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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식

차기 수석부회장 선거 안내

1.  2018년 10월 25일(목)에 개최되는 가을 총회 전까지 차기 수석부회장을 선거하게 됩니다. 

이번 선거에는 수석부회장 선출 규정에 따라 학계 회원 중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차례입니다.

2. 수석부회장의 선거인은 평의원입니다.

3. 수석부회장 후보 등록

 (1)   정회원으로 후보자 등록 마감일(2018년 7월 9일)까지 선거인 20인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선거인은 후보자를 중복 추천할 수 없습니다.

 (2) 후보자는 등록 시 이력과 소견(자유 양식)을 함께 제출합니다.

 (3)   등록 가능한 후보자는 학계와 산업계(연구소 포함) 회원을 매년 교대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4)   정관 제11조의 임원, 편집장 및 업무위원장은 그 직을 사임한 이후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5)   등록 후보자가 없는 경우 가을 총회 80일전(2018년 8월 6일)까지 이사회에서 후보자를  

단수 추천할 수 있습니다.

4.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전일(투표개시일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2)   선거운동은 방문, 전화, 우편, 전자메일 또는 학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중 방문은 지부 및 지역의 공식 모임을 통한 선거운동을 권장합니다.

 (3)  후보자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이 규정을 준수하며, 후보자 상호 비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4) 위원회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5.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하고,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찬반 기표를  

합니다. 본 학회의 선거공고일 현재 정회원 자격이 있는 평의원에게만 선거권이 있습니다.

6.   수석부회장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공고, 후보의 등록, 투표, 개표 등 모든 선거 사무를 

관장합니다.

차기 수석부회장 선거 추진 일정
 

   6월 1일(금):  NICE 6월호 및 홈페이지에 차기 수석부회장 선거 안내 게재

   6월 8일(금):  선거인단(평의원)에게 선거 안내문 우편과 E-mail 발송

   6월  25일(월):  평의원 20명이 추천하는 후보자 등록 시작 

   7월   9일(월):  평의원 20명이 추천하는 후보자 등록 마감

   8월   6일(월):  등록 후보자가 없는 경우 이사회에서 후보자 추천 예정(총회 80일 전)

   8월  23일(목):   수석부회장 전자 투표 시작(선거인단에게 후보자 안내 및 투표 안내 E-mail 발송)

   9월   6일(목): 수석부회장 전자 투표 마감 

   9월   7일(금): 당선자 확정(제6차 운영위원회 개최 일)

  10월 24일(수), 25일(목): 가을 평의원회와 총회에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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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평의원회

[2018. 4. 25, 풀만 앰배서더 창원 호텔 2층 그랜드볼룸 A홀]

1. 보고사항

2. 심의사항

(1) 2017년도 결산(안)

3. 감사보고

4.   학회상 시상 -     국문지논문상, 국문지공로상,  

영문지논문상, 영문지공로상,  

영문지발전상, 영문지진흥상 

5. 전임 지부장 감사패 수여

봄 총회

[2018. 4. 26, 창원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 II]

1. 전임임원 감사패 수여

2. 보고사항

3. 승인사항

(1) 2017년도 결산서 

4. 감사보고

<학회상 수상자>

학 회 상(기금출연) 성      명 소       속 상    금(단위: 원)

국문지 논문상
이창수 충남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

2,000,000
논문제목: 액적 기반의 미세유체 시스템을 이용한 초고속 대용량 스크리닝

국문지 공로상 김진현 공주대학교 화학공학부 교수 1,000,000

영문지 논문상
김영규 경북대학교 화학공학과 부교수

3,000,000
논문제목: Organic solar cells based on conjugated polymers: History and recent advances 

영문지 공로상 박영권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부 교수 3,000,000

영문지 발전상
박영권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부 교수

2,000,000
논문제목: Recent advances in the catalytic hydrodeoxygenation of bio-oil

영문지 진흥상

권용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부교수 1,000,000

김종학 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교수 1,000,000

김진수 경희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 1,000,000

이동현 중앙대학교 융합공학부 부교수 1,000,000

<2018년도 봄 학술대회 우수 구두 발표상 수상자>

분   야 발표자 소       속 논문제목

고분자 이상호 홍익대학교
Solvent size dependent structure of diblock copolymer micelles in 
n-alkanes

공정시스템
배재한 서울대학교

Validity domain constrained hybrid modeling of fed-batch reactor 
system for optimization of input strategy

장문기 한양대학교 이산화탄소 포집을 위한 수성가스 전환용 분리막 반응 공정 모사

미립자공학 이총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분무열분해 공정을 이용한 3D 형상의  Fe-Co 산화물 나노입자/
그래핀 복합체 제조 및 슈퍼커패시터 특성 연구

분리기술

Sohail 
Muhammad

KIER
Synthesis and Application of NH2-MIL-125 (Ti) for Adsorption 
Heat Transformation System

김왕수 서강대학교 반응결정화를 이용한 Azilsartan 결정의 입도 제어

생물화공
신민철 POSTECH

Flanking lysine controls the balance between surface adhesion 
and cohesion in underwater adhesion system of marine mussel

이병진 충남대학교
Scalable microfluidic static droplet arrays for biochemical analysis 
based on chemical concentration grad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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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환경

김경진 연세대학교
Optimization of Ba loading on BaCo/CeO2 catalyst for high 
temperature water-gas shift reaction using waste derived 
synthesis gas

김윤정 KAIST
Investigation of Facet Selective Li Deposition on Cu Current 
Collectors for Anode-free Lithium Metal Batteries

임수익 고려대학교
Carbon and metal oxide composites for heavy metal removal from 
aqueous solution

유동층 손성혜 충남대학교/KIER
어트리션밀을 이용한 왕겨 유동층 가스화 회재 (GRHA)의 실리콘 
변환 공정 연구

이동현상 이현지 고려대학교 Low Temperature Flow Lithography

재   료

김동찬 서울대학교
Wearable quantum dot light emitting diodes with excellent 
transparency and brightness

김성섭 POSTECH
Mesoporous Solid and Hollow Inorganic Spheres from 
Multicomponent Polymer Blends

장문정 KIST
Potential Hydrogen Storage Material: Biphenyl-based Eutectic 
Mixture

장선민 동아대학교
Synthesis of PVDF/CoFe2O4 magnetoelectric films via two-step 
electrospinning

촉매 및 반응공학
김경학 POSTECH

Mechanistic Study for the Formation of Exsolved Alloy 
Nanoparticles on Transition Metal Doped PaBaMnO5+δ under 
Reducing Environment

조영훈 고려대학교
Unlocking the Potential of Nanoparticles Comprising Immiscible 
Elements for Direct H2O2 Synthesis

화학공정안전 박명남 명지대학교
공정온톨로지를 활용한 안전훈련 시나리오의 자동생성: Rule기반 
추론 모델링

<2018년도 봄 학술대회 우수 포스터 발표상 수상자>

분   야 발표자 소   속 논문제목

고분자 유성수 성균관대학교
Estimation of elastic property of polymeric thin film via metrology 
based on multilayer wrinkling

공업화학 이태호 고려대학교 흐름형 반응기에서 촉매의 성형 방법에 따른 흡열 분해 반응 경향

공정시스템

Muhammad 
Abdul Qyyum

영남대학교 Performance enhancement of dual mixed refrigerant LNG process

이가희 경희대학교
실규모 생물막 공정의 반복 동적 프로그래밍을 이용한 운전 최적화 
연구

이지환 KAIST
Cost minimization of microalgal biomass as renewable fuel 
feedstock through species/feedstock selection and technology 
portfolio optimization

최재욱 한양대학교
비발전 산업을 위한 MEA 기반 이산화탄소 포집 공정의 최적화 
설계

미립자공학
Jargalsaikhan 
Battsetseg 

창원대학교
Preparation of Al/CNT nanocomposites by Mechanical Alloying 
Process with different raw material using a Traditional ball mill with 
DEM simulation

분리기술
김현욱 고려대학교

알루미나 지지체 기반 구리 산화물과 바륨 산화물의 공함침을 통한 
복합재료의 NOx 저장 성능 평가

오현택 연세대학교
이산화탄소 포집용 흡수공정이 포함된 IGCC 공정에 대한 효율 
평가 및 경제성 분석

생물화공

강소립 충남대학교 Sorting in microfluidic device using bilayer microvalve

박성주 전남대학교
Expression of dr1558 and pprM from Deinococcus radiodurans in 
Corynebacterium glutamicum producing lysine

이정섭 고려대학교
Fast-growing microalgae screening microfluidic device based on 
difference in microalgal cell densities using magnetic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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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환경

이동현 KAIST
In-plane Channel-structured Catalyst Layer for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Fuel Cells

이윤정 서울시립대학교
Recyclable Multifunctional TiO2 Hybrid Sponge for Simultaneous 
Adsorption, Detection, and Decomposition of VOCs

정지용 경희대학교
Aqueous-Phase Synthesis with Shape-Controlled Process of 
ZnO and Application

최승완 고려대학교
KOH 활성화를 통한 pollen 기반 다공성 탄소 소재 개발 및 
이산화탄소 흡착에의 적용

열역학

구지은 충남대학교
Solid-liquid Equilibria and deviation in viscosity for binary systems 
of hexanoic acid with acetic acid, propionic acid, butyric acid and 
valeric acid

박광우 서강대학교
High-pressure solubilities of carbon dioxide in 1-butyl-3-
methylimidazolium cation-based ionic liquids: [BMIM][Ac], 
[BMIM][Cl], [BMIM][MeSO4]

유동층 곽유라 전북대학교
순환유동층 보일러의 수력학적 특성 분석: Oxy-fired&air-fired 
조건

이동현상 오지환 홍익대학교
Synthesis and characterization of copolymer of Gel-MA and MAA 
for oral protein delivery system

재  료

김수환 UNIST
Theoretical Study on Defect Formation Energies and Defect 
Transition Energies of (CH3NH3)PbI3 for Bulk 
and Surface States

김태수 POSTECH
Simple approach to mesoporous carbon made from block 
copolymers via polymerization induced microphase separation

이성민 중앙대학교
All Water-Based Solution Process for Metallic Nano-Mesh for 
transparent heater

이정희 경희대학교
Seeding and Secondary Growth Synthesis of ZIF-8 Membranes 
for Propylene/Propane Separation 
using Conversion reaction of ZnO layer as seeding method

황금래 서강대학교
Rapid Close-packed Assembly of Gold Nanorods using Oleic 
Acid Droplet for Oil-soluble Molecule Detection

촉매 및 반응공학

박서우 한양대학교
The study of WOx/ZrO2 as an acidic catalyst for formic acid 
decarbonylation

이새하 아주대학교
Cu-SSZ-13을 이용한 메탄으로부터 메탄올의 직접 제조에 관한 
연구

이재하 서울대학교
Investigation of the active sites and optimum Pd/Al of Pd/ZSM-5 
passive NO adsorbers for the cold-start application

장명곤 서울시립대학교
Catalytic Activity of CO oxidation on M/Ce1-xCuxO2-δ  
(M=Pt, Pd, Cu, and Ni)

한근호 고려대학교
지르코늄 하이드로진 포스페이트 서포트 상에서 코발트 니켈 
금속의 담지형태 차이와 해당 촉매를 사용한 리그닌유래 물질의 
수첨탈산소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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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상 수상자

 

