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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도 제1회 회장단 회의록 

일  시：2007년 2월 13일(화) 오후 5시 

장  소：동해도  

참석자：김봉식(연합회 회장), 강원호(세라믹 회장), 김화용(화공 

수석부회장), 노시태(공업 회장), 안광덕(고분자 회장), 

차진순(화학 회장) 

보고사항： 

1 회무보고  

ᆞ2007년 임원 과기부 승인신청(2007. 1. 9), 승인 후 등기완료

(2007. 2. 13) 

ᆞ2006년도 4/4분기 부가세 신고(2007. 1. 25) 

ᆞ고유번호증 대표자 변경(2007. 2. 13) 

2. 2007년도 임원명단 

*한국정밀화학협회에서는 이사 추천을 하지 않았음.  
*특별회원사의 이사는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을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2006년도 회계관련 인수ᆞ인계 현황  
(2006년 12월 31일 현재,  (단위：원) 

수입 지 출 
항목 예산 실적 항목 예산  실적 
정회비 10,000,000 10,000,000 행사비 10,000,000 8,889,550 
특별회비 4,000,000 3,000,000 인쇄비 3,000,000 586,960 
찬조금 10,000,000 10,000,000 인건비 3,600,000 3,600,000 
참가비 0 3,250,000 회의비 2,500,000 1,931,200 

전년도이월금 34,000,000 34,296,968 통신비 1,500,000 975,270 
이자수입 30,000 32,987 용역비 200,000  

   소모품비 500,000 479,840 
   공과금 400,000 287,500 
   예비비 1,000,000  
   미수금  10,000,000 
   차기이월금 35,330,000 33,829,635 
계 58,030,000 60,579,955 계 58,030,000 60,579,955 

* 지출 항목에 미수금 난을 신설하고 미수금 내역을 표기하도록 한다. 
미수금 내역：화학회관 지원분 2005년, 2006년도 정회비 10,000,000원 

* 통장잔액：33,829,635원(실 이월금) 
* 2006년도 총회시 회의비를 800,000원 예상하여 결산을 하였으나 실 지출
액은 450,000원으로 차기이월금이 증가하였음. 

* 운영자금 중 일부를 정기 예금으로 예치하도록 함. 

4. 2007년 사업계획 

ᆞ제9회 산학심포지움 개최 

ᆞ제7회 화학산업진흥심포지움 개최 

ᆞ화학관련분야 종합술어집 보완 

ᆞKUCST 소식지 연 2회 발간 예정 

ᆞ화학관련학회간 연합학술대회 개최 지원 

ᆞ회원학회 간의 공통 애로사항 타개를 위한 사업 

ᆞ회장단 회의, 이사회, 화학산업진흥위원회, 술어위원회 활성화  

ᆞ총회 개최 

ᆞ화학회관 건립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논의 

5. 2007년도 예산 및 회계보고 

* 2007년도부터는 각종 회의시 교통비를 지급하기로 함 

ᆞ연합회 5개 학회의 교통비 지불에 관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다

음과 같이 결정함. 

서울ᆞ경기 지역 10,000원 

충청ᆞ강원 지역 30,000원 

대구이하 지역 60,000원 

토의사항： 

1. 2007년도 각 전문위원회 담당학회 선정 및 업무분담 
     년도 
위원회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총무ᆞ재정 고분자학회 화학공학회 화학회 세라믹학회 공업화학회 고분자학회 

기획ᆞ홍보 화학회 
공업화학회 
세라믹학회 

세라믹학회 
고분자학회 

화학회 
화학회  
고분자학회 

화학공학회 

산학ᆞ협력 
화학공학회 
공업화학회 

화학회 공업화학회 
화학공학회 
고분자학회 

화학공학회 
공업화학회 
세라믹학회 

학술ᆞ출판 세라믹학회 고분자학회 화학공학회 공업화학회 세라믹학회 화학회 

ᆞ총무ᆞ재정：운영 집행 총괄 

ᆞ기획ᆞ홍보：Home Page 및 Contents 정비 

ᆞ산학ᆞ협력：산학 심포지엄 

ᆞ학술ᆞ출판：KUCST 소식지 발간 

2. 전문위원회 부위원장 및 대의원 추천 건 

ᆞ2007. 2. 26(월)까지 대의원을 고분자학회로 통보바람. 

