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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식

위원회(보고, 승인 및 심의사항)

   제49대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2018. 1. 19, 대전 호텔 인터시티 4층 라일락홀]

   제49대 제1차 이사회 회의 

[2018. 1. 20, 대전 호텔 인터시티 라벤더홀]

   제49대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 

[2018. 3. 9, 충정로 LG하우시스 인재개발센터]

 

제49대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2018. 1. 19, 

대전 호텔 인터시티 4층 ‘라일락홀’]

[참 석]   김우식, 전해상, 강정원, 김영섭, 김형순,  

강경보, 고영수, 곽상규, 김도희, 김범상,  

김우경, 김준석, 김진수, 김창구, 김철진,  

김희연, 박병흥, 박해경, 서영웅, 서형기,  

신은우, 윤순도, 이기봉, 이대원, 이시훈,  

이재성, 이종민, 정상문, 정인식, 정진석,  

한상일(김우식 회장 외 30명),  

정찬화 교육 인재양성위원장

1. 보고사항

 (1) 회원현황  

 (2) 광고 수주 및 후원금(지원금) 현황

 (3) 재무현황

 (4)   2018년도 상반기 지부보조비 현황

(2017.7.1.~2017.12.31. 회비납부분)

 (5) 제49대 운영위원회 간담회

 (6) 2017년도 수석부회장과 전북지부와의 간담회

 (7) 2017년도 제5차 정보화 홍보위원회 회의 

 (8) 2017년도 제3차 영문지 편집위원회 회의

 (9) 제1차 여성위원회 회의

 (10) 기술정보지(NICE) 제36권 제2호 편집회의

 (11) 2017년도 업무위원회 사업 결과 보고

 (12) 2017년도 정기간행물 사업 결과 보고

 (13) 2017년도 지부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 

 (14) 2017년도 부문위원회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

 (15) 업무위원회 담당이사

  1) 교육 인재양성위원회: 신은우 산학이사

  2) 연구 기술개발위원회: 정상문 산학이사

  3) 산학연관 협력위원회: 김우경 산학이사

  4) 국제화 국제협력위원회: 유필진 국제이사

  5) 수상후보추천위원회: 이종민 홍보이사

  6) 기획 재정위원회: 김범상 재무이사

  7) 출판 편집위원회: 이기봉 기획이사

  8) 정보화 홍보위원회: 박병흥 홍보이사

  9) 여성위원회: 이현주 학술이사

  10) 전문대학위원회: 이재성 기획이사

 (16) 지부 담당이사 

  1) 강원: 이대원 홍보이사  

  2)   광주전남제주: 윤순도 기획이사 

(지부 담당이사)

  3) 대구경북: 정수환 학술이사 

  4) 대전충남: 고영수 조직이사

  5) 미국: 곽상규 국제이사

  6) 부산경남: 원용선 사업이사 

  7) 울산: 정진석 조직이사

  8) 전북: 이시훈 기획이사  

  9) 충북: 정상문 산학이사

 (17) 부문위원회 담당이사

  - 서영웅 학술이사

 (18)   2018년도 전국 화학공학 관련 학과 대학생  

학생회장/동아리 회장 Workshop

 (19) 부문위원회 및 지부 활성화 사업 지원 결과

  - 유동층:   다상흐름반응기 관련 초청강연/ 

2018년 1월 26일(금) 대전 아드리아

호텔 / 3,000,000원

 (20)   제49대 임원중 2018년도 국문지에 투고한 임원

 (21) 제49대 임원중 영문지 citation 현황 발표

 (22) 주요 회무 보고

2. 승인사항((6)~(15)번 추인) 

 (1)   국제화 국제협력위원회 간사 교체 및 위원  

추가 선임 승인(2018.1.1~12.31)

  - 간사: 유필진(성균관대)

  - 위원: 김진국(한양대), 김희연(KIER)

 (2)   정보화 홍보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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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31)

  - 박석희(KIER)

 (3)   출판 편집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승인

(2018.1.1~2019.12.31)

  - 김범수(충북대)

 (4)   에너지환경부문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 승인

(2018.1.1.~2018.12.31.)

  - 위원:   김상경(KIER), 엄영순(KIST),  

김영민(한림대)

 (5)   재료부문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 승인

(2018.1.1~2019.12.31)

  - 위원: 김지현(고려대), 김태일(성균관대)

 (6)   한국화학관련학회연합회, 2018년도 편집운영

이사 추천 승인

  - 이기봉(고려대)

 (7)   한국화학관련학회연합회, 2018년도 전문위원회 

부위원장, 위원, 대의원 추천 승인

  - 학술·출판(부위원장): 강정원(고려대)

  - 총무·재정(위원): 김준석(경기대)

  - 기획·홍보(위원): 이기봉(고려대)

  - 산학·협력(위원): 박해경(한서대)

  -   무임소 대의원:   김도희(서울대), 김범상(홍익대),  

김진국(한양대), 서영웅(한양대), 

신은우(울산대), 유필진(성균관대), 

이종민(서울대)

 (8)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2018년 과학기술

진흥 포상 후보자 추천 승인

 (9)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제53회 정기총회 

대의원 추천 승인

  -   강   용(충남대), 김성현(고려대),  

이승종(서울대), 김우식(경희대, 현 회장)

 (10)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국민생활과학자

문단 구성을 위한 위원 후보 추천 승인

 (11)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심사위원 pool  

구성을 위한 전문가 후보 추천 승인

 (12)   수당재단, 2018년도 제27회 수당상 수상후보자 

추천 승인

 (13)   대한민국학술원, 2018년도 제63회 대한민국학

술원상 수상후보자 추천 승인

 (14)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제20회 송곡과학기술상 

수상후보자 추천 승인

 (15)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나노·소재분야 

단장 후보 추천 승인

3. 심의 및 토의사항

 (1) 2018년도 봄 학술대회 관련 사항

  → 학술대회 조직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함.