국문지 논문상

이창수

충남대학교

** 학력 및 경력 ** 
1994  인하대학교 화학공학과 학사
1996  인하대학교 생물화학공학과 석사
2003  서울대학교 응용화학공학과 박사
1996~1999  호남석유화학 연구소
2004~현 재  충남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
2014  MIT Post-doc.
2010~현 재  NASA, Advance Colloid Team(ACE), 한국대표

** 주요 연구분야 ** 
미세유체 시스템, 연성물질(Soft matter), 바이오칩 및 센서

** 수상배경 ** 
본 학회 국문지 제52권 제2호에 게재된 논문(액적 기반의 미세유체 시스템을 이용한 초고속 대용량 스크리닝)이 
SCI(E)에 등재된 국제 학술지 등 국내·외 우수 학술지의 참고문헌으로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에 선정

국문지 공로상

김진현

공주대학교

** 학력 및 경력 ** 
1993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 박사
1999~2000 Purdue University Postdoctoral Fellow in Chemical Eng.
1991~2001 (주)삼양제넥스 생명공학연구소 책임연구원
2005~2006 Purdue University Visiting Scholar in Chemical Eng.
2016~2016 공주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장
2001~현 재 공주대학교 화학공학부 교수

** 주요 연구분야 ** 
생물 분리·정제

** 수상배경 ** 
SCI(E)에 등재된 국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면서 본 학회 국문지에 게재된 논문을 가장 많이 인용한 
저자로 선정

영문지 논문상

김영규

경북대학교

** 학력 및 경력 ** 
1987~1996 부산대학교 고분자공학과 학사, 석사, 공학박사
1996~2000 (사)고등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2000~2002 (주)네스디스플레이 연구소장
2002~2006 Imperial College London 물리학과 이학박사
2006~2007 LG소재부품연구소 책임연구원
2007~현 재 경북대학교 화학공학/응용화학공학부 교수

** 주요 연구분야 ** 
유기전자소재/소자, 기능성고분자, 폴리이미드, 에너지저장소재/소자, 바이오메디소자

** 수상배경 ** 
본 학회 영문지 제31권 제7호에 게재된 논문(Organic solar cells based on conjugated polymers: 
History and recent advances)이 최근 5년간 SCI(E)에 등재된 국제 학술지의 참고문헌으로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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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지 공로상, 영문지 발전상

박영권

서울시립대학교

** 학력 및 경력 ** 
1992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공학과 학사
1994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공학과 석사
1999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공학과 박사
1999~2002 현대중공업 산업기술연구소 
2002~현 재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부 교수

** 주요 연구분야 ** 
대기오염저감, 바이오매스 촉매 전환 반응, 바이오에너지 및 폐기물 에너지

** 수상배경 ** 
영문지 공로상: 최근 5년간 SCI(E)에 등재된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면서 본 학회 영문지에 게재된 
논문을 가장 많이 인용한 저자로 선정
영문지 발전상: 본 학회 영문지 제33권 제12호에 게재된 논문(Recent advances in the catalytic 
hydrodeoxygenation of bio-oil)이 지난 1년간 SCI(E)에 등재된 국제 학술지의 참고문헌으로 많이 인용된 
논문에 선정

영문지 진흥상

권용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학력 및 경력 ** 
1996  연세대학교 화학공학과 학사
1998  연세대학교 화학공학과 석사
2003  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RPI) 화학공학과 박사
2003~2004  RPI Focus Center Post-doc.
2004~2007  삼성전자 반도체총괄 메모리사업부 책임연구원
2007~2011  인하공업전문대학 화공환경과 조교수
2011~현 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신에너지공학과 교수 

** 주요 연구분야 ** 
바이오(효소 및 미생물) 및 저온형 연료전지, 레독스흐름전지, 바이오센서 관련 재료 및 소자 개발

** 수상배경 ** 
지난 1년간 SCI(E)에 등재된 국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면서 본 학회 영문지에 최근 2년간 게재된 
논문을 많이 인용한 저자로 선정

김종학

연세대학교

** 학력 및 경력 ** 
1998  연세대학교 화학공학과 학사
2000  연세대학교 화학공학과 석사
2003  연세대학교 화학공학과 박사
2005  MIT 재료공학과 Post-doc.
현 재   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교수

** 주요 연구분야 ** 
기체 분리막, 고분자 전해질, 에너지 소자

** 수상배경 ** 
지난 1년간 SCI(E)에 등재된 국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면서 본 학회 영문지에 최근 2년간 게재된 
논문을 많이 인용한 저자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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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지 진흥상

김진수

경희대학교

** 학력 및 경력 ** 
1987~1992 연세대학교 화학공학과 학사 

1992~1994 연세대학교 화학공학과 석사 

1995~1999 University of Cincinnati 화학공학과 박사 

1999~2002 스위스취리히공대 Post-doc. 

2002~현 재 경희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

** 주요 연구분야 ** 
MOF 분리막, MOF 결정 합성 및 응용, 금속산화물 나노입자 합성 및 응용

** 수상배경 ** 
지난 1년간 SCI(E)에 등재된 국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면서 본 학회 영문지에 최근 2년간 게재된 

논문을 많이 인용한 저자로 선정

이동현

중앙대학교

** 학력 및 경력 ** 
1995~2002 고려대학교 재료금속공학부 학사 

2002~2004 Carnegie Mellon University 재료공학 석사 

2004~2009  Carnegie Mellon University 바이오메디컬공학 박사 

2010~현 재  중앙대학교 융합공학부 교수 

2018~현 재  Yanb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생물화공학부 교환교수 

2017~현 재  한국생산제조학회지 편집위원

** 주요 연구분야 ** 

약물전달시스템, 의료용소재, 조직공학, 기능성소재

** 수상배경 ** 
지난 1년간 SCI(E)에 등재된 국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면서 본 학회 영문지에 최근 2년간 게재된 

논문을 많이 인용한 저자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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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채        및        자        본

과          목 금          액

부                 채 705,685,698

1. 미    지    급    금 39,706,400

2. 예 수 금(부 문 위 원 회) 439,785,809

3. 선    수    금 20,230,000

4. 임  대  보  증  금 41,000,000

5. 퇴 직 급 여 충 당 금 164,963,489 

자                 본 4,686,640,788

1 . 기    본    기    금 2,317,248,022

     1) 이  월  기  본  기  금 1,846,416,194 

     2) 종  신  회  원  기  금 470,831,828 

2. 5 0 주 년 기 념 기 금 62,087,061

3. 학  술  연  구  기  금 600,000,000 

4. 학  회  상  기  금 888,323,012

5. 대림대학원논문상기금 349,009,423

6. 출    판    기    금 27,154,846 

7 .  A P C C h E 기 금 56,579,597 

8. W C C E 9 기 금 312,575,044 

9. 당  기  순  이  익 73,663,783 

합          계 5,392,326,486

■ 2017년도 결산서 (2017. 1. 1.~12. 31.)

대 차 대 조 표

(단위: 원)

자          산

과          목 금          액

유    동    자    산 4,671,537,293

1 . 현           금 163,080

2. 보   통   예   금 149,006,343

3. 정   기   예   금 4,436,898,481

4. 미   수   수   익 34,015,768

5. 미      수      금 35,585,474

6. 선      급      금 1,617,137

7. 선  급  법  인  세 14,251,010

투 자 와 기 타 자 산 1,676,300

1 . 전 신 전 화 가 입 권 250,000 

2. 예  치  보  증  금 1,426,300 

고    정    자    산 719,112,893

1 . 토               지 473,388,742

2. 건               물 556,865,432

  - 감 가 상 각 충 당 금 -385,071,999

3. 집    기    비    품 8,469,043

  - 감 가 상 각 충 당 금 -7,537,255

4. 소  프  트  웨  어 11,109,091

  - 감 가 상 각 충 당 금 -11,107,091

5. 시 설 장 치( 인 테 리 어 ) 94,148,995

  - 감 가 상 각 충 당 금 -21,152,065

합          계 5,392,326,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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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출

과          목 금          액

 1. 학   회   지    간   행   비 180,936,972 

 (1) 국        문         지 34,112,378 

 (2) 영        문         지 101,526,144 

 (3) N   I   C   E   지 45,298,450 

  2. 단    체    가    입    비 6,680,000 

  3. 보             조             비 68,349,438 

 (1) 지                       부 9,303,306 

 (2) 지부활성화지원금 12,356,100 

 (3) 부문위원회활성화지원금 21,454,039 

 (4) 업   무   위   원   회 25,235,993 

  4. 홍              보              비 600,000 

  5. 일      반      관      리      비 406,061,963 

 (1) 인          건          비 198,375,173 

 (2) 퇴          직          금 37,477,494 

 (3) 복  리  후  생  비 16,718,150 

 (4) 여   비   교   통   비 18,011,840 

 (5) 통         신         비 3,539,611 

 (6) 제   세   공   과   금 57,656,588 

 (7) 제     수     수     료 10,043,610 

 (8) 감    가    상    각    비 27,916,194 

 (9) 사  무  실  유  지  비 9,023,424 

 (10) 회         의         비 24,034,910 

 (11) 소    모    품    비 1,422,892 

 (12) 기  타  인  쇄  비 374,978 

 (13) 수         선         비 27,273 

 (14) 잡                     비 1,439,826 

 6. 행           사            비 952,009,661 

 (1) 봄   학   술   대   회 161,360,434 

 (2) 가 을 학 술 대 회 165,741,473 

 (3) 여름특별심포지엄 31,251,464 

 (4) C    E    O    포    럼 54,118,098 

 (5) 기    타    행    사 539,538,192 

 7. 학   회   상   사   업   비 44,709,409 

  8. 대림대학원논문상사업비 7,504,000 

  9. 정  보  화  사  업  비 11,500,000 

10. 당    기    순    이    익 73,663,783 

합          계 1,706,770,000

손 익 계 산 서

(단위: 원)

수          입

과          목 금          액

1. 회   비   수   입 194,943,794 

 (1) 정        회        비 40,725,860 

 (2) 학    생    회    비 40,517,934 

 (3) 특별회비/단체회비 41,700,000 

 (4) C E O 클 럽 회 비 72,000,000 

2. 광 고  수 입 / 후 원 금 194,218,085 

 (1) 광       고       수       입 35,709,090 

 (2) 후 원 금(지원금 포함) 158,508,995 

3. 학  회  지  구  독  료 4,700,000 

 (1) 정           회           원 4,620,000 

 (2) 학       생       회       원 80,000 

4. 학   회   지   투   고   료 25,140,000 

 (1) 국            문            지 17,460,000 

 (2) 영            문            지 7,680,000 

5. 인                          세 103,449,960 

 (1) S p r i n g e r 인 세 94,536,688 

 (2) 기      타      인      세 8,913,272 

6. 행        사        수        입 1,039,938,057 

 (1) 봄   학   술   대   회 199,854,136 

 (2) 가   을   학   술   대   회 206,875,296 

 (3) 여 름 특 별 심 포 지 엄 26,515,000 

 (4) 기타행사(부문위원회 등) 606,693,625 

7. 기        타        수        입 56,378,747 

 (1) 수    입    임    대    료 39,499,991 

 (2) 기     타      수     익 11,718,756 

 (3) 특 별 기 증 금 5,160,000 

8. 이         자         소         득 102,568,585 

9. 기     금       이     입     액 30,677,998 

합          계 1,752,01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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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업체 연  락  처 전시품목

