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상회차 수상년도 소 속 수상자

제1회 2003 경북대학교 응용화학과 손종락

제2회 2004 전남대학교 응용화학공학부 서  곤

제3회 2005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문상흡

제4회 2006 KAIST 화학공학과 우성일

제5회 2007 부산대학교 화학공학과 김  일

제6회 2008 인하대학교 화학공학과 박상언

제7회 2009 KAIST 생명화학공학과 임선기

제8회 2010 POSTECH 화학공학과 이재성

제9회 2011 POSTECH 화학공학과 남인식

제10회 2012 부산대학교 화학공학과 박대원

제11회 2013 인하대학교 생명화학공학부 안화승

제12회 2014 영남대학교 화학공학부 이태진

제13회 2015 충북대학교 화학공학과 신채호

제14회 2016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이관영

제15회 2017 한국화학연구원 전기원

제16회 2018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서동진

제17회 2019 공주대학교 전종기

제18회 2020 부경대학교 우희철

수상회차 수상년도 소 속 수상자

제1회 1999 LG화학(주) 기술연구원 이원호

제2회 2000 Korea PTG(주) 강석규

제3회 2001 SK중앙연구소 곽병성

제4회 2002 한서대학교 화학공학과, (주)코켓 박해경

제5회 2003 희성앵겔하드(주) 기술연구소 한현식

제6회 2004 LG화학(주) 기술연구원 최정욱

제7회 2005 SK(주) 기술원 김용우

제8회 2006 효성(주) 기술원 최영교

제9회 2007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공학과 이경희

1. 여산촉매학술상 역대 수상자(이화영 교수님 출연)

2. 촉매상 역대 수상자



제10회 2008 LG화학(주) 기술연구원 이기수

제11회 2009 SK에너지(주) 오승훈

제12회 2010 - 수상자 없음

제13회 2011 - 수상자 없음

제14회 2012 인하대학교 생명화학공학부 김건중

제15회 2013 수상자 없음

제16회 2014 수상자 없음

제17회 2015
현대중공업 양희성

대림 대덕연구소 전용재

제18회 2016 - 수상자 없음

제19회 2017 SK이노베이션 김태진

제20회 2018 효성기술원 김원일

제21회 2019 - 수상자 없음

제22회 2020 LG화학 고동현

수상회차 수상년도 소 속 수상자

제1회 2011 삼성전자(주) 종합기술원 박찬호

제2회 2012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부 박영권

제3회 2013 성균관대학교 화학과 김지만

제4회 2014 광주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김원배

제5회 2015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부 배종욱

제6회 2016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김도희

제7회 2017 UNIST 에너지및화학공학부 주상훈

제8회 2018 KAIST 생명화학공학과 이현주

제9회 2019 KIST 청정에너지연구센터 하정명

제10회 2020 한양대학교 화학공학과 서영웅

3. 젊은 촉매학자상 역대 수상자



수상회차 수상년도 소 속 수상자

제1회 2011
아주대학교 에너지시스템학부 김용태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서정길

제2회 2012
광주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부 김형주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박선영

제3회 2013

성균관대학교 화학과 김명실

POSTECH 환경공학부 민형기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방용주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과 윤다님

영남대학교 이준성

제4회 2014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 최정호
(박사과정)

충북대학교 화학과 김소한
(박사과정)

단국대학교 화공과 문지수
(석사과정)

영남대학교 화학과 이가영
(석사과정)

5회 2015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천재영

연세대학교 전유권

서울시립대학교 이형원

영남대학교 김현수

6회 2016

영남대학교 강소라

광주과학기술원 김영민

성균관대학교 안창일

서울대학교 한승주

KAIST 김범식

7회 2017

포항공과대학교 장윤정

포항공과대학교 김진현

서울대학교 송지환

영남대학교 도정연

8회 2018

성균관대학교 조재민

서울대학교 유영석

울산과학기술원 사영진

4. 대학원 촉매 연구상 역대 수상자



충북대학교 김요셉

9회 2019

성균관대학교 함형원

서울대학교 송인학

서울시립대학교 김기훈

고려대학교 최일호

건국대학교 고영돈

10회 2020

UNIST 박호영

영남대학교 도정연

서울대학교 이재하

서울시립대학교 류수민

영남대학교 손남규

5. 공로패

   2012년 : 안화승(인하대)

   2015년 : 정순용(한국화학연구원)

   2016년 : 이관영(고려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