 (2)   2018년도 여름 특별 심포지엄 등록비 인상(안), 

개최 일시 및 장소 논의

  → 등록비를 25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함.

  2) 일시: 7월 18일(수)~20일(금)

   → 계획서대로 진행하기로 함.

  3) 장소 논의

   → 추후 논의하기로 함.

 (3) 2018년도 업무위원회 사업계획과 예산(안)

  →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각 업무위원회 예산 

(안) 항목을 세분화 및 현실화하도록 업무위

원회에 요청하기로 함.

  →   국제화 국제협력위원회 예산의 경우 해외파

견을 최소화하고 해외파견 시 항공료와 체

제비를 지급하기 보다는 현지 업무 추진을 

위한 판공비(회의비) 정도를 지급하는 것을 

권장함.

 (4) 2018년도 정기 간행물 예산(안)

  →   학회지 구독료가 국문지와 연계되어 있어 

영문지 인쇄 및 배포방식 변경에 따라 변경

될 구독료 등의 예산을 국문지 편집위원회

와 논의후 안을 만들어 차기 회의에서 논의

하기로 함.

 (5) 2018년도 지부 사업계획과 예산 승인

  →   울산지부의 ‘선진 석유화학 업체의 안전시

스템 벤치마킹 및 확산’ 사업 관련 특별예산

(500만원) 요청에 대해 지원하기로 결정함.

 (6) 2018년도 부문위원회 사업계획과 예산 승인

 (7) 영문지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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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회지 구독료가 국문지와 연계되어 있어 

영문지 인쇄 및 배포방식 변경에 따라 변경

될 구독료 등의 예산을 국문지 편집위원회

와 논의후 안을 만들어 차기 회의에서 논의

하기로 함.

  →   영문지 발전상 및 장려상(진흥상) 관련 수상 

상금, 수상 편수 및 기준 등을 구체화한 안

을 만들어 제시하고 차기 운영위원회에서 

영문지 논문상과 공로상의 상금인상 및 규

정(세칙 및 지침 포함) 개정(안)과 함께 심의

하기로 함. 

  →   영문지 장려상(진흥상)의 경우 상의 운영기

한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수상을 위

해 카운트된 논문은 다시 사용하지 않는다’

의 내용이 내규에 포함되어야 함. 

 (8) 지부 회원증가 인센티브 수상 지부 선정

  →   종합 1, 2위는 인센티브 지급하고, ‘지부 회

원증가 인센티브 지원 세칙’에 의거하여 대

전충남 지부는 회비납부증가율 3위이므로 

회비납부증가율 1위는 없음.

  →   추후 지부장 회의에서 세칙 개정을 논의하

기로 함.

 (9)   화학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 승인

 (10) 한국과학기술회관 본관 604호건 처리건

  →   동일한 면적의 영구입주권을 요청하기로 

결정함.

 (11) 기타 토의

  →   학술대회 행사지원 staff의 수당을 최저시

급 이상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인상액은 학술대회 조직위원회에 일임하

기로 함.

 

제49대 제1차 이사회 회의[2018. 1. 20, 대전 

호텔 인터시티 라벤더홀]

[참 석]   김우식, 강정원, 김영섭, 김창구, 김범상,  

박영해, 서양곤, 신채호, 오미혜, 이민희,  

정진석, 한은미(김우식 외 11명 참석),  

이근원 감사

1. 성원 보고

 →   이사회 구성원 정수의 12명 출석으로 성원이 

이루어졌음.

2. 개회 선언 

 →   학회 정관 제28조에 규정된 의사정족수(과반수의 

출석)를 충족하므로 제1차 이사회 개회를 선언

3. 보고사항

 (1) 주요 회무 및 주요 행사

 (2) 2018년도 임원 및 운영위원회 명단

 (3) 2018년도 업무위원장, 지부장, 부문위원장 명단

 (4) 2018년도 봄 총회 및 학술대회 관련

 (5) 회원현황

 (6) 광고 수주 및 후원금(지원금) 현황

 (7) 재무현황

4. 승인사항

 (1) 수석부회장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승인

  -   수석부회장선출규정 제3조(선거관리위원회) 

② 위원회는 당해연도 수석부회장, 감사 1인 

및 이사 3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 전해상 수석부회장(당연직) 

   간  사: 김진수 총무이사

   위  원: 고영수, 김창구, 이근원, 정진석

5. 심의 및 토의사항

 (1)   2018년도 여름 특별 심포지엄 등록비 인상 논의

  → 20만원 → 25만원 인상으로 의결함.

 (2) 업무위원회 2018년도 예산서 의결 승인

  →   현실성있게 예산을 수정후 차기 운영위원회

에 위임해서 의결하는 것을 승인함.

 (3) 정기 간행물 2018년도 예산서 의결건 

  →   영문지 예산(안) 자료를 보충해서 차기 운영

위원회에 재상정하기로 함.

 (4) 영문지 관련

  →   상금 2,000만원에 대한 자세한 운영(안) 및 

발전상과 장려상(진흥상)의 운영기한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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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에 명기하고, 상의 자세한 규모를 세칙에 

넣지 못하더라도 내규(안)을 작성하여 차기 

운영위원회에 재상정하도록 영문지 편집위

원회에 요청하기로 함.

 (5) 지부 회원증가 인센티브 수상 지부 선정

  -   제1차 운영위원회 심의후 제1차 이사회 안건

으로 상정

  - 결과:   종합 1위 - 울산지부 

(2016: 광주전남제주지부) 

종합 2위 - 전북지부(2016: 강원지부) 

회비납부 증가율 1위  

- 대전충남지부(2016: 없음)

  →   세칙대로 회비납부증가율은 대전충남지부

가 1위가 아니므로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

기로 함.

  →   지부장회의에서 세칙을 개정후 차기 운영위

원회에 제출하기로 함.  