(주)경원테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81번길 10, 505호
Tel: 031-706-2886 / Fax: 031-706-2887
Homepage: http://www.kw-tech.co.kr 
E-mail: software@kw-tech.co.kr

Barracuda, EnSight, Simerics, PumpLinx, K-Speed

동양피엔에프(주)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8
(IT프리미어타워 17~18층)
Tel: 02-2106-8137 / Fax: 02-2106-8100
Homepage: http://www.dypnf.com
E-mail: ksh5972@dypnf.com

포스터 및 판넬

(주)라인텍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806
Tel: 042-624-0700 / Fax: 042-638-2211
Homepage: http://www.line-tech.co.kr
E-mail: linetech@line-tech.co.kr

Mass Flow Controller, Mass Flow Meter,  
Read Out Unit

(주)렉소엔지니어링
서울특별시 강서구 초원로 35, 유성빌딩 6층
Tel: 02-2664-1764~6 / Fax: 02-2664-1767
Homepage: http://www.rexo.co.kr
E-mail: rexo@rexo.co.kr

고온고압반응기, 촉매반응기, 
수열합성반응기, 어닐링 시스템, 
초임계 장치, 컨트롤 시스템

메틀러 토레도  
코리아(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천로 19길 21, 예일빌딩
Tel: 02-3498-3509
Homepage: http://www.mt.com
E-mail: Jaehong.lim@mt.com

열분석기(DSC, TGA)

(주)새론테크놀로지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경수대로 209, 월드비젼 505
Tel: 031-349-1411 / Fax: 070-7507-1411
Homepage: http://www.serontech.co.kr
E-mail: Sales@serontech.co.kr

주사전자현미경 Mini SEM~FE-SEM

(주)솔텍트레이딩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 308, 코바빌딩 5층
Tel: 02-2043-1957 / Fax: 02-2043-1959
Homepage: http://www.soletek.co.kr
E-mail: info@soletek.co.kr

BET 비표면적 분석기, 
기체 흡착 분석기(가스, 혼합가스, 증기, 고압, QCM), 
촉매 특성 분석기(TPD/TPR/TPO), 
멤브레인 기공 분석기, 밀도측정기, 
연구실용 Furnace, Balance

(주)수림교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68, 안양메가밸리 623호
Tel: 031-420-8670 / Fax: 031-420-8673
Homepage: http://www.sulim.com
E-mail: slc@chol.com

독일 Vacuubrand 제품: 
Chemistry diaphragm vacuum pump, 
VARIO chemistry pumping unit, Rotary vane 
pump(chemistry oil pump), Chemistry HYBRID 
pump, Vacuum controller, Vacuum gauge & sensor, 
High vacuum manifolds(schlenk line) 
일본 Yamato 제품: 
Rotary evaporator, Vacuum drying oven

(주)씨엠코퍼레이션
에이티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1길 7, 
현대지식산업센터C동 624~626호
Tel: 02-451-9001 / Fax: 02-451-8991
Homepage: http://www.cm-corp.co.kr
E-mail: sales@cm-corp.co.kr

원심진공농축기, 자동수소화반응기, 용해도, 
결정화 시스템, 전기화학분석기

(주)아텍엘티에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224-5, 대륭15차 1110호
Tel: 031-389-6035 / Fax: 031-389-6039
Homepage: www.ahtech.co.kr
E-mail: ahtech@ahtech.co.kr

UV OZONE CLEANER, UV LAMP, 
비접촉 면저항 측정장비

영인과학(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28길 22, 구정빌딩
Tel: 02-519-7300 / Fax: 02-519-7400
Homepage: http://www.youngin.com
E-mail: hyemin@youngin.com

직수형 초순수 제조장치(Water purification system)

엠케이사이언스(주)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128, 501호
Tel: 02-488-3936 / Fax: 02-488-3938
Homepage: http://www.mkparr.com
E-mail: mksci@mkparr.com

반응기

 오엠에이(OMA)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299번길 66
Tel: 042-822-9501~3 / Fax: 042-822-9504
Homepage: http://www.omacom.co.kr
E-mail: dongchul@omacom.co.kr

태양광조사장치, 광촉매 광원, 
파장 가변형 광원, 광전기화학 측정 장치

홍보전시회 참여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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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업체 연  락  처 전시품목

올림푸스한국(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38길 12,  
마제스타시티타워 원 2~3층
Tel: 02-6255-3305 / Fax: 02-6255-3377
Homepage: http://www.olympus-scope.co.kr
E-mail: kisub.kwon@olympus-ap.com

현미경

이켐테크놀리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41, 현대파크빌 224호
Tel: 02-868-2975 / Fax: 02-6455-2975
Homepage: http://www.echem-technology.co.kr
E-mail: info@echem-technology.co.kr

Electrochemical workstations

충북테크노파크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 76 
TEL: 043-270-2431
Homepage: http://www.cbtp.or.kr
E-mail: leesm@cbtp.or.kr

승강기 안전을 위한 회생 전력 시스템

케이엔에프뉴베르거(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82길 11, 2층
Tel: 010-9256-0257 / Fax: 02-959-0254
Homepage: http://www.knfkorea.com
E-mail: youngmin.kwon@knfkorea.com

회전농축기, 진공시스템, 진공펌프, 
액체정량펌프, 미니펌프

(주)켐리시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27번길 16 
디지털 엠파이어 101호(공장&연구소)/1013~1014호(사무실) 
TEL:   031-8069-5511~3(사무실), 031-8069-5514 

(공장&연구소), 031-8069-5516(대표)
Fax: 031-8069-5515
Homepage: http://www.chemresys.com 
E-mail: heobaram@chemresys.com

초고압반응기, 고온고압반응기, 촉매반응기,  
초임계추출장치, 유리 반응기,  
제어 시스템(소프트웨어 프로그램&터치패널 & 
원격제어)

(주)프로테크코리아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78길 166, 4층
Tel: 02-444-7631 / Fax: 02-3436-6222
Homepage: http://www.protechkorea.co.kr
E-mail: djking@protechkorea.co.kr

입도/비표면적/기공률/밀도/화학흡착분석기,  
가스유량측정기, Vapor Sorption Analyzer

(주)한울엔지니어링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148번길 17, 713호
Tel: 031-479-5272 / Fax: 031-427-5273
Homepage: http://www.hanwoul.com
E-mail: hanwouleng@hanmail.net

Magnetic Drive, 
High Temperature & High Pressure Reactor, 
Supercritical Reactor, Hydrothermal Reactor

BK Instruments 
Inc.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281-25, BK사옥 
Tel: 042-487-8240 / Fax: 042-488-8241
Homepage: http://www.bkinstruments.co.kr
E-mail: sales@bkinstruments.co.kr

Benchtop NMR & MRI/ FT-IR & NIR & Raman & 
UV & Accessories, Hyperspectral Imaging Camera, 
NMR Tubes & Deuterated Solvents & Isotope Lableled 
Biomolecules, Mnova & KnowItAll Software / 
N2 Generator / Air Dryer / Filteration / Ultrasonic 
Cleaner / Lab Consumables & Scienceware

HS-Technologies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643번길 12, 신안빌딩 2층
Tel: 0505-288-6901 
Homepage: http://hs-kr.com
E-mail: info@hs-kr.com

전기화학장비(Potentiostat, Galvanostat, Impedance),
태양전지장비(Solar simulator, IPCE),
광전기화학 장비(HER, OER, Water splitting)

Siemens PLM 
Software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30길 39, SEI타워 16층
Tel: 02-3016-2000 / Fax: 02-6344-6501
Homepage: http://www.siemens.com/plm
E-mail: sunghyuk.chun@siemens.com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Simcenter STAR-CCM+

TA Instruments 
Korea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29, 산학협동재단빌딩 3층
Tel: 02-3415-1500 / Fax: 02-3415-1515
Homepage: http://www.tainstruments.co.kr
E-mail: mskim@tainstruments.com

열분석기(DSC/TGA/TMA/DMA/DHR/ARES-G2)

(주)VTI코리아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5가길 12
Tel: 02-3664-7263 / Fax: 02-3664-7264
Homepage: http://www.vti-glovebox.co.kr
E-mail: sjkim@vti-glovebox.co.kr

Glovebox gas purification system

Waters Korea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9층 905-7호
Tel: 02-6300-9200 / Fax: 02-6300-9205
Homepage: http://www.waters.com/kr
E-mail: Veronica_lee@waters.com

HPLC, UHPLC, UPLC, Xevo G2-XS Qtof, APC, GPC 

홍보전시회 참여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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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보고, 승인 및 심의사항)

   제49대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 

[2018. 4. 5, 충정로 LG하우시스 인재개발센터]

   제49대 제2차 이사회 회의 

[2018. 4. 6, 충정로 LG하우시스 인재개발센터]

 

제49대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

[2018. 4. 5, 충정로 LG하우시스 인재개발센터]

[참 석]   김우식, 강정원, 김도희, 김범상, 김준석,  

김진수, 김창구, 김희연, 박해경, 서영웅,  

서형기, 신은우, 이대원, 이시훈, 이재성,  

이현주, 정상문, 정수환, 정진석(김우식 회장 

외 18명), 김재정 국문지 편집장

1. 보고사항

 (1) 회원현황   

 (2) 광고 수주 및 후원금(지원금) 현황  

 (3) 재무현황

 (4) 2018년도 봄 총회 및 학술대회 관련

 (5) 감사의견서

 (6) 제1차 자문회의

 (7) 제1차 중장기발전위원회 회의

 (8) 제1차 수석부회장선거관리위원회 회의

 (9)   차기 수석부회장 선거 안내 및 추진 일정(안) 

공유

 (10) 제1차 부문위원장 회의

 (11) 제1차 국제화 국제협력위원회 회의

 (12) 제2차 교육 인재양성위원회 회의

 (13) 제2차 산학연관 협력위원회 회의

 (14) 제1차 정보화 홍보위원회 회의

 (15) 제1차 출판 편집위원회 회의

 (16) 제1차 국문지 편집위원회 회의

 (17) 기술정보지(NICE) 제36권 제3호 편집회의

 (18) 2017년도 결산(안) 공유

 (19) 학회상 수상 후보 공유

  1)   2018년도 형당교육상, 기술상 수상 후보 

(시상: 가을 학술대회)

   -   가을 학술대회 ‘학회상 수상자 발표’ 세션 

준비를 위해 수상자를 미리 선정

          ▶ 형당교육상: 박진호 교수(영남대)

          ▶ 기술상: 김형순 대표이사(해양도시가스)

  2)   영문지 논문상/공로상/발전상/진흥상, 국문

지 논문상/공로상 수상 후보

   - 봄 평의원회에서 시상

 (20)   한국화학공학회•서울대학교 EDRC 산업체  

계속교육 프로그램 개최

  일시: 2018년 6월 19일(화)~22일(금)

  장소: 서울대학교 화학공정신기술연구소

  대상:   정유, 석유화학 및 화학관련 업체 입사 

3~8년차

  과목:   전달현상, 단위조작(열교환기),  

공정 전산해석 기초 및 화학장치 전산 

해석, 촉매이론, 상용촉매 반응공정 및 

설계, 공정제어, 화평법

  수강료: 100만원/1인

 (21)   한국화학공학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8년 R&D 협력간담회 개최

  일시: 2018년 3월 9일(금), 11:30~13:00

  장소: 한미리 광화문점 

  참석:   학회 7명(회장, 김대수 연구 기술개발위원장,  

박해경 산학연관 협력위원장,  

김창구/김진수 총무이사,  

정진석/고영수 조직이사), KEIT 5명

  추진목적:   공학회 오피니언 리더와의 소통의 

장을 통한 학계와의 교류·협력 강화 

및 산업기술 R&D에 대한 학계 의견 

수렴

 (22)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사업 협약 

체결

  사업명: 차세대 화학공학 여성 전문기술인 육성

  사업기간: 2018.4.1. ~ 10.31.