3. 제9회 산학심포지엄 개최 관련 건 

ᆞ산학협력위원회에서 주관하기로 함 

4. 제7회 화학산업 진흥 심포지엄 개최 관련 건 

ᆞ학술대회 시 한 세션을 준비 가능한 학회에서 공동으로 주관하는 

방향으로 추진함. 

5.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ᆞ화학관련술어위원회(임기：2006.1. 1∼2007.12. 31) 

- 위원장：손연수, 부위원장, 위원：각 학회 술어위원장, 상임위원  

ᆞ화학회관건립특별위원회 

구분 성명 소속 소속 학회 
회장 김봉식 영남대학교 디스플레이화학공학부 한국고분자학회 

강원호 단국대학교 신소재공학전공 한국세라믹학회 
기  준 (주)케이피케미칼 한국화학공학회 
노시태 한양대학교 재료화학공학부 한국공업화학회 
안광덕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바이오소재연구센터  한국고분자학회 

부회장 

차진순 영남대학교 화학과 대한화학회 
배성열 한양대학교 재료화학공학부 한국화학공학회 

감  사 
심광보 한양대학교 세라믹공학전공 한국세라믹학회 
김명수 서울대학교 화학부 대한화학회 
김범태 한국화학연구원 특별회원 
김화용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한국화학공학회 
박민태 태광화학공업(주) 한국공업화학회 
우상선 제일모직(주) 한국고분자학회 
이  은 서울대학교 화학부 대한화학회 
이정복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상무이사) 특별회원 
장호정 단국대학교 전자공학과 한국세라믹학회 
정건용 서울산업대학교 화학공학과 한국공업화학회 
주기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재료연구부 한국세라믹학회 

이  사 

차국헌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한국화학공학회 
*총무간사 김병철 한양대학교 응용화공생명공학부 한국화학공학회 

당연직 추천직 대의원 
학회명 

임원 부위원장 위 원 무임소 소 계 
고분자학회 3 1 3 6 10 
공업화학회 3 1 3 6 10 
세라믹학회 4 1 3 6 10 
화공학회 4 1 3 6 10 
화학회 3 1 3 6 10 
계 17 5 15 30 50 

한국화학관련학회연합회 소식 (KUC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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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김시중, 위원：회원학회 및 연구원제외 특별회원기관 

별 각 2인 

ᆞ화학산업진흥위원회：위원장：연합회장, 위원：회원학회 회장 

및 특별회원 기관장 

6. 특별회원 단체 영입 건 

ᆞ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특별 회원 단체 영입 추진(김봉식 회

장)  

7. 한국화학관련학회연합회 활성화 방안 

ᆞ연합회 사무실 

-연합회의 재정적인 문제로 인하여 화학회관 사무실에 입주하여 

운영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현 상태대로 운영하기로 함. 

ᆞ공동 행사：공동행사는 하지 않기로 한다. 

8. 기타 사항 

ᆞ2007년도 제1회 이사회는 3월 22일(목) 오후 5시에 개최하기

로 함. 

ᆞ회원학회와 연합회가 공동 행사 개최시에 지원이 있으면 좋겠

다는 의견이 있었음. 
 
■ 2007년도 제1회 이사회 회의록 

일  시：2007년 3월 22일(목) 오후 5시 

장  소：대려도(중식당) 

참석자：김봉식, 강원호, 김명수, 김화용, 노시태, 안광덕, 

이  은, 주기태, 차국헌(9인),  감사：배성열 

위임장：기  준, 김범태, 박민태, 우상선, 이정복, 장호정, 

정건웅, 차진순(8인)   

1. 성원보고  

ᆞ이사 17명 중 참석 9명 및 위임장 8명으로 정관 제24조에 규정

된 의사 정족수(재적 이사 과반수)가 충족되므로 한국화학관련학

회연합회 2007년도 제 1회 이사회 개회를 선언. 