 (6) 기타 토의

  → 1) 여성화공인상 기금 매칭건

   - 상금: 1인/ 200만원, 10년 지급 예상

   -   기금 1:1 매칭하기로 함(여성위원회에

서 모금한 기금을 5년 동안 지급하고, 5

년 동안 후원업체를 찾고 못 찾으면 나

머지 5년은 학회 본부에서 상금 지원)

   -   상기 내용을 반영해서 여성화공인상 세

칙을 수정해서 차기 운영위원회에 제출

하도록 여성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함.

7. 폐회

 

제49대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2018. 3. 9, 

충정로 LG하우시스 인재개발센터’]

[참 석]   김우식, 강정원, 고영수, 곽상규, 김도희,  

김범상, 김준석, 김진수, 김창구, 김희연,  

박해경, 서형기, 신은우, 원용선, 유필진,  

윤순도, 이기봉, 이대원, 이시훈, 이재성,  

이종민, 정진석(김우식 회장 외 21명)

1. 보고사항

 (1) 회원현황

 (2) 광고 수주 및 후원금(지원금) 현황

 (3) 재무현황

 (4)   2018년도 봄 총회 및 학술대회 초록 접수, 사전

등록 현황

 (5) 2018년도 봄 총회 및 학술대회 관련

  →   현장 답사 완료했으며, 청중수 고려하여 부

문위원장들과 협의 통해 강의실 배정 확정 

예정.

  →   봄 학술대회 영문 브로셔는 흑백 축약본(인

사말, 진행표, 발표자(이름과 소속만 표기)

만 표기)으로 3월말까지 마무리하여 학술대

회 기간 중 외국인 참가자에게 배포하기로 

함. 국제이사(곽상규 교수)가 감수 예정. 

  →   학술대회 사전등록 및 홍보전시회 업체 섭

외 독려 요청.

 (6) 제1차 봄 총회 및 학술대회 조직위원회 회의

 (7) 2018년도 여름 특별 심포지엄 준비위원회 회의 

 (8) 제1차 지부장 및 지부 담당이사 회의

 (9) 제1차 교육 인재양성위원회 회의

 (10) 제1차 기획 재정위원회 회의

 (11) 제1, 2차 산학연관 협력위원회 회의

 (12) 제1차 수상후보추천위원회 회의

 (13)   2018년도 제5차 CEO 클럽 조찬간담회 개최 

결과

  일시: 2월 27일(화), 오전 7시

  장소: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30층 ‘주피터’

  참석:   32명(CEO 클럽 회원 28명+연사 및 임원 

등 4명)

 (14) 부문위원회 및 지부 활성화 사업 지원 결과

  - 분리기술:   2018 분리기술 동계강좌 / 2018년 

2월 19(금)~20(화) 한국화학연구원 

/ 1,000,000원  

 (15)   2018년도 전국 화학공학 관련학과 대학생/ 

동아리회장 Workshop 분임토의

 (16)   2018년도 전국 화학공학 관련학과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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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장/동아리회장 Workshop 개최 결과 

  일시: 2018년 2월 7일(수)~8일(목)

  장소: S-OIL, SK Advanced, 울산대학교      

  참석자수:   20개 대학, 76명 참가 

(2017년도 28개 대학, 87명)

  →   S-Oil 및 SK Advanced 공장 견학, SK 

Advanced 김철진 대표(산학이사)의 강연, 

대학생 참가자의 분임토의 등이 진행됨.

  →   선발된 대학생 임원의 임무/역할에 대한 

구체화, 대학생의 자발적 참여 유도, 취업 

관련 멘토링 시스템 도입 등이 요구되었음.

  →   담당 이사(원용선, 서형기 교수)가 개선안 

마련하여 제안하기로 함. 

 (17) 제49대 임원중 2018년도 국문지에 투고한 임원

 (18) 제49대 임원중 영문지 citation 현황 발표

 (19) 주요 회무 보고

2. 승인사항((4)~(9)번 추인) 

 (1)   에너지환경부문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 승인

(2018.1.1~2018.12.31)

  - 위원: 노현석(연세대)   

 (2)   대구경북지부 총무이사 추가 선임선임 승인

(2018.1.1~2018.12.31)

  - 총무이사: 김영규(경북대)    

 (3)   2018년도 제17대 Student Chapter 학생 임원진 

구성 승인

  -   전국회장: 박진주(고려대) 

전국부회장: 안명록(충남대) 

전문대지역장: 윤환수(인하공업전문대) 

강원지역장: 신재성(강원대) 

경인지역장: 최유리(성균관대) 

경남지역장: 조만기(동아대) 

경북지역장: 김아현(영남대) 

전남지역장: 윤성원(전남대) 

전북지역장: 김용욱(전북대) 

충남지역장: 차혜연(충남대) 

충북지역장: 윤재운(충북대)

 (4)   한국연구재단, ‘에너지·환경분야 단장(PM)’ 

후보 추천 승인

 (5)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인증단 심사위원’ 

후보 추천 승인

 (6)   한국발명진흥회, ‘2018 대학창의발명대회’ 후원

기관 참여 승인

  - 후원기관 역할:   홍보, 심사, 한국화학공학회

장상 발급 및 시상  

 (7)   한국석유화학협회, ‘제15회 화학탐구프런티어

페스티벌 심사기관’ 참여 승인

  - 심사, 금상(한국화학공학회장) 발급 및 시상  

 (8)   일본화학공학회(SCEJ), ‘The SCEJ Award for 

Outstanding Asia Researcher and Engineer’ 수상

후보 추천 승인  

 (9)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2018년도 학술대회 조직위원 추천 승인

  - 홍수린(차의과학대) 

3. 심의 및 토의사항

 (1) 여름 특별 심포지엄 일시, 장소, 주제 선정

  1) 일시: 7월 18일(수)~20일(금) 

   →   장소는 용평으로, 주제는 Interdisciplinary 

Chemical Engineering으로 결정함.

 (2)   2018년도 업무위원회 수정 예산(안) 심의건 승인

  → 2018년도 업무위원회 수정 예산 승인함.