  사업비: 3,200,000원 

  주관: 여성위원회

 (23)   제49대 임원중 2018년도 국문지에 투고한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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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제49대 임원중 영문지 citation 현황 발표

 (25) 주요 회무 보고

 (26) 개편된 학회 홈페이지 시연 

  →   영문홈페이지에서 외국인의 학술대회  

초록접수 및 등록비 결재 부분, 화공114의 

전문분야 색인,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이

미지가 화학이미지가 강해서 화학공학을 

나타내는 이미지 사사용 등 개선이 필요하

며,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해 나갈 예정임.  

이를 위해 관련 예산 확대가 필요함.

 (27) 학술대회 영문 Brochure 제작 현황

2. 승인사항((4)~(7) 추인) 

 (1) 세칙 개정 승인

  - 출판 편집위원회에서 상정

  1) 영문지 진흥상후보 선정 세칙 개정 승인

  2) 논문상 후보 선정 세칙 개정 승인

  3) 학술상 후보 선정 세칙 개정 승인

영문지 진흥상 후보 선정 세칙 개정

현  행 개  정

제1조 (목적) 본 세칙의 목적은 
영문지에 실린 논문의 인용을 
촉진시키므로써 영문지를 세계
적인 학술지로 만들기 위한 것
으로 학회상 규정 제3조 5항과 
제5조 4항에 의한 영문지 진흥
상후보를 선정하여 이사회에 추
천하는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제2조 (선정위원회 구성) 출판
편집위원회 운영위원이 선정위
원이 되며, 그 위원장은 출판편
집위원장이 된다.
제3조 (자료의 준비) 선정을 위
한 자료는 영문지 편집장이 준
비한다.
제4조 (선정방법) 수상후보자는 
영문지의 국제화 및 진흥에 기
여한 한국화학공학회 정회원 중
에서 3년 이상 회원자격이 유지
된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조 (목적) 본 세칙의 목적은 
영문지에 실린 논문의 인용을 
촉진시키므로써 영문지를 세계
적인 학술지로 만들기 위한 것
으로 학회상 규정 제3조 5항과 
제5조 4항에 의한 영문지 진흥
상후보를 선정하여 이사회에 추
천하는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제2조 (선정위원회 구성) 출판
편집위원회 운영위원이 선정위
원이 되며, 그 위원장은 출판편
집위원장이 된다.
제3조 (자료의 준비) 선정을 위
한 자료는 영문지 편집장이 준
비한다.
제4조 (선정방법) 
   1.   수상후보자는 영문지의 국

제화 및 진흥에 기여한 한
국화학공학회 정회원 중에
서 3년 이상 회원자격이 유
지된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영문지 진흥상 수상후보는 
당해년도 영문지 공로상 수
상자와 중복 수상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제5조 (상의 규모) 본 상의 규모 
및 인원은 당해년도 영문지 예
산 범위 내에서 영문지 편집위
원회를 통하여 결정한다. 수상
은 매년 봄 평의원회에서 시행
한다.
제6조 (상의 시행기한) 본 상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제5조 (상의 규모) 본 상의 규모 
및 인원은 당해년도 영문지 예
산 범위 내에서 영문지 편집위
원회를 통하여 결정한다. 수상
은 매년 봄 평의원회에서 시행
한다.
제6조 (상의 시행기한) 본 상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논문상 후보 선정 세칙 개정

현  행 개  정

제1조 (목적) 본 세칙의 목적은 

학회상 규정 제3조 3항과 제5조 

2항에 의거한 범석논문상과 심

강논문상 후보를 선정하여 이

사회에 추천하는 절차를 정하

는 것이다.

제2조 (선정위원회의 구성) 출

판편집위원회 운영위원이 선정

위원이 되며, 그 위원장은 출판

편집위원장이 된다.

제3조 (자료의 준비) 선정을 위

한 자료는 화학공학회지(국문

지, 영문지)의 편집장이 준비한

다.

제4조 (선정방법) 화학공학회지

(국문지, 영문지, 기술 정보지)

에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전년

도말 현재 만45세 이하의 정회

원중에서 다음 방법에 의해 후

보자를 선정한다.

   1. 기 수상자는 후보에서 제

외하며, 수상후보자는 3년이상 

회원자격이 유지된 회원을 대

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2. 전년도에 발표된 논문의 

주 저자(f i rst  author 또는 

corresponding author)가 수상 

후보가 된다.

   3. 2항의 후보중에서 각 부문

위원회로부터 1명 이내의 후보

자를 추천받는다.

   4. 선정위원회에서는 부문위

원회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들

의 연구 업적을 검토하여 학회

상 규정 제4조에 따라 최종후보

자를 선정한다.

제1조 (목적) 본 세칙의 목적은 

학회상 규정 제3조 3항과 제5조 

2항에 의거한 범석논문상과 심

강논문상 후보를 선정하여 이

사회에 추천하는 절차를 정하

는 것이다.

제2조 (선정위원회의 구성) 출

판편집위원회 운영위원이 선정

위원이 되며, 그 위원장은 출판

편집위원장이 된다.

제3조 (자료의 준비) 선정을 위

한 자료는 화학공학회지(국문

지, 영문지)의 편집장이 준비한

다.

제4조 (선정방법) 화학공학회지

(국문지, 영문지, 기술 정보지)

에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전년

도말 현재 만45세 이하의 정회

원중에서 다음 방법에 의해 후

보자를 선정한다.

   1. 기 수상자는 후보에서 제

외하며, 수상후보자는 3년이상 

회원자격이 유지된 회원을 대

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2. 전년도에 발표된 논문의 

주 저자(f i rst  author 또는 

corresponding author)가 수상 

후보가 된다.

   3. 2항의 후보중에서 각 부문

위원회로부터 1명 이내의 후보

자를 추천받는다.

   4. 선정위원회에서는 부문위

원회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들

의 연구 업적을 검토하여 학회

상 규정 제4조에 따라 최종후보

자를 선정한다.

제5조 (상의 규모) 본 상은 상패

와 상금 (범석논문상 200만원, 

심강논문상 200만원)으로 하고 

수상은 매년 가을 평의원회에

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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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상 후보 선정 세칙 개정

현  행  개  정

제4조 (선정방법) 화학공학회지

에 지속적으로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정회원 중에서 다음 방

법에 의해 후보자를 선정한다.

   1.   기 수상자는 후보에서 제외

하며, 수상후보자는 3년 이

상 회원자격이 유지된 회원

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2.   매 전년도까지의 학회지 

(국문지, 영문지, NICE)에 

주 저자(first author 또는 

corresponding author)로 

게재한 논문 발표 실적을 

다음 표의 게재 경과 연수

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여 

가중 평가하여 후보자 5명

을 선발한다. 단 주 저자가 

표시되기 이전의 게재 실적

에 대해서는 모든 저자들을 

주 저자로 간주한다.

연  수 가중치

최근 1~5년
최근 6~10년
최근 11~20년
최근 21년 이상

5
4
3
2

제4조 (선정방법) 화학공학회지

에 지속적으로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정회원 중에서 다음 방

법에 의해 후보자를 선정한다.

   1.   기 수상자는 후보에서 제외

하며, 수상후보자는 3년 이

상 회원자격이 유지된 회원

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2.   매 전년도까지의 학회지 

(국문지, 영문지, NICE)에 

주 저자(first author 또는 

corresponding author)로 

게재한 논문 발표 실적을 

다음 표의 게재 경과 연수

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여 

가중 평가하여 후보자 5명

을 선발한다. 단 주 저자가 

표시되기 이전의 게재 실적

에 대해서는 모든 저자들을 

주 저자로 간주한다.

연  수 가중치

최근 1~10년
최근 11~20년
최근 21년 이상

5
4
3

   3.   후보자들은 학회의 소정 

양식에 따라 학회지 및 타 

전문학술지(SCI와 SCI-E 

등재 학술지에 한함)에 게

재된 후보자의 총 연구 실

적 목록과 학회지에 게재

된 논문 1편 이상이 포함된 

5편 이내의 대표 논문을 중

심으로 서술된 주요 연구 

업적서를 제출한다.

   4.   주 저자(first author 또는 

corresponding author)로 

게재한 논문들(화학공학회

지 포함)을 다음 표의 게재 

경과 연수와 게재지의 저

명도에 따른 가중치를 적

용하여 가중 평가하고 합

산하여 70점을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가 점수를 산

출한다. 점수의 환산에 있

어 가장 높은 사람의 점수

를 70점으로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가장 높은 사람

의 점수에 적용했던 환산

율에 따라 산출한다. 

   3.   후보자들은 학회의 소정 양

식에 따라 학회지 및 타 전

문학술지(SCI와 SCI-E 등

재 학술지에 한함)에 게재

된 후보자의 총 연구 실적 

목록과 학회지에 게재된 논

문 1편 이상이 포함된 5편 

이내의 대표 논문을 중심으

로 서술된 주요 연구 업적

서를 제출한다.

   4.   주 저자(first author 또는 

corresponding author)로 

게재한 논문들(화학공학회

지 포함)을 다음 표의 게재 

경과 연수와 게재지의 저

명도에 따른 가중치를 적

용하여 가중 평가하고 합

산하여 70점을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가 점수를 산

출한다. 점수의 환산에 있

어 가장 높은 사람의 점수

를 70점으로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가장 높은 사람

의 점수에 적용했던 환산

율에 따라 산출한다.

현  행  개  정

단, 주 저자가 명시되기 이전의 

게재 실적은 모든 저자를 주 저

자로 인정한다.

연  수 가중치

최근 5년 이내
최근 6~10년
최근 11~20년
최근 21년 이상

5
4
3
2

게재지 가중치

영문지, 국문지
SCI
SCI-E

2.0
1.5
1.0

단, 주 저자가 명시되기 이전의 

게재 실적은 모든 저자를 주 저

자로 인정한다.

연  수 가중치

최근 1~10년 이내
최근 11~20년
최근 21년 이상

5
4
3

게재지 가중치

영문지, 국문지
SCI 및 SCI-E

2.0
1.5

 (2) 형당교육상 운영지침 개정 승인 

  -   상금/비용과 기탁금 이자의 차이로 발생하는 

부족분을 화현회의 연회비를 사용하여 매년 

추가 출연하던 것을 중단하기로 함에 따라 

제5조를 개정

형당(螢堂)교육상 운용지침 개정

현  행 개  정

제1조 (신청) 수상 신청은 한국화
학공학회, 한국화학공학회 산하단
체 기관장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제2조 (구비서류 및 제출처) 
(1)   수상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한국화학공학회 회원 추

천서 및 공적서 1통
     ②   자필이력서(사진부착) 1통
(2)   본상의 추천인은 수상 신청

자의 구비서류를 한국화학
공학회에 제출한다.

