밀화학의 이해
Bio-Based Specialty Chemicals

흡착공정 및 공정이론

본 ‘지속가능원료기반 정밀화학의 이해' 강의는 1. 지속가능 feedback

Advanced Materials and Processing

기초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바이오물질 기반으로 하는 계면활성제,

본 ‘탄소복합재료 특론’ 강의는 탄소소재 기초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화장품, 코팅, 점접착, 실란트, 염/안료, 가소제, 강인화제, 핵제 등을

탄소섬유, 고품위 기능성 탄소, 활성탄소, 나노탄소 및 복합재료에 대한

이해하고 각각의 정밀화학제품의 연구동향과 산업게 응용에 관한

제조공정, 산업화기술 등을 이해하고, 탄소소재 연구 동향에 대한 심층

전문지식을 습득함. 2. 산업바이오화학 기술분야의 가치-사슬의 요소

논문분석을 통해 탄소소재에 관한 전문지식을 습득함

기술별 (바이오매스 전처리-생물/화학적전환-바이오플라스틱) 개론 및
심화학습을 통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함양함

촉매화학 개론
Catalytic Chemistry
화학, 환경, 에너지산업에 핵심물질인 촉매에 대한 기초 및 전공 지식의
배양함을 목적으로하며, 제올라이트 및 다양한 촉매 합성법, 촉매의
표면반응, 촉매 반응 동력학 및 촉매의 에너지산업 응용 등에 대한 개론적
소양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특히 화학반응에 적용되는 다양한 촉매반응을
실례를 통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촉매화학 특론
Advanced Chemistry for Catalysis
화학, 환경, 에너지산업에 핵심물질인 촉매에 대한 최근 동향에 대한
전공 지식의 배양함을 목적으로함. 전반부는 불균일계 촉매소재/
특성분석/반응이론/응용 등에 대한 이해와 지식습득을 목표로 함.
후반부는 신재생 에너지의 저장 및 전환의 핵심 학문인 전기화학의 기본
원리를 소개하며, 전기화학 촉매 응용기술의 이해와 지식습득을 목표로
한다.

화학반응공학 및 반응기 설계
Chemical Reaction Engineering and Reactor Design
무기화합물의 종류, 분자 구조, 결합에너지 등을 기본 개념을 습득하고
그 화합물의 반응성 및 특성에 대한 기본 개념을 학습한다.
This lecture introduces a basis to help understand reactivity and
characteristic of inorganic comp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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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과목
Seminar Course

전공별 교과과정 편성 현황

부 록

화학소재 및 공정 세미나 4
Seminar on Chemical Materials and Process 4
NT, IT, ET, BT 등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화학소재 및 화학공정의

그린화학공정 세미나 1
Seminar on Green Chemical Process I
NT, IT, ET, BT 등의 융합기술을 통하여 새로운 그린화학공정에 관한

응용 가능성에 관한 세미나를 진행하는 것으로, 수업을 신청한 학생은
자신이 정한 주제로 최소 한 번의 세미나를 발표하도록 함. 저명한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실시하는 것을 포함할 것임.

세미나를 진행하는 것으로, 수강을 신청한 학생은 자신이 정한 주제로
화학공정에 관한 내용으로 최소 한 번의 세미나를 발표하도록 함. 저명한

화학융합소재 세미나 1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실시하는 것을 포함할 것임.

Seminar on Advanced Materials I
NT, IT, ET, BT 등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소재의 응용 가능성에 관한

그린화학공정 세미나 2
Seminar on Green Chemical Process II
NT, IT, ET, BT 등의 융합기술을 통하여 새로운 그린화학공정에 관한

세미나를 진행하는 것으로, 수업을 신청한 학생은 자신이 정한 주제로
융합화학에 관한 내용으로 최소 한 번의 세미나를 발표하도록 함. 저명한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실시하는 것을 포함할 것임.

세미나를 진행하는 것으로, 수강을 신청한 학생은 자신이 정한 주제로
화학공정에 관한 내용으로 최소 한 번의 세미나를 발표하도록 함. 저명한

화학융합소재 세미나 2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실시하는 것을 포함할 것임.

Seminar on Advanced Materials II
NT, IT, ET, BT 등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소재에 관한 보다 심도있는

화학소재 및 공정 세미나 1
Seminar on Chemical Materials and Process 1
NT, IT, ET, BT 등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화학소재 및 화학공정의
응용 가능성에 관한 세미나를 진행하는 것으로, 수업을 신청한 학생은

주제에 관한 세미나를 진행하는 것으로, 수업을 신청한 학생은 자신이
정한 주제로 융합화학에 관한 내용으로 최소 두 번의 세미나를 발표하도록
함. 한 번의 세미나는 본인이 진행하고 있는 연구 내용에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발표할 것임.

자신이 정한 주제로 최소 한 번의 세미나를 발표하도록 함. 저명한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실시하는 것을 포함할 것임.

화학소재 및 공정 세미나 2
Seminar on Chemical Materials and Process 2
NT, IT, ET, BT 등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화학소재 및 화학공정의
응용 가능성에 관한 세미나를 진행하는 것으로, 수업을 신청한 학생은
자신이 정한 주제로 최소 한 번의 세미나를 발표하도록 함. 저명한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실시하는 것을 포함할 것임.

화학소재 및 공정 세미나 3
Seminar on Chemical Materials and Process 3
NT, IT, ET, BT 등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화학소재 및 화학공정의
응용 가능성에 관한 세미나를 진행하는 것으로, 수업을 신청한 학생은
자신이 정한 주제로 최소 한 번의 세미나를 발표하도록 함. 저명한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실시하는 것을 포함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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