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tradition of innovation 

bringing chemistry, physics 

and biology to bear on research in 

biomolecular engineering, 

sustainable energy systems, 

complex fluids, polymers, 

and electronic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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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Affiliation Date  

공학사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부 2010년 2월 

공학석사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부/나노과학기술학부 2012년 2월 

공학박사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부/나노과학기술학부 2015년 8월 

Experience Affiliation Period 

박사후연구원 Mechanical Engineering, Stanford University, CA, USA 2015년 10월 - 2018년 2월 

Prof. 김정규 (Jung Kyu Kim)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고분자공학부 

Room:  25505A 
Tel:  031-290-7254 
E-mail:  legkim@skku.edu 
Web page: https://sites.google.com/view/endl  

mailto:legkim@skku.edu
https://sites.google.com/view/en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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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드라티예프 파동 (Kondratiev Wave) 

Nikolai Kontratiev, The Major Economic Cycles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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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성장의 시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In 1888 

MIT chemistry professor Lewis M. Norton created Course X, the world’s first four-year 

chemical engineering curriculum. Combining mechanical engineering with industrial 

chemistry, Course X was designed, according to a contemporary course catalog, “to meet the 

needs of students who desire a general training in mechanical engineering, and at the same 

time to devote a portion of their time to the study of the applications of chemistry to the arts, 

especially to those engineering problems which relate to the use and manufacture of chemical 

products.” 
기계공학에 공업 화학을 접목  기계공학 교육과 동시에 응용 화학을 공부 



화학공학 
: occupies a unique potion -  분자 과학 + 공학 : 자연 과학을 기초로 공학 지식체계를 습득 

 

Fundamental subjects of chemistry, biology, mathematics, and physics  

Engineering disciplines like materials, computer, mechanical, electrical, and civil 

engineering  

→ Chemical engineering offers unparalleled opportunities to do great things. 

 

Traditionally linked to fuel combustion and energy systems,  

today’s chemical engineers are spearheading new developments in 

medicine, biotechnology, microelectronics, advanced materials, energy, consumer 

products, manufacturing, and environmental solutions.  



여수 석유화학 산업단지 



여수 석유화학 산업단지 



석유화학 업체들의 고용 증가는 사업다각화에 따른 것이다.  
 
LG화학의 경우 올해 흡수합병한 생명과학부문 인력(1357명)이 반영됐다. 또 전기차 배터리 등으로 사업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 
LG화학이 미국 자동차 접착제 전문업체인 유니실을 100%인수. 전세계 자동차용 접착제 시장 규모는 지난해 5조1천억원 규모. … 
SK이노베이션은 전기차 배터리 사업 확대를 위해 10조원 가량을 투자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경력직과 신규 채용에 나선 상태다. … 
에쓰오일은 5조원을 투입한 잔사유 고도화·올레핀 다운스트림(RUC·ODC) 공장의 내년 가동을 앞두고 신규 채용을 늘렸다. … 

삼성전자 세계 최대 반도체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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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설립 

2015년 50주년 

•  전임교원: 39명  
•  학부 재학생: 801명 (2018년 1학기)  
•  대학원 재학생 201명 (화학공학 전공 / 고분자공학 전공) 

2018년 화학공학/고분자공학부 



370 
357 

343 

259 

179 

140 

106 

2007 2009 2011 2013 2015 2017

우수 교원 확보 

화학공학: World top 50 

2007 2009 2011 2013 2015 2017 2019 

우수 인재 배출 

100 





VISION 2020 

GLOBAL TOP 10 

School of Chemical Engineering 



LEE, Dong Yup(이동엽) 
Professor 

Room : 25301B 

Kim. Jung Kyu(김정규) 
Professor 

Room :  25505A 

39 名 

화학공정: 4 
고분자공학: 4  
에너지 & 환경: 9 
생물 & 생명공학: 10 
전자재료 & 디스플레이: 12 



마이너스 성장의 시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