제3조 (수상자 선정) 교육인재
양성위원회는 추천된 수상 후보
의 적격여부를 판정하여 한국화
학공학회 가을 총회 및 학술대
회 이전까지 수상자 후보를 이
사회에 추천한다.
제4조 (상의 규모) 본 상은 상장
과 상금 200만원으로 하고 수상
은 매년 한국화학공학회 가을 평
의원회에서 시행한다. 상금은 
200만원의 가치가 유지되도록 5
년 내지 10년마다 가용자금 이내
에서 조정한다.
제5조 (기금운용) 본 상의 기금
은 초기 기탁금 3,000만원과 추
가 기탁금으로 하고 기탁자의 취
지에 따라 기탁금을 기준으로 매
년 발생하는 이자소득 중에서 상
금과 필요 경비를 조달하고 잔여 
소득(세금공제후)은 기금으로 환
입한다. 단, 본 상의 첫 번째 시
상은 2005년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신청) 수상 신청은 한국화
학공학회, 한국화학공학회 산하단
체 기관장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제2조 (구비서류 및 제출처) 
(1)   수상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한국화학공학회 회원 추

천서 및 공적서 1통
     ②   자필이력서(사진부착) 1통
(2)   본상의 추천인은 수상 신청

자의 구비서류를 한국화학
공학회에 제출한다.

제3조 (수상자 선정) 교육인재
양성위원회는 추천된 수상 후보
의 적격여부를 판정하여 한국화
학공학회 가을 총회 및 학술대
회 이전까지 수상자 후보를 이
사회에 추천한다.
제4조 (상의 규모) 본 상은 상장
과 상금 200만원으로 하고 수상
은 매년 한국화학공학회 가을 평
의원회에서 시행한다. 상금은 
200만원의 가치가 유지되도록 5
년 내지 10년마다 가용자금 이내
에서 조정한다.
제5조 (기금운용) 본 상의 기금
은 초기 기탁금 3,000만원과 추
가 기탁금으로 하고 기탁자의 
취지에 따라 기탁금 및 이자 소
득에서 상금과 필요경비를 조달
하고, 기금이 고갈될 때까지 운
용한다. 단, 본 상의 첫 번째 시
상은 2005년부터 시행한다.



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36, No. 3, 2018 … 377

학회소식

 (3)   정보화 홍보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 승인 

(임기: 2018.4.1.~12.31) - 손현태(KIST)

 (4) TP와 학회간의 MOU 체결 승인

  -   3월 22일(목): 한국화학공학회-한국산업단지

공단-한국중소화학기업협회 MOU 체결

 (5)   한국장학재단, ‘2018년 신규 국가우수장학생  

선발을 위한 심사위원’ 추천 승인

 (6)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화학분야 전문가’ 추천 

승인

 (7)   한국연구재단,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 예비

타당성 대응 소재 전문가’ 추천 승인

3. 심의 및 토의사항

 (1) 2020년도 봄 학술대회 개최 장소 논의

  -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   2020년 봄 학술대회 장소는 경주 화백컨벤

션센터로 결정함.

 (2)   봄 학술대회, SK이노베이션 후원 특별 심포지

엄 연사비 인상 건 승인

  →   후원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연사 1인당 연사

료(자문료 포함)를 50만원으로 결정함.

 (3) 이동현상 신진연구자상 제정(안) 재논의 승인

  →   이동현상 신진연구자상의 시상은 봄 평의원

회에서 시상하는 것으로 결정함.

이동현상 신진연구자상 제정

후보 선정 세칙 운용지침

제정일자: 2018년 4월 6일 제정일자: 2018년 4월 6일

제1조

(목적) 본 세칙의 목적은 학
회상 규정 제3조 13항 및 제
5조 11항에 의거한 이동현상 
신진연구자상 후보자를 선
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하는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신청) 수상신청은 이동
현상부문위원회 운영위
원 또는 3인 이상의 이동
현상부문위원회 회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제2조 

(선정위원회 구성)
1.   출판편집위원회의 운영

위원이 이동현상 신진연
구자상 선정위원이 되며 
출판 편집위원장이 이 선
정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2.   출판편집위원회의 간사
는 이동현상 신진연구자
상 선정위원회 간사로 선
임된다.

(구비서류 및 제출처)
(1)   수상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추천서 2통 
    ②   자필이력서 

(사진부착) 2통 
    ③   자필 공적 증빙서 2통
(2)   본상의 추천인은 수상 

신청자의 구비서류를 
한국화학공학회에 제
출한다.

후보 선정 세칙 운용지침

제3조 

(임무)
1.   위원장은 수상 후보자 선

정 심사를 총괄하고 선정
위원회를 대표한다.

2.   간사는 수상 후보자 선정
을 위한 자료를 준비한다.

3.   선정위원은 본 위원회 회
의에 참석하여 심사 및 
표결에 참가한다. 

(수상 후보자 추천) 
이동현상부문위원회는 
후보들의 공적사항 평가
에 근거하여, 출판편집위
원회에 후보를 추천하고 
추천 사유를 제출한다.

제4조 

(선정방법) 우리나라 화학공
학 이동현상분야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정회원 중
에서 다음 방법에 의하여 수
상 후보자를 선정한다.
1.   본 상의 기수상자는 후보

에서 제외하며, 수상후보
자는 3년 이상 회원자격이 
유지된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한국화학공학회 이동현
상부문위원회 회원 중 소
속기관 근무경력 7년 이
내 또는 만 40세 이하이
고, 이동현상 분야의 교
육 및 학술 또는 산학협
력 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현저한 자를 수상 후보자
로 선정한다.

3.   이동현상부문위원회는 2항
에 해당하는 수상 후보자를 
선정위원회에 추천한다.

4.   선정위원회에서는 추천
받은 후보자들의 공적서
를 검토하여 학회상 규정 
제4조에 따라 수상 후보
자를 선정한다. 

(수상자 선정) 출판편집위
원회는 이동현상부문위원
회로부터 추천받은 수상 
후보자의 적격여부 판단 
및 심사를 진행하여 한국
화학공학회 봄 평의원회 
이전까지 수상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한다.

제5조 

(상의 규모)본 상은 이동

현상 신진연구자상으로
서, 상패와 상금 250만원
으로 하고 수상은 매년 봄 
평의원회에서 시행한다.
→ 제2차 운영위원회 회
의결과: ‘(상의 규모)본 
상은 이동현상 신진연구
자상으로서, 상패와 상금 
250만원으로 하고 수상은 
매년 부문위원회에서 시
행한다.’에 대해 기금 출
연자에게 문의

제6조 

(기금운용)본 상의 기금
은 기탁자의 취지에 따라 
기탁금(2018년 3월 현재 
2천 5백만원) 및 이자 소
득에서 상금과 필요경비
를 조달한다. 본 상은 기
탁금이 고갈될 때까지 운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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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선정 세칙 운용지침

부 칙 
이 세칙은 2018년 4월 6일부
터 시행한다.
[출연자: 2012년도 이동현
상부문위원장 안경현 교수] 

부 칙 
이 지침은 2018년 4월 6
일부터 시행한다.

 (4) 2018년도 봄 평의원회 및 총회 회순 검토 승인

 (5) 기타 토의

  →   추후 기술상 후보 추천을 위해 산학연관 협력

위원회에서 ‘기술상 후보 선정 세칙 개정(안)’

을 만들고,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   산업체 계속 교육 프로그램의 교육 내용은 

기본에 충실하도록 하고, 과목별 교재를 지

속적으로 보완하여 교육 내용을 내실화하는 

것이 필요함.

 

제49대 제2차 이사회 회의[2018. 4. 6, 충정로 

LG하우시스 인재개발센터]

[참 석]   김우식, 전해상, 강정원, 김영섭, 김형순,  

김범상, 김창구, 박영해, 서양곤, 신채호,  

이원규, 정진석, 한은미, 이근원 감사 

(김우식 회장 외 13명 참석)

1. 성원 보고

 →   이사회 구성원 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원이 

이루어졌음.

2. 개회 선언 

 →   학회 정관 제28조에 규정된 의사정족수(과반수의 

출석)를 충족하므로 제2차 이사회 개회를 선언

3. 보고사항

 (1) 주요 회무 및 주요 행사

 (2) 회원현황 

 (3) 광고 수주 및 후원금(지원금) 현황

 (4) 재무현황

 (5) 2018년도 봄 총회 및 학술대회 관련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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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여름 특별 심포지엄 일시, 장소, 주제 선정  

  1) 일시: 7월 18일(수)~20일(금)  

  2) 장소:   용평리조트 

(드래곤밸리호텔, 그린피아 콘도)

  3) 주제: Interdisciplinary Chemical Engineering 

 (8) 감사의견서

 (9)   한국화학공학회•서울대학교 EDRC 산업체  

계속교육 프로그램 개최

 (10) 학술상 후보 선정 세칙 개정

 (11) 부문위원회 및 지부 활성화 사업 지원 결과

  - 분리기술:   2018 분리기술 동계강좌 / 2018년 

2월 19일(월)~20일(화) 한국화학연

구원 / 1,000,000원  

 (12)   2018년도 전국 화학공학 관련학과 대학생  

학생회장/동아리회장 Workshop 개최 결과 

 (13)   한국화학공학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8년 R&D 협력간담회 개최

 (14)   한국화학공학회-한국산업단지공단-한국중소

화학기업협회 MOU 체결 

 (15)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사업 협약 

체결

 (16) 개정된 홈페이지 시연

  →   화공 114 안내에 ‘소정의 비용이 발생할 수

도 있다’는 문구를 넣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는 의견이 있었음.

 (17) 학술대회 영문 brochure 검토

  →   pdf파일은 칼라로 제작하여 행사전 배포될 

수 있도록 할 것

4. 승인사항

 (1)   2018년도 중장기발전위원회 위원 구성 승인 

(임기: 2018.1.1.~12.31)

  - 관련 근거:   정관 제38조 ③ 중장기발전위원

회의 위원은 수석부회장(차기회

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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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전해상 수석부회장(당연직) 

   간  사:   정진석 조직이사(울산대),   

고영수 조직이사(공주대)

   위  원:   김대용(태광산업), 김도희(서울대),  

김상경(KIER), 김영섭(도레이첨단소재),  

김진국(한양대), 백성현(인하대),  

손정민(전북대), 송광호(고려대),  

이기수(LG화학), 장재형(연세대),  

정인식(도레이첨단소재),  

최시영(KAIST), 홍연기(교통대),  

허승현(울산대)

 (2)   2018년도 형당교육상, 기술상 수상자 선정 승인 

(가을 학술대회에서 시상)

  -   가을 학술대회 ‘학회상 수상자 발표’ 세션 준

비를 위해 수상자를 미리 선정

  - 관련 근거:   학회상 규정 제4조(선정방법) 수

상자는 당해 선정위원회에서 선

정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

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선정

하며 이사회에서 확정한다.

   1)   형당교육상(선정위원회: 교육 인재양성위

원회): 박진호 교수(영남대)

    추천 이유:   ABEEK, 학회 차원에서의 

교육 프로그램 기획을 통

한 교육에 공헌하였고 2권의                         

저서 등으로 대학원생, 학부생 

등의 교육에 다방면으로 공헌함

   2)   기술상(선정위원회: 산학연관 협력위원회): 

김형순 대표이사(해양도시가스)

    추천 이유:   GS칼텍스에서 오래 근무하면

서 공정개선 등을 통해 화학공

학 기술발전에 큰 기여

  →   상패 문안은 기술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 있

도록 작성 부탁하기로 함.  