2. 개회선언(회장 김봉식) 

3. 제8회(2006년) 총회 회의록 보고 

4. 회무보고 

1) 회의개최 

ᆞ제1회 회장단회의(2/13) 

2) 주요 회무 

5. 보고 사항  

1) 전문위원회 부위원장 및 위원 
구분 담당학회 이름 소속 이메일 
위원장 고분자 안광덕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dahn@kist.re.kr 
부위원장 고분자 장지영 서울대 재료공학부 jichang@snu.ac.kr 

화학 이상국 부산대 화학과 sklee@pusan.ac.kr 
화공 김우식 경희대 화학공학화 wskim@khu.ac.kr 
공업 이우걸 단국대 공학부 화학공학 leewo@dankook.ac.kr 

총무 
재정 

위원 

세라믹 김창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cskim@kist.re.kr 
위원장 화학 차진순 영남대 화학과 jscha@yu.ac.kr 
부위원장 화학 이익모 인하대 화학과 imlee@inha.ac.kr 

화공 하정숙 고려대 화공생명공학과 jeongsha@korea.ac.kr 
 고분자 김철희 인하대 화학과 chk@inha.ac.kr 
공업 노경호 인하대 생명화학공학부  rowkho@inha.ac.kr 

기획 
홍보 

위원 

세라믹 김응수 경기대 신소재공학부 eskim@kyonggi.ac.kr 
위원장 화공 기   준 (주)케이피케미칼 jkee@kpchem.co.kr 
위원장 공업 노시태 한양대 재료화학공학부 stnoh@hanyang.ac.kr 
부위원장 화공 한종훈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chhan@snu.ac.kr 

산학 
협력 

부위원장 공업 이용택 경희대 환경응용화학대학 yongtlee@khu.ac.kr 

화학 이병민 한국화학연구원  bmlee@krict.re.kr 
고분자 이규호 한국화학연구원  khlee@krict.re.kr 

 위원 

세라믹 서원선 요업(세라믹)기술원 wsseo@kicet.re.kr 
위원장 세라믹 강원호 단국대 신소재공학전공 whkang@dku.edu 
부위원장 세라믹 김병익 요업(세라믹)기술원 bikim@kicet.re.kr 

화학 이상기 이화여대 나노과학부 sanggi@ewha.ac.kr 
화공 나병기 충북대  화학공학부 nabk@chungbuk.ac.kr 
고분자 장태현 포항공대 화학과 tc@postech.ac.kr 

학술 
출판 

위원 

공업 성영은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ysung@snu.ac.kr 

2) 대의원 명단 
담당학회  성명 소속 이메일 

1 차진순 영남대 화학과 jscha@yu.ac.kr 

2 공영대 한국화학연구원  ydgong@krict.re.kr 

3 김명수 서울대 화학부 myungsoo@snu.ac.kr 

4 김인태 광운대학교 화학과 itkim@kw.ac.kr 

5 이  은 서울대 화학부 eunlee@snu.ac.kr 

6 이병민 한국화학연구원  bmlee@krict.re.kr 

7 이분열 아주대학교 응용화학 bunyeoul@ajou.ac.kr 

8 이상국 부산대 화학과 sklee@pusan.ac.kr 

9 이상기 이화여대 나노과학부 sanggi@ewha.ac.kr 

10 이익모 인하대 화학과 imlee@inha.ac.kr 

11 이학준 한양대 과학기술대학 hrhee@hanyang.ac.kr 

12 최정훈 한양대 화학과 jhchoi@hanyang.ac.kr 

화학 

13 한진욱 한양대학교 화학과  jwhan@hanyang.ac.kr 

1 기   준 (주)케이피케미칼 jkee@kpchem.co.kr 

2 김우식 경희대 화학공학화 wskim@khu.ac.kr 

3 김종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jnkim@kier.re.kr 

4 김지현 동국대 생명화학공학과 jihyeon@dongguk.edu 

5 김화용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hwayongk@snu.ac.kr 

6 나병기 충북대  화학공학부 nabk@chungbuk.ac.kr 

7 문   일 연세대학교 화학공학과 ilmoon@yonsei.ac.kr 

8 배성열 한양대 재료화학공학부 sybae@gtp.or.kr 

9 안경현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ahnnet@snu.ac.kr 

10 차국헌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khchar@plaza.snu.ac.kr 