  →   교육 인재양성위원회의 Fun&Fun Festival 

예산 관련하여, 심사의 공정성 확보차원에

서 학생들의 평가에 의한 상(스티커 붙이는 

방법 등 활용)도 고려해 보기로 함.

 (3)   영문지 편집위원회 예산(안) 및 영문지 관련 상의 

제규정 개정(안)

  →   영문지 관련 상의 제규정 개정에서 ‘발전상

후보 선정 세칙’ 및 ‘영문지 진흥상후보 선정 

세칙’의 ‘제6조 (상의 시행기간)’은 2020년 12

월 31일까지로 수정을 요구함.

     “제6조 (상의 시행기한) 본 상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   영문지의 편집위원회 영문지 발전상 및 장

려상(개정: 진흥상) 선정기준(안)의 4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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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감액’으로 수정하는 것을 요청함.    

     “4. 발전상 및 장려상(개정: 진흥상)의 총 상

금 예상액이 예산 범위를 넘어가는 경우 영

문지 편집위원회에서 상기 상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   공로상과 진흥상(장려상)은 중복 수상을 금

지를 권고함.

  →   진흥상(장려상) 수상에 사용된 인용 논문은 

추후 수상 평가에 사용 못하는 것을 권고함.

  →   발전상 및 장려상(개정: 진흥상)은 2020년 

하반기에 실효성 평가를 통해 연장, 수정 등

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4) 학술대회 개최 장소 논의

 - 2020~2022년 개최 일시 및 장소

  →   2020년 가을 학술대회는 일산 KINTEX로 결

정함.

  →   2021년 봄 학술대회는 부산 BEXCO, 가을 

학술대회는 대전 DCC로 결정함.

  →   2022년 봄 학술대회는 제주 ICC, 가을 학술

대회는 부산 BEXCO로 결정함.    

  →   2020년 봄 학술대회는 후보 중 창원 CECO

를 제외하고,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와 여수 

엑스포컨벤션센터 중에서 차기 운영위원회

에서 결정하기로 함.

(5) 여성화공인상 운용지침 개정 승인

여성화공인상 운용지침 개정

제  1조  (신청) 수상 신청은 한국화학공학회 여성위원

회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제2조  (구비서류 및 제출처) 

 (1) 수상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여성위원회 위원장 추천서 1부 

  ② 이력서(사진부착) 1부 

  ③ 공적서 1부 

(2)   여성위원회에서는 수상 후보자의 구비서류를 한

국화학공학회에 제출한다. 

제3조  (수상 후보자 추천) 

여성위원회는 추천된 수상 후보의 적격여부를 판

정하여 한국화학공학회 가을 총회 이전까지 수상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한다. 

제  4조  (상의 규모) 본 상은 상패와 상금 200만원으로 

하고, 수상은 매년 한국화학공학회 가을 총회에서 

시행한다.

제  5조  (기금운용) 본 상의 상금은 2018년부터 10년 

동안 수여한다. 본 상의 기금은 여성위원회의 취

지에 따라 모금된 기탁금 및 이자 소득에서 상금

과 필요경비를 조달한다. 모금된 기탁금이 고갈되

면 학회 자금으로 지원한다. 

 (6) 이동현상 신진연구자상 제정(안)

  -   2012년도 이동현상부문위원장을 역임한  

안경현 교수께서 기금 기탁, 이동현상부문위

원회에서는 학회 본상(학회상)으로 제정 요청

  -   제2차 운영위원회 논의후 제2차 이사회(4월)에 

안건 상정하여 승인받을 예정 

   → 학회상으로 편입을 승인함. 

   →   부문위원회가 후보 추천하고, 출판 편집

위원회에서 심의 및 결정하고, 시상은 부

문위원회에서 하기로 함.

 (7)   화학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안) 재심의 승인

화학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

(PROGRAM CRITERIA FOR CHEMICAL 

ENGINEERING AND SIMILARLY NAMED 

ENGINEERING PROGRAMS)

한국화학공학회, 한국고분자학회, 한국공업화학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됨. 

1. 적용

   본 전공분야 인증기준은 화학공학 및 이와 유사한 

공학프로그램 기준에 적용한다. 프로그램 명칭에 

화학공학, 응용화학공학, 고분자, 공업화학, 응용

화학, 화공생명공학, 화학생물공학을 포함하거나 

이들 명칭으로부터 파생된 명칭이 포함된 공학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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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은 본 기준을 공유한다.

2. 교수진

   교수진의 규모는 각 프로그램의 목적에 부합되는 

교과과정을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여야 한

다. 또한 교수진은 각 프로그램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과 전문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 전문 분

야에 대한 최신의 이론 및 연구능력과 현장적용능

력을 균형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3. 교과과정

   프로그램 소속 학생은 각각의 전공분야별 목표에 

맞도록 선택된 고급화학(유기화학 물리화학) 미분

방정식을 포함한 수학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기초설계와 종합설계를 포함하여 12학

점 이상의 설계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1)   화학공학, 응용화학공학 및 여기에서 파생된 명

칭이 포함된 전공분야 프로그램 소속 학생은 물

질 및 에너지수지, 열역학, 이동현상(운동량, 

열, 물질), 공정공학(반응, 분리, 제어)에 관련된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2)   고분자 및 여기에서 파생된 명칭이 포함된 전공

분야프로그램 소속 학생은 고분자 합성 및 화

학, 고분자의 물성과 물리, 고분자의 구조와 특

성해석, 고분자의 가공과 응용에 관련된 교과목

을 이수하여야 한다. 