 (3)   영문지 논문상 및 영문지 공로상, 영문지 발전

상, 영문지 진흥상, 국문지 논문상 및 국문지 

공로상 수상자 선정 승인

 (4) 이사회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승인

  - 제12, 13조 개정(안): ‘의사록’ → ‘회의록’

 (5) 수석부회장 선출 규정 일부 개정 승인

  -   제5조 ④ 개정(안): ‘제11조제3호 내지 제5호

의 임원, 편집장, 업무위원장 및 감사는’→ 

‘제11조의 임원, 편집장 및 업무위원장은’ 

 (6) 사무국 규정 개정 승인

  -   제23조(정년) 개정(안): ‘① 정년 퇴직연령은 

만 57세이고 55세가 되는 해부터 임금피크제

를 적용한다.’ → ‘① 정년 퇴직연령은 만 60

세이고 58세가 되는 해부터 임금피크제를 적

용한다.’ 

5. 심의 및 토의사항

 (1) 2017년도 결산 승인

 (2) 차기 수석부회장 선거 안내 및 추진 일정 승인

  →   선거 안내문중 ‘관례’를 ‘수석부회장 선출 규

정’으로 수정하기로 함. 

 (3) 영문지 예산(안) 및 학회상 규정 개정 승인

 (4)   이동현상 신진연구자상 제정(안) 및 그에 따른 

학회상 규정 개정 승인

  →   중장기발전위원회에서 ‘본상 편입 기준’을 

마련해서 상정하도록 의결함.

 (5) 기타 토의

  →   학술대회에 세션명에 ‘000 정년기념’이라는 

문구를 넣지 말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본 건

은 부문위원장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   부문위원장 회의에서 가을 학술대회가 국제 

심포지엄이므로 plenary talk 연사로 외국인

을 초청하자는 제안이 있었음.

  →   과총의 ‘영구입주권 보유 학회 임원 간담

회’에 학회장이 참석후 간담회 결과를 이사

회에 보고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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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보고, 승인 및 심의사항)

   제2차 교육 인재양성위원회 회의 

[2018. 3. 20, 서울역 진진바라]

   제1차 수석부회장선거관리위원회 회의 

[2018. 3. 21~23, 이메일 회의]

   제1차 국제화 국제협력위원회 회의 

[2018. 3. 23, 서울스퀘어 루싱]

   제1차 중장기발전위원회 회의[2018. 3. 26,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도레이첨단소재 소회의실(36F)]

   제2차 중장기발전위원회 회의 

[2018. 4. 26, 창원컨벤션센터 601호]

   제1차 정보화 홍보위원회 회의 

[2018. 3. 28, 한국화학공학회 사무국]

   제1차 자문회의[2018. 3. 30, 루안(구 아세아 도원)]

   제2차 산학연관 협력위원회 회의 

[2018. 3. 30, 대전 유성온천역 만나식당]

   제1차 출판 편집위원회 회의 

[2018. 3. 30, 한국화학공학회 사무국]

   제1차 부문위원장 회의[2018. 3. 30, 서울역 정우연]

   제2차 부문위원장 회의 

[2018. 4. 25, 풀만 앰배서더 창원 2층 그랜드볼룸 A]

   제1차 업무위원장 회의 

[2018. 4. 25, 풀만 앰배서더 창원 2층 그랜드볼룸 A]

   제1차 지부장 회의 

[2018. 4. 25, 풀만 앰배서더 창원 2층 그랜드볼룸 A]

   기술정보지(NICE) 제36권 제4호 편집회의 

[2018. 5. 8~11, 이메일 회의]

 
제2차 교육 인재양성위원회 회의 

[2018. 3. 20, 서울역 진진바라]

[참 석]   정찬화(위원장), 김우재, 김태일, 나현빈,  

남재욱, 박용일, 신은우, 이도창, 이종휘,  

이재성(총 10명)

[보고사항]

1.   교육 인재양성위원회 위원(임기: 2018년 1월 1일

~2019년 12월 31일) 구성에 대해 보고하고 위원회    

당해 사업계획에 대한 사항을 보고함.

2.   전국 화학공학 관련 학과 대학원 학생회장/동아

리 회장 Workshop 진행(총 70명의 학부생이 참석       

하였고, S-Oil과 SK Advanced를 방문하여 견학한 

후 울산대에서 분임토의 및 학생대표 선발 등의       

프로그램을 일정대로 진행) 대학생 전국회장으로

부터 건의사항을 수렴함. 

[논의사항]

1.   2018년도 ‘형당교육상’ 수상후보자 추천 건(기한: 

2018년 3월 16일): 지원한 후보자 중에 선정세칙에 

따라 최종 추천 후 4월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에 상

정할 예정

2. 2018 화학공학 대학생 Fun & Fun Festival 관련 논의

 - 행사계획 논의 

 -   2018 화학공학 대학생 Fun & Fun Festival 외부

수여상 기획: 장관상의 도입을 통하여 학부생의      

참가를 도모하고자 함. 특히 학회차원에서의 교

육부장관상, 고용노동부장관상 등을 추진하도

록 함. 

 

제1차 수석부회장선거관리위원회 회의

[2018. 3. 21~23, 이메일 회의]

[참 석]   전해상(위원장), 김진수(간사), 고영수, 김창구, 

이근원, 정진석

[회의 내용]

1. 전년도 회의록 및 수석부회장 선출 규정 검토

2. 차기 수석부회장 선거 일정 논의

 →   수석부회장 선출 규정 제4조 등에 의거하여 다

음과 같이 선거 일정을 확정함.

  6월  1일(금):   NICE 6월호 및 홈페이지에 차기 

수석부회장 선거 안내 게재

  6월  8일(금):   선거인단(평의원)에게 선거 안내 

우편과 E-mail 발송

  6월 25일(월):   평의원 20명이 추천하는 후보자 

등록 시작 

  7월  9일(월):   평의원 20명이 추천하는 후보자 

등록 마감

  8월 6일(월):   등록후보자가 없는 경우 이사회에

서 후보자 추천 예정(총회 80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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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23일(목):   수석부회장 전자투표 시작(선거

인단에게 후보자 안내및투표 안

내 E-mail발송)

  9월  6일(목): 수석부회장 전자 투표 마감 

  9월  7일(금):   당선자 확정(제6차 운영위원회 

개최 일)

  10월 24일(수),   25일(목):   가을 평의원회와 총회에 

상정

3. 수석부회장 선출 규정 검토 및 개정 논의

 -   2017년 정관개정으로 감사가 임원으로 분류됨 

(개정전 정관에는 ‘임원 및 감사’였음)

    정관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학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5인(회장 1인 및 수석부회장 1인 포함)

  2. 감사 2인

   -   위의 정관 개정으로 수석부회장 선출규정 

제5조 4항을 개정이 필요함

   (기존)   제5조 4항 정관 제11조제3호 내지 제

5호의 임원, 편집장, 업무위원장 및 

감사는 그 직을   사임한 이후에 후보

자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안)   ‘제11조의 임원, 편집장 및 업무위

원장’으로 개정

 

제1차 국제화 국제협력위원회 회의 

[2018. 3. 23, 서울스퀘어 루싱]

[참 석]   최수형(위원장), 곽상규, 김희연, 용기중, 유필진, 

한정우, 황성원(총 7명)

1. 보고사항

 (1) 이란화학공학회 MOU 추진

  -   한국화학공학회-이란화학공학회 MOU 체결 

및 교류확대(담당: 국제화 국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채희엽)

  - MOU 체결: 2018년 1월 20일

  -   양국 화공학회 협력방안 화상논의:  

2018년 2월 26일

 (2) 미국화학공학회 교류(2018 AIChE Meeting)

  -   2018.10.31 KIChE-AIChE US Chapter Open 

Forum(Pittsburgh, US) 개최 예정

  - 주제: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for future 

energy and biomedical applications 

  - 미국측 담당:   전재훈 박사(Pacific Northwest 

National Laboratory)

      한국화학공학회 봄 학술대회  

참석 및 미국지부 활동 소개 예정

  -   Emerging Junior Investigator Open Innovation 

Forum(Pittsburgh, US) 개최 예정

     KIChE-US Chapter 우수신진 연구자들의 교

류증진 도모, 수상/강연 프로그램 운영

 (3) 대만화학공학회 교류

  -   2018 하반기 한국화학공학회-대만화학공학

회 공동 심포지엄 개최(11월 초, 대만)

  -   한국 연사 5~6명 대만화학공학회 방문 및 발표

 (4) 일본화학공학회 교류

  -   2018 하반기 한국화학공학회-일본화학공학

회 공동 심포지엄 개최

  -   개최일시/장소: 2018년도 가을 학술대회  

기간 중(대구 EXCO)

  - 한국 연사 5명 + 일본 연사 5명

  -   일본측 연락 및 조직구성 담당:  

Prof. Hidehiro Kamiya(Tokyo Univ. of 

Agriculture & Technology)

2. 토의사항

 (1)   국가별 전문위원 육성 및 국제협력 창구 일원

화 체제 확립(국제교류, MOU체결/관리)

  -   미국(곽상규, 이도창), 대만(용기중, 한정우), 

일본(황성원, 유필진), 추후 지역별 담당위원 

추가

 (2) 개발도상국 화학공학회와의 교류 추진

  -   APCChE(Asian pacific confederation of 

chemical engineering) 소속 학회 컨택 필요

  -   인도 및 동남 아시아권 개도국들과의 기술 

확산 및 네트워크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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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최수형), 싱가포르 과학연합회(곽상규)

 (3) 이란 화학공학회 협력 관련

 

제1차 중장기발전위원회 회의[2018. 3. 26, 여의도 

전경련회관 도레이첨단소재 소회의실(36F)]

[참 석]   전해상(위원장), 김영섭(부위원장), 송광호,  

고영수(간사), 정진석(간사), 이기수, 손정민, 

김도희, 홍연기, 최시영, 장재형, 허승현,  

김상경, 백성현, 정인식(총 15명)

[회의내용]

1. 중장기발전위원회 구성 의의 및 구성원 소개

2.   2014~2016년 최근 3년간 중장기발전위원회 결과물 

검토

 - 2015년: 학회조직 개편

 - 2016년: 산업계의 학회참여 유도

 - 2017년:   학술대회 내 교류확대, 지속가능한 산학

협력

3.   차년도 학회발전 방안 자유토론 및 위원장 당부 

말씀

4. 위원별 업무분장: 3월 이내

5.   도레이과학진흥재단 사업소개: 과학상, 연구기금, 

장학금 등

6. 차기 회의일정

 

제2차 중장기발전위원회 회의 

[2018. 4. 26, 창원컨벤션센터 601호]

[참 석]   전해상(위원장), 김영섭(부위원장), 송광호,  

고영수(간사), 정진석(간사), 이기수, 김진국, 

손정민, 김도희, 장재형, 정인식(총 11명)

회의내용

1.   중장기발전위원회 소그룹 구성 및 구성원 조정, 

확정

2018 중장기발전위원회 소분과 구성

위원장 전해상 수석부회장

(1) 기존사업 계승 및 발전(정진석)

 -   김영섭 (도레이첨단소재),  

허승현 (울산대, 분과간사), 김대용(태광산업), 

백성현(인하대), 김도희(서울대)

(2) 국제교류(일본화공학회 협력강화) 분과 (고영수)

 -   김영섭 (도레이첨단소재),  

김진국(한양대, 분과간사), 최시영(KAIST),  

장재형(연세대), 정인식(도래이첨단소재)

(3)   학회 본연의 역할 강화: (i) 산학 커뮤니케이션  

(ii) 인재육성 (송광호)

 -   손정민 (전북대, 분과간사), 이기수(LG화학), 

홍연기(교통대), 김상경(KIER)

2. 소그룹 회의

3. 소그룹 회의결과 발표 및 위원장 당부 말씀

  소그룹별로 간사들이 협의하여 아이디어를 취합

하여 6월에 발표 요청하였음.