11 하정숙 고려대 화공생명공학과 jeongsha@korea.ac.kr 

12 한귀영 성균관대 화학공학과 gyhan@skku.ac.kr 

13 한명완 충남대 화학공학과 mwhan@cnu.ac.kr 

화공 

14 한종훈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chhan@snu.ac.kr 

1 김봉식 영남대 디스플레이화학공학부 kimbs@yu.ac.kr 

2 안광덕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dahn@kist.re.kr 

3 김낙중 한양대 화학과 kimnj@hanyang.ac.kr 

4 김철희 인하대 화학과 chk@inha.ac.kr 

5 서길수 영남대 디스플레이화확공학부 gssur@yu.ac.kr 

6 우상선 제일모직㈜  ss.woo@samsun.co 

7 윤진산 인하대 고분자공학과 jsyoon@inha.ac.kr 

8 이규호 한국화학연구원  khlee@krict.re.kr 

9 이영관 도레이새한㈜ yklee@toraysaehan.com 

10 장지영 서울대 재료공학부 jichang@snu.ac.kr 

11 장태현 포항공대 화학과 tc@postech.ac.kr 

12 최길영 한국화학연구원 kychoi@krict.re.kr 

고분자 

13 허수영 호남석유화확 syhuh@hpc.co.kr 

1 노시태 한양대 재료화학공학부 stnoh@hanyang.ac.kr 

2 김건중 인하대 생명화학공학부  kimgj@inha.ac.kr 

3 노경호 인하대 생명화학공학부  rowkho@inha.ac.kr 

4 박민태 태광화학공업㈜ pmt@tgchem.co.kr 

공업 

5 박수진 인하대 화학과  sjpark@in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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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영은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ysung@snu.ac.kr 

7 유종훈 수원대 화공생명공학과  jhryu@suwon.ac.kr 

8 이병철 한남대 나노생명화학공학과  bclee@hannam.ac.kr  

9 이용택 경희대 환경응용화학대학 yongtlee@khu.ac.kr 

10 이우걸 단국대 공학부 화학공학 leewo@dankook.ac.kr 

11 장영욱 한양대 재료화학공학부  ywchang@hanyang.ac.kr 

12 정건용 서울산업대 화학공학과 kychung@snut.ac.kr 

 

13 조영민 경희대 환경응용화학대학  ymjo@khu.ac.kr 

1 강원호 단국대 신소재공학전공 whkang@dku.edu 

2 김배연 인천대학교 재료공학과 bykim@incheon.ac.kr 

3 김병익 요업(세라믹)기술원 bikim@kicet.re.kr 

4 김송희 강원대학교 신소재공학과 songhee@kangwon.ac.kr 

5 김응수 경기대 신소재공학부 eskim@kyonggi.ac.kr 

6 김창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cskim@kist.re.kr 

7 박상엽 강릉대학교 세라믹공학과 sypark@kangnung@ac,kr 

8 서원선 요업(세라믹)기술원 wsseo@kicet.re.kr 

9 심광보 한양대 세라믹공학전공 kbshim@hanyang.ac.kr 

10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sjyoon@kist.re.kr 

11 이수완 선문대학교 전자재료공학과 swlee@sunmoon.ac.kr 

12 이종흔 고려대학교 재료공학부 jongheun@korea.ac.kr 

13 장호정 단국대 전자공학과 hjchang@dankook.ac.kr 

세라믹 

14 주기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jgt1580@kist.re.kr 

3) 화학산업진흥윈원회 
구분 소속학회 이름 소속 이메일 

위원장 고분자 김봉식 
영남대 디스플레이화학 
공학부 

kimbs@yu.ac.kr 

화학 차진순 영남대 화학과 jscha@yu.ac.kr 

세라믹 강원호 단국대 신소재공학전공 whkang@dku.edu 

화공 기   준 (주)케이피케미칼 jkee@kpchem.co.kr 

고분자 안광덕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dahn@kist.re.kr 

공업 노시태 한양대 재료화학공학부 stnoh@hanyang.ac.kr 

한국화학연구원 이재도 한국화학연구원 원장 jdlee@krict.re.kr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기협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장 keykim@kitech.re.kr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허원준 한화석유화학(주)대표이사 wjhur@hanwha.co.kr 