 3)   공업화학, 응용화학 및 여기에서 파생된 명칭이 

포함된 전공분야 프로그램 소속 학생은 유기 및 

무기화학물질의 합성 및 물성, 구조 해석에 관

련된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4)   화공생명공학, 화학생물공학 및 여기에서 파생

된 명칭이 포함된 전공분야 프로그램 소속 학생

은 물질 및 에너지수지, 열역학, 이동현상(운동

량, 열, 물질), 반응공학, 생물화학공학에 관련

된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8) 기타 토의

위원회(보고, 승인 및 심의사항)

   제1차 산학연관 협력위원회 회의 

[2018. 1. 17, 학회 사무국 회의실]

   제2차 산학연관 협력위원회 회의 

[2018. 2. 20, KRICT W2 연구동 1층 융합연구교류실]

   제3차 산학연관 협력위원회 회의 

[2018. 3. 15, 대전 신성동 투썸플레이스]

   2018년도 여름 특별 심포지엄 준비위원회 회의

[2018. 1. 19,/1. 22~26, 대전 인터시티호텔/이메일 

회의]

   제1차 봄 총회 및 학술대회 조직위원회 회의 

[2018. 1. 20, 대전 호텔 인터시티 4층 ‘라벤더홀’]

   제1차 수상후보추천위원회 회의 

[2018. 1. 23, 서울역 진진바라]

   제1차 교육 인재양성위원회 회의[2018. 2. 7, 울산대 

화학공학부 교수회의실, 울산대 인근 식당]

   제1차 지부장 및 지부 담당이사 회의 

[2018. 2. 27, 대전 만나 유성점]

   2018년도 전국 화학공학 관련학과 대학생/동아리회장 

Workshop 분임토의 회의 

[2018. 2. 7~8, S-OIL, SK advanced, 울산대]

   제1차 기획 재정위원회 회의 

[2018. 2. 13~26, 이메일 회의]

   기술정보지(NICE) 제36권 제3호 편집회의 

[2018. 3. 5~9, 이메일 회의]

 

제1차 산학연관 협력위원회 회의 

[2018. 1. 17, 학회 사무국 회의실]
[참 석]   박해경, 윤형철, 이진구, 김유천, 김철현,  

윤준섭, 정상문, 김우경, 신은우, 유 준(총 10명)

[회의 내용] 

1. 위원 구성 및 참석위원 소개

2. 위원장 발표

3. 그 외 토의사항

 →   본 위원회의 행사별 업무를 맡으신 분들은 맡

은 행사를 책임지고 이끌기로 하였으며 진행시 

문제가 되는 경우만 위원장과 협의키로 함. 또

한 행사별로 본부와 함께 하는 행사도 있으므

로 이 경우 본부의 산학이사 분들과 함께 협의 

협조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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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산학연관 협력위원회 행사 담당위원 및  

학회 본부 담당이사]

1.   Chem-Tech-Biz Symposium(봄 학술대회 특별  

심포지엄)

 → 김우경 교수 / 신은우 교수 

2.   화공 114 전문가 풀 구축 보완 및 운영시스템 활성화

 → 정상문 교수 / 윤형철 박사 / 김유천 교수

3. 산업체 계속교육 프로그램 준비

 → 유 준 교수 / 김유천 교수 + 이시훈 교수(본부)

4. 산업체 맞춤형교육 관련 프로그램 준비 

 → 신은우 교수/ 윤형철 박사

5. EDRC 교육 프로그램

 → 채호정 박사 / 유준 교수 + 곽상규 교수(본부)

6.   화학공학 마스터즈 심포지엄 – 가을 학술대회  

특별 심포지엄

 → 정상문 교수

7. 산업체 기술교류회

 → 신은우 교수 

 

제2차 산학연관 협력위원회 회의[2018. 2. 20,  

KRICT W2 연구동 1층 융합연구교류실]

[참 석]   박해경, 윤형철, 김유천, 정상문, 최원춘(총 5명)

[회의 내용: 화공 114 인수인계 및 향후 진행 협의]

1. 화공 114 소개, 운영, 신청 방법 인수인계

2.   화공 114 홈페이지 내용 수정 및 보완 사항 점검 

(오타 수정, 애로기술 분야 선택 시 전문가 contact 

정보 삭제, 전체 → 기타 부문위원회 또는 기타로 

수정 등)

3.   main coordinator 역할 및 기 작성된 전문가 pool 

data 점검 필요

4.   화공 114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속적 전문가 

pool data 업데이트 필요

5.   간사진 업무 :  

(1) 화공 114 수정, 보완, 착수 및 모니터링

 (2) 전문가 pool data 확인 및 검증 요청(부문위원회)

 (3) 봄 학술대회 이전 화공 114 홍보

 (4) 회원사에 공문 발송 

 

제3차 산학연관 협력위원회 회의 

[2018. 3. 15, 대전 신성동 투썸플레이스]

[참 석]   정상문, 김유천, 윤형철

[회의 내용]

1. 화공 114 운영

 (1) 학회 사무국 - Main coordinator 역할 수행

 (2)   부문위원회 간의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Master coordinator - 박해경 위원장

  1) Master coordinator의 역할

   -   복수 부문위원회 지원, 얘기치 못한 상황 

발생, 부문위원회 간의 이견 등: 필요 시 

조정 역할

   -   기술 매칭 실패 시 조정 역할(향후 운영위

원회 회의를 통해 방안 마련 필요)

  2)   애로기술 분야로 부문위원회 선택 시 Main 

coordinator가 해당 부문위원회로 기술 매칭

  3)   애로기술 분야로 기타 또는 미정 시 Master 

coordinator 및 위원 세분 이상 검토를 수행

하고 기술 매칭이 가능한 부문위원회 선정 

후 Main coordinator에게 결과 통보

2. 홍보

 (1)   기술정보지(NICE)를 통해 1차 홍보(반 페이지 

분량)

 (2)   가을 학술대회 프로그램북에 화공 114 홍보  

자료 게재

3. 회사 유치

 (1)   회원사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에 화공 114 기회 

부여 방안 필요(운영위원회 협의 필요)

 (2)   학회의 공공 기여 차원에서 모든 회사에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 필요

 

2018년도 여름 특별 심포지엄 준비위원회 회의 

[2018. 1. 19,/1. 22~26, 대전 인터시티호텔 / 이메일 회의]

[참 석]   전해상(위원장), 김진수(간사), 김영섭, 김창구, 

김범상, 정인식, 정진석, 고영수, 서형기(총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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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내용]

1. 장소 논의

 →   용평 그린피아콘도(드래곤밸리호텔), 인제 스

피디움, 정선 하이원 리조트의 3곳을 여름 특별 

심포지엄의 장소 후보로 운영위원회에 상정하

기로 결정함 

2. 주제 논의

 →   Interdisciplinary Chemical Engineering을 주제 

(안)으로 운영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함.

