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공생명공학전공

이상훈(10학번)

CHEMICAL & BIOMOLECULAR
흔히 공대라고 말하는 공과대학은 연세대학교에서 가장 큰 단과대학 중 하나입니다.
크기가 큰 만큼 공대에는 신소재, 토목, 기계, 전기전자, 화공생명 등 많은 전공이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은 아마 화공생명공학이 무엇을 하는 학과인지
궁금해 하고 있겠죠? 그럼 화공생명공학부(화공생명공학전공)에서는
무엇을 배우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공생명공학전공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생산공정) 이 모든 것이 화공생명공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부는 1950년 현대적 화학공학을 국내에
최초로 도입한 이래 60년간의 전통을 가지고 3,000여 명의

인류의 생존과 건강,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졸업생을 배출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본 공과대학의

바로 지금보다 훨씬 다양한 물질과 에너지 창출입니다.

선임학과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수한

이제까지 화공생명공학은 인류의 건강과 번영을 위한 많은

졸업생의 배출로 국내 산업의 근대화와 첨단화에 기여하여 왔고,

공헌을 해왔고, 앞으로도 큰 기여를 할 공학 분야입니다.

70년대 중반 국내 정유 3사인 SK, GS-Caltex, 경인에너지 3사의

왜냐하면 화공생명공학은 물리 및 화학의 원리를 응용하여 물질

공장장을 배출하여 국가의 중화학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및 에너지 변환을 위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환경에 조화된

했습니다.

화학공정을 종합적으로 구축하는 학문으로서 인간의 생활향상을
추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화공생명공학은 석유화학, 고분자 및 에너지 생산에 제한
되어 있었지만 현재에 이르러서는 첨단기술 관련 신물질
공정개발 및 합성, 신에너지 및 환경, 분자생물학 관련기술의
개발에도 효과적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화공생명공학이라는 이름만 보면 화학과 생물에 관련된 학문
같지만 실제로 적용되는 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 화학,
생명공학은 물론 물리(광학, 플라즈마), 재료(신소재, 고분자, 섬유),
환경에너지(청정기술, 신에너지, 환경정화), 기계(공장자동화,
산업설비), 전자(반도체, 제조공정), 시스템 공학(공정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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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화공생명공학은 과학과목 중에서 어떤 과목과 가장 관련이
깊나요?
수학, 물리, 화학 등을 모두 공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배우는 대신에 순수 기초과학의 전공분야만큼 깊이
있게 배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의
지식을 많이 배우며, 실제에 있어서도 이러한 응용력이 보다
중요합니다.

CHEMICAL & BIOMOLECULAR ENGINEERING
chemeng.yonsei.ac.kr

ENGINEERING
화학공학과와 화학과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4학년

화학공학과와 화학과가 전혀 다르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화공설계, 물질이동론, 생물화학공학, 에너지공학,

이름의 유사성과는 달리 매우 다른 내용을 배운다고 말할 수

재료공정공학, 촉매공학, 전기화학공업

있습니다.
화학과는 순수과학에 해당하는 분야인 반면 화학공학과는
응용과학인 공학부분에 속해 있어서 실제적인 공장의 설계와
운전에 필요한 부분을 배운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졸업 후 진로

화학공학과에서 배우는 과목은 화학부분도 있지만, 공학 전반에

•석유화학, 고분자

걸쳐서 배우게 됩니다.

•재료(유기, 무기, 세라믹, 금속, 신소재, 혼합)

왜 화공생명공학의 전공명에 ‘생명’이 붙나요?
화공생명공학은 화학공학을 바탕으로 하고 최근에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생명 분야를 접합한 전공입니다.
여러 화학 메커니즘들을 조작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세포나
반응을 진행시킬 수 있고 수율도 꽤 높기 때문에 바이오산업이
각광 받고 있고 화학공정에도 접합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둘의

•제약
•화공플랜트(공정설계)
•에너지
•환경
•Nano Technology, Bio Technology
•분석(Analysis) 등

장점을 합친 전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오면 좋을까요?
화공생명공학은 과학의 여러 분야를 폭 넓게 배우는 전공입니다.
그래서 물리, 생물, 화학 등에 두루두루 관심을 가진 학생이
온다면 더 좋겠죠?
고등학교까지는 과학을 4과목으로 쪼개서 배웠는데 대학에서는
이 4과목이 모두 서로 연계되기 때문에 과학 전반에 관심이
많다면 더할 나위 없는 장점이 될 겁니다.

Plus +

공과대학•College of Engineering

생물 등은 일반 화학공정보다 더 조절하기 쉬운 온도와 압력에서

•반도체

화공생명공학은 공대 중에서도 배우는 학문의 범위가 가장
넓을 정도로 다양한 공부를 하는 전공입니다.
그래서 저도 향후 어떤 분야에서 제 꿈을 펼치게 될지 아직 잘

전공과목이 궁금해요

모르겠습니다. 2학년으로서 이제 막 전공에 들어섰고

•1학년

분야를 찾아 파고 들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이 과에 온

공학수학, 공학 생물학 및 실험, 공학 화학 및 실험
•2학년
공업물리화학, 화공양론, 화공기 실험, 공업유기화학
•3학년

여러 전공과목을 배워 나가면서 좀 더 나와 적성이 맞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혹시 과학이 관심이 많고 다양한 공부를 통해 자신의 적성을
찾고 장래에 직업으로 삼고 싶은 분이 있다면
화공생명공학부에 지원해 보세요!

화공실험, 유체이동현상, 반응공학, 화공열역학, 화공수학,
열전달

YONSEI All-Ways+ I 연세인이 들려주는 전공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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