4. 차기 회의일정

6월 15일(금) 4시, 구미 도레이첨단소재 사업장

→   전원참석을 독려하기로 하고 참석자를 5월 초

순내 확정함. 

7월 18일(수) 미정, 용평리조트

8월 24일(금) 4시, 

서울 충정로 LG하우시스 인재개발센터 

 

제1차 정보화 홍보위원회 회의 

[2018. 3. 28, 한국화학공학회 사무국]

[참 석]   한종희(위원장), 김진수(학회 총무이사),  

김수길(총무간사), 박석희(위원)(총 4명)

1. 국문, 영문 홈페이지 오픈 최종 검토

 (1)   디자인 & 콘텐츠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결제 안내 등 일부 내용 수정 

 (2) 국문 홈페이지-김수길 교수 최종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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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영문 홈페이지-손현태 박사 최종 검수

2.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1) 기존 애플리케이션 메뉴 조정

  첫째단-학회소개, 학술대회, 회원가입, 광고안내

  둘째단-간행물, 화공 114, 이뉴스레터 

 (2) 기존 홈페이지 제작 업체에 제작

3. 영문 학회 소개 브로셔 제작  

 (1)   학회 소개에 대한 영문 브로셔 제작 및 홍보에 

활용(회원 참가 국제학술대회 등에 비치)

 (2)   브로셔 콘텐츠: 학회 소개(총무이사 준비),  

주요 학술 분야(국/영문지 주제 기준), 출간  

학술지 정보(국/영문지), 봄, 가을 학술대회  

안내(국제이사 준비)

 (3) 양면 1장 정도로 대략적 구성

4. 영문 뉴스레터 제작: 초안 준비(박병흥 교수)

5. 추가 위원 선임건

 - 손현태(KIST), 임기: 2018. 4. 1.~12. 31.

 

제1차 자문회의

[2018. 3. 30, 루안(구 아세아 도원)]

[참 석]   박원훈(의장), 남인식, 문상흡, 박준형, 손석원,  

이철수, 이현구, 이화영, 장근수, 김우식,  

전해상, 김창구(간사)(총 12명)

1. 의장 인사말

2. 2017년도 제1, 2차 자문회의록

3. 보고사항

 (1) 회원 현황

 (2) 광고 수주 및 후원금(지원금) 현황

 (3) 제49대 임원 워크숍 개최

 (4)   2018년도 전국 화학공학 관련학과 대학생  

학생회장/동아리회장 Workshop 개최  

 (5) 제5차 CEO 클럽 조찬간담회

 (6) 봄 총회 및 학술대회 준비 상황

 (7) 여름 특별 심포지엄 개최 

 (8) 산업체 계속 교육 프로그램 개최

 (9)   가을 평의원회의, 총회 및 학술대회(국제 심포지엄) 

개최

 (10) 이란 화학공학회와의 MOU 체결

  (11) TP와 학회간의 MOU 체결 

4. 심의사항

 (1) 2018년도 공로상 수상 후보 추천 건

  →   8월 말 전에 공로상 서류 접수 완료하여 9월 

자문회의에서 공로상 후보를 선정하기로 함.

  →   공로상 후보자는 전임회장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학회발전에 지대하게 공헌한 회원

도 선정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추천받기로 

함.

  →   산업계에서 선출된 전임회장은 계속 공로상 

후보로 추천하기로 함.

 

제2차 산학연관 협력위원회 회의

[2018. 3. 30, 대전 유성온천역 만나식당]

[참 석]   박해경(위원장), 서영종(부위원장),  

윤형철(간사), 윤준섭, 신은우, 이호경, 김태진, 

채호정, 김종남, 조강희, 김선형(총 11명)

[회의 내용] 

1. 기술상 후보추천

 →   기술상 후보 선정을 위해 ‘기술상 후보 선정 세

칙 개정(안)을 만들고 그 세칙 개정(안)에 의거

하여 후보를 추천키로 하였음. 세칙 개정(안)에

는 소속 회사의 학회에 대한 기여도, 후보자의 

기술공적, 후보자의 자격 및 경력 등 체계적이

고도 합리적인 면을 고려하여 규정을 만들기로 

하였고 이를 학회 운영위원회에 올리기로 함. 

단, 올해는 그전의 관례를 고려 GS칼텍스에서 

오래 근무하면서 공정개선 등을 통해 화학공학 

기술발전에 큰 기여를 한 ㈜GS해양도시가스의 

대표이신 김형순 사장을 추천함.  

2.   Chem-Tech-Biz Symposium(봄 학술대회 특별 심

포지엄)

3. 화공 114 전문가 풀 구축 보완 및 운영시스템 활성화

 →   2번에 걸쳐 본 프로그램의 현 담당자 분들과 



384 … NICE, 제36권 제3호, 2018

학회소식

미팅을 가졌으며 화공 114를 두드리는 회사의 

범위를 학회 회원사가 아니라도 전체 화학산업

체로 개방하지는 의견이 많았고 현재 전반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진 상태이고 학회 홈페이지에 

화공 114 배너가 뜬 상태임. 

 ● 정상문 교수 / 윤형철 박사/ 김유천 교수

4. 산업체 계속교육 프로그램 준비

 →   학회 본부의 이시훈 교수께서 기존의 틀에서 

본 행사 준비를 잘 진행시키고 있으며 6월 말경 

진행 예정인데 홍보를 산학연관 협력위원회에

서 더욱 적극적으로 하기로 하였음. 

 ● 유준 교수 / 김유천 교수 + 이시훈 교수(본부)

5. 산업체 맞춤형교육 관련 프로그램 준비

 →   산업체 기업마다 교육에 대한 요구 수요가 다

양하므로(원치 않는 기업도 있음) 일단 맞춤형 

교육 시스템을 화공 114와 비슷한 방식으로 구

성하고 있는 중이고 이 시스템이 확정되면 홍

보하기로 함. 아울러 그전에 문의한 회사에 연

락을 하여 올해 1~2개 회사에 적용하는 목표로 

노력하기로 함.

 ● 신은우 교수 / 윤형철 박사

6. EDRC 교육 프로그램

 →   서울대 EDRC와 협의하여 가을 학술대회에서 

진행키로 함. 이를 위해 EDRC 담당자들과 협

의키로 하였으며 아직 시간이 있으므로 좋은 

프로그램 개발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함. 

 ● 채호정 박사/ 유준 교수 + 곽상규 교수(본부)

7.   화학공학 마스터즈 심포지엄 – 가을 학술대회 특

별 심포지엄

 →   사회적, 국가적 이슈가 되는 주제를 선정하여 

진행키로 하였는데 가을 학술대회 때이므로 지

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함.

 ● 정상문 교수

8. 기술 교류회

 →   기존의 에틸렌 기술교류회 뿐만 아니라 SM 기

술교류회도 유치키로 노력함. 

 ● 신은우 교수 

9. 그 외 토의사항

 →   학회 부스유치와 관련하여 평소에 학회 회원이

신 연구소 연구자 분들 그리고 학교의 교수들 

앞으로 실험기구, 시약, 분석기 업체들이 보내

는 광고 이메일을 추적해 직접 그분들께 학회 

학술대회에서 부스로 선전 광고하면 그 효과가 

더 높을 것이라고 연락하기로 함.

 

제1차 출판 편집위원회 회의

[2018. 3. 30, 한국화학공학회 사무국]

[참  석]   오덕재(위원장), 김범수(부위원장), 오민규 

(간사), (이하 위원) 김성원, 심상준, 이시춘, 

이기봉(총 7명)

1. 전차 회의록 검토

2. 토의사항

 (1) 학회상 수상후보자 선정

 (2)   (범석/심강)논문상 후보 논문에서 정년기념  

논문을 배제하는 건

  -   2017년도와 같이 정년기념 논문을 후보 논문

에서 배제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올해도 

정년기념 논문도 후보에서 배제하지 않기로 

함. 다만 본 건은 명문화 하지 않고, 예년대

로 매년 논의해서 정하기로 함. 

 (3) (범석/심강)논문상 후보 선정 세칙 개정(안) 논의

  -   세칙에 논문상 상금과 시상에 대한 내용을 

보완한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함.

 (4) 학술상 후보 선정 세칙 개정(안) 논의

  1)   2017년 제2차 출판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하

기와 같은 의견이 있었고, 출판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학술상에 대해 검토할 것을 2017년 

제4차 이사회에서 의결

  -   출판 편집위원회 의견: 현재의 ‘학술상’ 외

에 학회지 중심에서 벗어난 ‘학술상’의 추

가적인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됨.

  -   이후 제4차 이사회 의견: 학술상에 대해 출

판 편집위원회에서 검토할 것을 요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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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함.

  2)   1번 사항에 의거하여 학술상 후보 선정 세칙

을 검토한 바, 후보 선정 기준 중 논문 출판 

연수 범위를 확대하고, SCI와 SCI-E를 구별

하지 않는 가중치를 적용하는 개정안을 상정

하기로 함.

 

제1차 부문위원장 회의

[2018. 3. 30, 서울역 정우연]

[참 석]   강정원(위원장), 서영웅(간사), 송민정(공업화학 

총무간사), 이재형(공정시스템), 장희동(미립자), 

김종학(분리기술 총무간사), 신헌용(열역학),  

이원규(재료), 주오심(촉매)(총 9명)

1. 위원장 인사

2. 2017년도 제1, 2차 회의록 보고

3. 보고사항

 (1)   2018년도 봄 총회 및 학술대회 사전등록 및  

초록 접수 현황

  1) 사전등록 현황    

  2) 초록 접수 현황

 (2)   2018년도 봄 학술대회 우수 구두 및  

우수 포스터 발표상 수상후보자 수

 (3) 2018년도 봄 총회 및 학술대회 진행표

 (4)   2018년도 가을 총회 및 학술대회 

(국제 심포지엄) 진행표

  →   가을 총회 및 학술대회(국제 심포지엄)에  

국외 발표자 초청을 제안함.

 (5)   부문위원회 활성화지원계획 세칙 및  

2016~ 2017년도 활성화 지원 결과

4. 토의사항 

 (1) 학술대회 참여(등록, 홍보부스 업체 등) 독려

 (2)   부문위원장 회의 진행 형태 관련 논의 

(우수사례 발표, 벤치마킹 등)

  →   봄/가을 학술대회 부문위원장 회의에서  

심포지엄 등 우수 사례 발표할 예정 

(10~15분 정도 소요)

  -   봄 학술대회 부문위원장 회의: 재료 부문위원회

  -   가을 학술대회 부문위원장 회의: 촉매 부문위원회

 (3) 차년도 학술대회 테마 관련 논의

  →   차년도 학술대회 준비를 위해 당해년도 11

월 말까지 차기 부문위원회 위원장, 총무간

사와 중장기발전위원회 내 학술 담당 위원 

간 공동 준비할 수 있도록 논의함.