3. 연사 섭외 논의

 → 주제 확정 후 추후 논의하기로 함.

 

제1차 봄 총회 및 학술대회 조직위원회 회의

[2018. 1. 20, 대전 호텔 인터시티 4층 ‘라벤더홀’]

[참 석]   김우식(회장), 강정원(위원장), (이하 간사) 김창구, 

서영웅, 이현주, (이하 위원) 고영수, 곽상규,  

김도희, 김범상, 김우경, 김진수, 박병흥,  

서형기, 신은우, 이기봉, 이대원, 이시훈,  

정상문, 정진석(총 19명)

1. 위원장 인사말

2.   2018년도 학술대회 주제 선정/조정을 위한 TFT  

회의록

3. 보고사항

 (1) 학술대회 Theme 

  1) 봄 학술대회:   Chemical Engineering for Clean 

Energy and Environment 

  2) 가을 학술대회:   Interdisciplinary Chemical 

Engineering 

 (2)   학술대회 주제별 심포지엄 및 일반 구두 발표 

세션 운영 지침

 (3) Tutorial 주제

  →   학술대회 초록 제출 안내문에 ‘박사급(기업

체/연구소 5년 이상 근무경력자 포함), 20

분)’ 문구를 ‘박사급, 20분)’으로 수정하여 안

내하기로 함.

4. 논의사항

 (1) Plenary talk 연사 선정

 (2)   기술상, 형당교육상 수상자 선정: 3/16까지 후

보자 신청 받음

 (3) 봄, 가을 학술대회 요일별 운영 계획(안)

  →   Chem-Tech-Biz-Symposium은 올해 신설된 

행사이고, 산업체 관련 연사들이 참석할 예정

이므로 가급적 목요일 오후 개최를 희망함.

  →   신진연구자 심포지엄을 금요일에 개최하기로 

함.

 (4) 특별 심포지엄 확정(총 4개)

 (5)   신진연구자 워크숍(담당: 고영수 조직이사,  

정진석 조직이사) 

  →   참석대상 범위에서 Post-doc.급 연구원은 

제외하고, 정규직으로 제한하기로 함(Post-

doc.급 연구원은 올해 신설된 ‘Meet the 

Young Researcher Poster Session’에 참여를 

독려하기로 함).

 (6)   신진연구자 심포지엄(신임 교수 및 연구원) 

(담당: 고영수 조직이사, 정진석 조직이사) 

  → 개최일을 금요일로 변경하기로 함.

 (7)   Meet the Young Researcher Poster Session 

(담당: 이기봉 기획이사 / 올해 신설)

  →   연사범위에서 박사 졸업 예정자는 제외하기

로 함.

  →   세션 장소는 강의실에서 진행하기로 함 

(발표 인원수에 맞춰 포스터판넬 설치 예정).

 (8)   Basic Research Education Session 

(담당: 이종민 홍보이사 / 올해 신설) 

  →   오전 9시~11시에 진행하기로 하고, 참가자에

게 간단한 음식과 수료증을 수여하기로 함. 

참가신청은 학술대회 사전등록 시 신청할 

수 있도록 등록시스템에 추가하기로 함.

 (9) 외부기관 주관 프로그램(성과발표회 등) 섭외

  →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함.  

 (10)   학술대회 staff 지원(약 50명) 

(담당: 한상일 학술이사)

  →   발표장 staff의 경우 3명의 staff이 강의실 2

개를 담당하도록 배치하기로 함. Staff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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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상(1일 8만원, 반일 4만원)하기로 함.

 (11) 홍보전시회 관련 

  - 담당 이사:   김우경 산학이사, 신은우 산학이사, 

정상문 산학이사 선정  

 (12) 경품 추첨

  1) 추첨 시간:   목요일 17:40, 금요일 17:00 

(시상식 직후) 

  2) 경품 종류

   - 기존 경품:   아이패드 미니 4, 7개 

(가격: 1개 477,900원), 미밴드 

2, 40개(가격: 1개 27,700원)  

(목: 아이패드 3개와 미밴드 

20개, 금: 아이패드 4개와  

미밴드 20개)

  3)   금요일 ‘Closing ceremony’ 참석자들에게  

샌드위치&음료 제공 예정

 

제1차 수상후보추천위원회 회의 

[2018. 1. 23, 서울역 진진바라]

[참 석]   강정원(위원장), 임영일(간사), 신형식, 양대륙, 

우종표, 조혜정(총 6명)

[보고 내용]

1. 2018년도 수상후보추천위원회 위원 확인

2. 2018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 확인

3. 2018년도 현재 기준 수상후보자 추천 내용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제20회 송곡과학기술상 

후보 추천

 (2) 과총 “과학기술유공자 포상” 수상후보자 추천

 (3)   일본화학공학회(SCEJ) “The SCEJ Award for 

Outstanding Asia Researcher and Engineer in 

2018” 추천

[토의 내용] 

1. 2018년도 수상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 논의

 -   김종남(KIER), 박용기(KRICT), 서영종(롯데케미칼), 

이호경(LG화학) 등

 - 강정원 위원장이 직접 요청하기로 함.

2. 외부 수상후보자 추천 관련

 (1) 추천 방법 및 절차 개선 방안 논의

  1) 최근 5년간 임원 리스트로 추천 pool 제작

  2)   앞으로 학회 기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젊은 

화공인 추천

 (2) 수상후보자 수상 확률 향상 방안(현재 약 20%) 

 (3)   수상후보자 선정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규정) 

제정안

  1)   학회 기여도와 상의 취지를 부합해서 내규를 

마련하기로 함

   -   임영일 간사가 3월까지 초안을 작성하기로 

함.

