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공학 산학연구 목적

◆석사과정 이수 중 관련 연구분야의 실험 및 논문 준비를 중심으로 산업체과 연
관된 연구분야에 대한 기업연계형 현장실습 과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기업과 연
계되어 담당 지도교수의 연구 지도를 받아 현장실습연구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함

-석사과정 중 진행한 연구, 실험, 논문 작성 등 산업체와 연계한 산학 연구를 목표
로 하여 본인의 연구분야가 향후 산업계에 활용되도록 함.
-본인의 연구, 실험, 논문 준비의 scope이 100% 산업계와 연계된 분야가 아니더라
도 실제 연구분야에 대한 적용 가능성이나 산업계의 동향 등을 찾고 기업에서 목
표로하는 기술수준, 응용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데 목표를 두고 기업체
와 연계한 산학연구를 수행함



화학공학 산학연구 과제

◆ 전문가 인터뷰 보고서

◆ 특허동향보고서

◆ 연구내용 및 관련 산업(창업) 동향 동영상



화학공학 산학연구 과제

◆ 전문가 인터뷰 보고서

현장에 있는 연구원 2명 (최소 1
인은 다른분야)과 화상 또는 전화
인터뷰 후 내용 정리하여 각각 5
페이지 이내로 작성.



화학공학 분야별 교수 현황
연번 분야 교수 연번 분야 교수 연번 분야 교수

1

Bio

김동환 1

Energy

김덕준 1

Electric Material

김태일

2 김재윤 2 김정규 2 방창현

3 김진웅 3 김지용 3 이기라

4 박재형 4 박남규 4 이영관

5 방석호 5 박호석 5 이준엽

6 엄숭호 6 배종욱 6 이준영

7 이동엽 7 유필진 7 조성민

8 조슈아잭맨 8 이동현 8 채희엽

9 최우석 9 정찬화 9 김영준

10 권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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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동향보고서

현재 연구분야 관련 특허 동향 보
고서를 특허맵 포함하여 작성.
관련 초청세미나를 11월 초중순
16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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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내용 동영상

현재 연구내용 및 관련 산업(창업) 
동향을 5분 이내의 동영상으로 제
작.
화공과 유튜브에 업로드 예정.
https://www.youtube.com/channel/UCIt_6e7i9Qh6
PTiAjPRwduw/featured

https://www.youtube.com/channel/UCIt_6e7i9Qh6PTiAjPRwduw/featured


특허관련 강연 (on/off line) : 10월 20일(수) 10시 25314호

전문가인터뷰 보고서, 특허 동향 보고서, 동영상 제출 : 12월 5일 (seo17@skku.edu)

화학공학 산학연구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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