위원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이병구 (주)네패스 대표이사 bklee@nepes.co.kr 

4) 화학관련술어위원회(임기：2년) 
구분 소속학회 이름 소속 이메일 

위원장 화학 손연수 이화여대 화학과 yssohn@ewha.ac.kr 

부위원장 화학 도춘호 순천대 고분자공학과 choondo@sunchon.ac.kr 

화공 김성현 고려대 화공생명공학과 kimsh@korea.ac.kr 

고분자 김병철 한양대 섬유공학과 bckim@hanyang.ac.kr 

공업 강용수 한양대 화학공학과 kangys@hanyang.ac.kr 

화학 김강진 고려대 화학과 kjkim@korea.ac.kr 

위원 

세라믹 최상흘 한양대 명예교수 sangheulchoi@hanmail.net 

고분자 진형준 인하대 고분자공학과 hjjin@inha.ac.kr 

고분자 이명천 동국대 생명화학공학과 leemc@dongguk.edu 

화공 안동준 고려대 화공생명공학과 ahn@korea.ac.kr 

화공 이강택 연세대 화공생명공학부 ktlee@yonsei.ac.kr 

화학 도춘호 순천대 고분자공학과 choondo@sunchon.ac.kr 

화학 김강진 고려대 화학과 kjkim@korea.ac.kr 

공업 박수진 인하대 화학과 psjin@krict.re.kr 

공업 문두경 건국대 신소재공학과 dkmoon@konkuk.ac.kr 

세라믹 김성식 홍익대 재료공학부 sungkim@wow.hongik.ac.kr 

상임위원 

세라믹 서원선 요업기술원 차세대사업단 wsseo@kicet.re.kr 

 

6. 의안심의 

1) 의안 제1호：제9차 산학심포지엄 개최 관련 준비 건 

ᆞ한국공업화학회에서 5월 춘계학술대회시 공동으로 개최하기

로 함 

ᆞ일시：2007년 5월 11일(금) 10：00∼17：00 

ᆞ장소：계명대학교 

ᆞ주제：나노천연자원을 이용한 나노-바이오 하이브리드에너

지소재 

ᆞ1,500,000원을 지원하기로 함 

ᆞ참석이사 전원 만장일치로 인준함. 

2) 의안 제2호：신규 특별회원사 및 이사 추천：추가된 임원명단 

별첨 

ᆞ신규특별회원사：한국생산기술연구원 

ᆞ신규 이사 추천：김종철 부회장(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김경수 환경에너지 본부장(한국생산기술연구원) 

참석이사 전원 만장일치로 인준함 

3) 의안 제3호：화학회관건립추진위원회 폐지 건 

ᆞ화학회관건립추진위원회를 폐지하기로 함 

참석이사 전원 만장일치로 인준함 

4) 의안 제4호：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건 

ᆞ화학산업진흥위원회(명단 별첨1) 

ᆞ술어위원회(명단 별첨2) 

참석이사 전원 만장일치로 인준함 

5) 의안 제 5호：학회별 분담 업무 진행 보고 

ᆞ총무ᆞ재정(고분자)：운영 집행 총괄 

ᆞ기획ᆞ홍보(화학)：Home Page 및 Contents 정비 

ᆞ산학ᆞ협력(공업, 화공)：제7차 화학산업진흥심포지엄은 한국

화학공학회에서 추계학술대회시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함 

ᆞ학술ᆞ출판(세라믹)：KUCST 소식지 발간 

참석이사 전원 만장일치로 인준함 

6) 의안 제6호：기타 본 회 운영에 관한 사항 

ᆞ정관의 대의원에 관한 사항의 보완이 필요함 

ᆞ연합회와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학회에 1,500,000원

을 지원하기로 함 

ᆞ모든 위원회의 회의자료 보관이 필요함 

ᆞ술어위원회에 회의록과 진행과정을 요청하도록 함 

ᆞ2년에 한번 정도는 연합회 단독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함 

ᆞ연합회의 지향 방향 설정이 필요함 

ᆞ연합회의 산학심포지엄 및 화학산업진흥심포지엄에 각 학회의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