 (4)   추천 내용은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회원들에게 

안내하기로 함.

3. 외부 수상 추천 논의

 (1)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 논의 결과 추천하지 않는 것으로 함.

 

제1차 교육 인재양성위원회 회의[2018. 2. 7,  

울산대 화학공학부 교수회의실, 울산대 인근 식당]

[참 석]   정찬화(위원장), 원용선, 나현빈, 신은우, 박종혁, 

박용일(총 6명)

[보고사항]

1.   교육 인재양성위원회 위원(임기: 2018.1.1. ~ 

2019.12.31.) 구성에 대해 보고

2.   전국 화학공학 관련 학과 대학원 학생회장/동아리 

회장 Workshop 진행에 대해 보고(총 76명의 학부

생 참석, S-Oil과 SK advanced 견학한 후 울산대에

서 분임토의 및 학생 임원진 선발 등의 프로그램 

진행).

3.   1월 임원 Workshop에서 보고한 2018년도 교육  

인재양성위원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논의사항]

1. 2018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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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화공교육 비전 및 정책 제시를 위한 TFT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차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함.

 (2)   TOPEC 시행에 따른 대응을 위해 별도의 위원

회를 구성하기로 함.

2.   2018 전국 화학공학 관련 학과 대학원 학생회장/

동아리 회장 Workshop 행사 관련 논의

3.   2018년도 ‘형당 교육상’ 수상후보자 추천기간(3월 16

일 마감)에 대해 논의하고, 차기 회의에서 지원한 후

보자 중에 학회의 선정세칙에 따라 추천하기로 함.

4.   차기 2차 교육 인재양성위원회 회의를 3월 18일 

(월)~30일(금) 중 진행하기로 함.

 

제1차 지부장 및 지부 담당이사 회의 

[2018. 2. 27, 대전 만나 유성점]

[참 석]   김형순, 김성종, 박해경, 정상문, 윤순도,  

이시훈, 안호근, 곽상규, 김도현(총 9명)

1. 보고사항

 (1)   지부장 모임 확대 운영: 분기별 1회(2월, 4월,  

7월, 10월) 개최 확정

  - 2월, 7월: 지부별 활동 성과 공유 위주로 개최

  -   4월, 10월: 학회기간 중에 개최하며 지부별 

진행상황 점검 및 의사 결정사항 논의

  - 참석 대상: 지부장 및 지부담당이사

 (2)   학회 및 지부 교류 강화: 지부 우수 사업 정보 

공유

  - 광주전남제주지부: 산학협력강좌 개설

  - 울산지부:   선진 석유화학 산업체의 안전시스템 

연구

2. 토의사항

 (1) 지부 발전상 운영안 제정 토의

  -   포상을 위한 세칙 준비: 4월 운영위원회에  

초안 제출 계획임

  -   지부 활동(참석률, 기여도 등)을 기준을 정리

하여 세칙에 반영

 (2) 지부 회원증가 인센티브 세칙 수정건

  -   인센티브 세칙 변경안을 4월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함.

 (3) 지부 발전 방안  

 (4) 지부 사업 공유

  -   지부별 활동에 대해 지부장 모임 등을 통해

서 정보 공유 필요

  -   지부 행사 개최 시 지부부화장 (간사) 참석: 

지부 활성화 및 정보 공유

  -   지부별 행사의 공유 및 참여(전북지부/충북

지부 공동 세미나 개최 관련)

 (5) 건의 사항 

 

제1차 기획 재정위원회 회의 

[2018. 2. 13~26, 이메일 회의]

[참 여]   김준석(위원장), 박철환(부위원장), 송민정(간사), 

(이하 위원) 김범상, 남재욱, 이기봉

[논의사항]

1.   미국지부 지부장 봄 학술대회 참석에 따른 활용 

및 지원 논의

 (1) 예년 지원 내용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함.

  - 항공료 1,000불 + 숙박료

  -   봄 학술대회에서 미국지부장의 발표를 전제

로 함.

 

2018년도 전국 화학공학 관련학과 대학생/동아리회장 

Workshop 분임토의 회의 

[2018. 2. 7~8, S-OIL, SK advanced, 울산대]

[참 석]   정찬화(교육 인재양성위원장), 서형기, 원용선 

(사업이사), 신은우(산학이사), 나현빈, 박용일, 

박종혁(교육 인재양성위원회 위원)

[분임토의 주요 일정]

1. 분임토의(5개조) 

 일시:   2018년 2월 7일(수), 19:00~22:00(울산대학교 

화학공학관)

 주제:   Fun & Fun Festival 관련, 학생 네트워크 구

축 관련, 학회참여 방안, 대학생/동아리회장                   

Workshop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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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임토의 발표(5개조)

 일시:   2018년 2월 8일(목), 09:00~11:00(울산대학교 

화학공학관)

[발표 주요 내용]

1. Fun&Fun Festival 관련

 (1)   Festival의 주제, 관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 필요

   (2) 발표 순서, 평가에 대한 기준 및 공정성 필요

2. 학생 네트워크 구축 관련

 (1)   멘토-멘티제: 지속 가능한 관계형성, 지역장을 

중심으로 소통

 (2)   지부별 학생회 구축을 통한 지역별 행사 및  

전국 행사실시(workshop, festival 연계)

 (3)   학생들을 위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yellow ID) 

생성 

3. 학회참여 방안

 (1) 학부생들을 위한 연간 계획 행사가 필요

 (2)   대학생 임원과 각 학교 화학공학과 학생회장과의 

교류 필요

4. 대학생/동아리회장 Workshop 개선 방안

 (1)   학생들 간의 교류 시간 부족으로 인하여  

프로그램 순서 조정 필요

 (2) 공장 견학 시 자세한 현장 탐방 필요  

 (3) 멘토링 시스템 도입

 (4)   첫째 날 대절차량 참석자 아침식사 및 둘째 날 

점심식사 지원 필요

 

기술정보지(NICE) 제36권 제3호 편집회의 

[2018. 3. 5~9, 이메일 회의]

[참 가]   전종기(편집장), 김도희(부편집장), 강태욱,  

고범준, 김선주, 박영권, 박철환, 성종환,  

송민정, 신헌용, 이종민, 이창준, 이철진,  

장석태, 정상문, 주오심, 최시영, 최유성,  

한요셉, 현  규

1. 전차 회의록, 제36권 제1호(2월) 책자 검토

2. 제36권 제2호(4월) 진행 사항 점검

3. 제36권 제3호(6월) 원고계획 

4. 기타 토의 사항

 (1)   알림, 학회소식 내용 편집장, 부편집장 최종 확인

 (2)   정부연구정책 원고 관련-글로벌과학기술동향

(GTB) 서비스 재개로 다시 게재하기로 함.

 (3)   Young Researcher Group 선정, 기술정보지

(NICE) 게재 관련-6월호(방석호(성균관대))

5. 차기 편집회의 일정 논의

 (1) 36권 3호(6월) 원고 마감일: 2018년 4월 30일(월)

 (2)   차기 편집회의: 2018년 5월 1일(화)~4일(금),  

이메일 회의

 (3)   36권 2호(4월) 편집, 최종 교정일,  

교정 편집위원: 3월 27일(화), 김도희 교수

업무위원회

▒ 기획 재정위원회(위원장: 김준석 교수)

1.   1월 4일(목)~8일(월): 업무위원회/정기간행물위원

회 사업계획 및 예산(안) 검토 및 승인

2.   1월 9일(화)~11일(목): 부문위원회/지부 사업계획 

및 예산(안) 검토 및 승인

   1월 10일(수)~15일(월): 유동층부문위원회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 검토 및 승인

3.   1월 12일(금)~15일(월): 화학공정안전 부문위원회 

사업계획 및 예산(안) 검토 및 승인

4.   1월 17일(수)~19일(금): 2018년도 지부/부문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신청 안내 공문과 신청서식 검

토 및 승인

5.   1월 24일(수)~2월 8일(목): 2018년도 업무위원회 

사업계획과 예산 보완 - 각 업무위원회 예산(안) 

항목 세분화 및 현실화

6.   1월 24일(수)~6월 15일(금): 업무/지부/부문위원회 

예산 지침(안) 마련

   1월 30일(화)~2월 2일(금): 고분자부문위원회 활성

화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검토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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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일(목)~5일(월): 분리기술부문위원회 활성화 

지원 신청서 검토 및 승인

   2월 12일(월)~14일(수): 유동층부문위원회 활성화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검토 및 승인  

- 행사경비: 총 2,554,260원

7.   2월 12일(월)~20일(화): 업무위원회의 예산(안) 재

검토 및 승인 - 1차 운영위원회를 통해 수정된 업

무위원회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8.   2월 13일(화)~26일(월): 미국지부 학술대회 참가

비 지원건 검토 및 승인 - 미국지부 전재훈 지부

장 봄 총회 및 학술대회 참석에 따른 활용 및 지

원 논의

부문위원회

▒ 분리기술부문위원회(위원장: 이창하 교수)

제1회 분리기술 동계강좌 개최

· 일 시: 2018년 2월 19일(월)~ 20일(화)

· 장 소: 대전 한국화학연구원

· 등록인원: 100여명

▒ 미립자공학부문위원회(위원장: 장희동 박사)

동계 기술교육 세미나 개최

· 일 시: 2018년 2월 8일(수)

· 장 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주 제: 미립자공학 응용분야의 현재와 미래

▒ 생물화공부문위원회(위원장: 심상준 교수)

2018년도 제75회 생물화공 심포지엄 개최

· 일시: 2018년 2월 26일(월)~27일(화)

· 장소: 홍천 소노펠리체 디아만테 홀

· 주제: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 시대에 생물공학의 

역할과 전망

· 등록인원: 총 239명

▒ 유동층부문위원회(위원장: 이동현 교수)

다상흐름반응기 관련 초청강연 개최

· 일 시: 2018년 1월 26일(금)

· 장 소: 대전 아드리아 호텔

· 참석인원: 총 3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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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부문위원회(위원장: 이원규 교수)

제2차 운영회의 개최

· 일 시: 2018년 3월 16일(금)

· 장 소: 용산역 기와

· 참 석:   이원규(위원장), 권용재(간사), 강달영, 김우재,  

노찬현, 양승원, 이진우, 임연호, 정용진,  

최경민, 최인희

[토의내용]

1. 2018년도 봄 총회 및 학술대회

 (1) Organizer 배정

 (2) Slot 배정

 (3) 부문위원회 행사

  - 부문위원회 회의:   4월 26일(목) 17:00~발표장,  

회의 후 식사장소 섭외 

(50名, 권용재)

  - 신진 연구자 관련:   4월 25일(수), 식사 후  

간담회 장소 섭외 

(50名, 권용재)

   ※ 신진 연구자 인솔:   이원규, 권용재, 임연호, 

이진우

2. 2018년도 하계 재료강좌 및 연구토론회 개최 논의

 (1) 담당: 최경민, 최인희

 (2) 일시 및 장소:   6월 27일(수)~29일(금), 전북대학교

3. 2018년도 한일 재료 심포지엄 

 (1) 일시 및 장소:   11월 15일(목)~17일(토),  

부산 해운대

4. 2018년도 MCARE 참여관련

 -   한국화학공학회 웹사이트 내 공지완료, 간사  

지속 홍보 필요

5. 기타 운영관련

 - 회의 일정:   제3차 회의(학술대회 기간 중),  

4차 회의(5월 중)

 -   부고 화환 관련 재료부문위원회 내 부고 

(양가 부모상): 자체 재원으로 화환 발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