 

제2차 부문위원장 회의 

[2018. 4. 25, 풀만 앰배서더 창원 2층 그랜드볼룸 A]

[참 석]   강정원(위원장), 서영웅(간사), 정희태(고분자),  

이재형(공정시스템), 김종학(분리기술 총무간사), 

박영권(에너지 환경), 신헌용(열역학), 이동현 

(유동층), 김범상(이동현상), 이원규(재료), 주오심 

(촉매), 신동일(화학공정안전)(총 12명)

1. 위원장 인사

2. 2018년도 제1차 부문위원장 회의록 보고 

3. 보고사항

 (1) 부문위원회별 임원 명단

 (2) 2018년도 부문위원회 사업계획

 (3)   2018년도 부문위원회별 신진연구자 워크숍  

참가자 명단

 (4)   2017년도 봄/가을 학술대회 부문위원회별 청중 수

 (5)   부문위원회/지부 활성화지원계획 세칙 및 

2016~2017년도 활성화 지원 결과

 (6) 홍보전시 부스 인센티브제

4. 토의사항

 (1)   부문위원회별 우수사례 발표(2018년도 봄 학술

대회 우수사례 발표: 재료부문위원회)

  →   “재료특별 강좌 및 연구토론회” 개최, “한일 

재료심포지엄” 개최, “MCARE” 개최, 학술

진흥사업(우성일 재료상 시상 및 재료학술

상 운영 예정) 등에 대한 최근 재료부문위원

회 활동내역 발표

  - MCARE 개최를 통한 부문위 운영자금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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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8년도 가을 총회 및 학술대회(국제심포지

엄) 운영 방안

  →   학회의 국제화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의 성

격에 대한 설정 필요

  → 제안된 국제 심포지엄 진행 방안

   -   봄 학술대회는 한국어, 가을 학술대회는 

영어로 진행

   -   특별심포지엄 / 주제별 심포지엄 / 일반 구

두발표 중 2-3개 세션을 영어로 진행 (몇몇 

부분위원회는 영어 세션을 진행한 사전 경

험이 있으며, 이번에도 운영할 계획 있음)

   -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체 세션(봄, 가을 모

두)을 영어로 진행

  →   학회 차원에서 국제 심포지엄을 위한 가이

드라인 제시 필요

   -   차기 운영위원회에서 영어 세션 운영 방

안 논의

   -   당해 연도 부문위원회 활동계획을 기초

로 하여 영어 세션 운영 가능한 부문위 

검토

  - 영어 세션 개최 유도 및 지원 방안 논의

 (3)   학술대회 세션명에 ‘000 정년기념 심포지엄’ 문

구 사용에 대한 논의

  →   부문위원회 자율, 학회 차원에서 결정 등 여

러 의견이 토의되었으나, 최종 결정은 차기 

이사회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함.

 

제1차 업무위원장 회의

[2018. 4. 25, 풀만 앰배서더 창원 2층 그랜드볼룸 A]

[참 석]   김우식(위원장), 김창구(간사),  

정찬화(교육 인재양성위원장),  

최수형(국제화 국제협력위원장),  

김준석(기획 재정위원장),  

박해경(산학연관 협력위원장),  

김상경(여성위원장), 김대수(연구 기술개발위원장), 

이대원(정보화 홍보위원장 대리참석),  

김진수(총무이사), 신은우(교육 인재양성위원회 

부위원장)(총 11명) 

1. 위원장 인사말

2. 2017년도 제1, 2차 업무위원장 회의록 보고

3. 보고사항

 (1) 업무위원회 명단

 (2) 업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4. 토의사항

 (1)   각 업무위원회 진행사항 보고 및 향후 계획 논의

 (2) 교육 인재양성위원회

  1)   추진사업: 2018 전국 화학공학 관련 대학생 

학생회장/동아리 회장 Workshop 행사 개

최 및 Student Chapter 학생 임원 선출, 봄 

학술대회 튜토리얼 준비 완료, Fun & Fun 

Festival, TOPEC 시행 업무 지원, 화학공학 

분야 교육비전 정책 제시

  2)   Fun & Fun Festival 창의설계 경진대회 시상

은 정부 장관상으로 확대를 추진 중

  3)   Fun & Fun Festival의 재원을 위해 산학협동

재단 지원금 신청 완료

 (3) 국제화 국제협력위원회

  1)   추진사업: 국제 교류 활동 지속, MOU 체결, 

개도국 화학공학회와 교류 추진

  2)   이란화학공학회와 MOU 체결 완료되었으며, 

베트남 및 인도와 MOU 체결 추진 예정

  3)   한국화학공학회-일본화학공학회 공동 심포

지엄은 한국에서 가을 학술대회에 개최되며, 

한국화학공학회-대만화학공학회 공동 심포

지엄은 대만에서 개최할 예정

  4)   공동 심포지엄(한국화학공학회-일본화학공

학회 및 한국화학공학회-대만화학공학회)에

서 주제를 정하여 양측에서 관련 전문가가 

발표하도록 해당 학회와 협의/추진 요망

 (4) 기획 재정위원회

  1)   추진사업: 사업계획, 예산, 결산, 규정 검토 

및 보완, 지원사항 내용 검토

  2)   현재 1월초에 직전연도 결산 및 당해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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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받고, 2~3월에 승인하고 있음. 

  3)   향후 12월에 예산, 결산 자료를 받고, 임원 워

크숍 등을 통해 연초에 가이드라인제시 필요

  4)   부문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활성화 지원금 사

용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준비과정, 후기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장 마련 예정

  5)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재정수입 전략 및 방안 

마련 예정

 (5) 산학연관 협력위원회

  1)   추진사업: 봄 학술대회 특별 심포지엄

(Chem-Tech-Biz Symposium, 4/26) 준비 완

료, 화공 114 전문가 풀 구축, 산업체 계속 교

육 프로그램, EDRC 교육 프로그램, 화학공

학 마스터즈 심포지엄 

  2)   화공 114 관련하여 봄 학술대회 등록 시 전

문가 풀 구축 사항 확인 후 재정비 예정이며, 

수시로 전문가 풀을 업데이트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

  3)   기업 임원들과 함께하는 산학연관 협력위원

회 간담회 개최 예정

 (6) 수상후보추천위원회

  1)   추진사업: 수상후보자 선정 기준(규정) 검토 

및 제정, 수상후보자 추천 

 (7) 여성위원회

  1)   추진사업: 2018 여대학(원)생 공학연구팀제 

지원 사업, 차세대 화학공학 여성 전문기술

인 육성사업(이상 외부 지원 사업), 여성 화

공 엔지니어 Networking Meeting, 여성화공

인상(가을 학술대회 시상 예정), 차세대 여성

리더 육성 워크숍, 여성기술 리더 심포지엄

  2)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ISET)의 

‘2018 여대학(원)생 공학연구팀제 지원사업’(

총 사업비 118백만원)을 통해 공과대학 여대

학(원)생의 연구팀(약 20팀) 지원 및 가을 학

술대회 발표를 통해 1팀에게 학회장상 수여 

예정

  3)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단체지원 

‘차세대 화학공학 여성 전문기술인 육성사

업’(총 사업비 320만원)을 통해 화학공학 전

공 여성 전문 인력의 진로개발 멘토링, 차

세대 리더 육성 워크숍 등 역량 강화 및 네

트워킹 활성화 사업 지원

 (8) 연구 기술개발위원회

  1)   추진사업: Young Researcher Group 지원 프

로그램 결과 보고서 검토(2017년 선정) 및 신

규 Young Researcher Group 지원 프로그램 

운영

  2)   신규 Young Researcher Group 지원 프로그

램은 5월 말까지 선정 완료하고, 6월에 사업 

시작, 12월에 종료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

며, 2017년도에 처음 운영한 결과를 바탕으

로 연구비 집행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

  3)   Young Researcher Group 지원 프로그램이 

회원 및 학회 활성화 성과를 분석하여 본 

프로그램의 개선 요망

 (9) 전문대학위원회

  1)   추진사업: 전문대학 기술교육 운영사례 심포

지엄, 대학생 전문대학 실기 경진대회

  2)   대학생 전문대학 실기 경진대회 수상 주체

를 학회장상에서 정부 장관상으로 확대 추

진 중

 (10) 정보화 홍보위원회

  1)   추진사업: 국문/영문 및 모바일 홈페이지, 

영문 e-뉴스레터, 영문 브로셔, 학술대회 

언론홍보

  2)   국문/영문 홈페이지는 개편 완료, 모바일 

홈페이지는 학술대회 중심으로 수정해 나

갈 예정

  3)   e-뉴스레터는 포함시킬 내용 등에 대해 논

의 중이고, 영문 브로셔는 레이아웃 작성 

중으로 가을 학술대회 초록접수 전에 완성 

배포할 예정

 (11) 출판 편집위원회

  1)   추진사업: 수상후보자 추천, 단행본(화학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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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산학협력 성공 사례집) 발간

5. 기타사항

 

제2차 지부장 및 지부 담당이사 회의[2018. 4. 25, 

풀만 앰배서더 창원 2층 그랜드볼룸 A]

[참 석]   윤순도(간사), 안호근(광주전남제주지부장),  

김도현(대전충남지부장), 전재훈(미국지부장),  

최영선(부산경남지부장), 김성종(전북지부장), 

신채호(충북지부장), 이대원(강원지부 담당이

사), 정수환(대구경북지부 담당이사), 이시훈 

(전북지부 담당이사), 정상문(충북지부 담당

이사), 김종선(총 12명)

1. 회의 결과

 (1) 지부발전상 운영(안)

  -   공적서 양식 및 문구에 대한 학회 본부 검토 

요청

  - 2018년 말부터 지부발전상 시행 요청

  -   상금 수여를 요청함(1안. 지부 예산 내에서 

지불, 2안. 학회 본부에서 지원)

 (2) 지부 회원증가 인센티브 세칙 수정 검토

  -   우수 지부 인센티브 세칙의 심의 기구를 ‘이

사회’에서 ‘운영위원회’로 수정

  -   지부 인센티브를 종합점수 1, 2, 3위로 하고 

회비납부 증가율 1위 지원은 삭제하여 기준 

통일

  -   화학공학회 학회 등록비 증가에 맞추어 지부 

인센티브 지원 금액 상향 요청

 (3)   지부 간의 공동 워크숍(5월 중 진행될 울산- 

대전충남 지부 공동 워크숍)에 대한 지원 요청

 (4)   지부 발전 지원금의 전액 지원 요청: 지부 행사

의 학회 지원금이 전체 행사비의 50%로 한정

됨에 따라 회원수가 적은 지부에서의 행사 개

최가 어려워 지부 행사 시에 100% 전액 지원을 

요청

 (5)   지역별 테크노파크 협력 사례: 충북지부의  

TP 학회 참여

 (6)   평의원 배정에 대한 지부별 균등 배정:  

현재 상황 검토 필요

2. 기타 요청 사항

 (1)   지부의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학회 본부에서 

전체 예산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학회 전체 예산에서 지부 지원금이 너무 적음. 

지부를 지원하는 학회 예산 항목에 대한 상세

한 자료가 지부장들에게 공유될 필요가 있음.

 (3)   예산 집행을 위한 서류가 너무 많이 필요함.  

경비 청구서도 좀 더 간소화시킬 필요가 있음.

 (4)   지부 지원금이 학회 등록비 증가에 맞추어 상향할 

필요가 있음.

 

기술정보지(NICE) 제36권 제4호 편집회의 

[2018. 5.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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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호 책자 검토

2. 제36권 제3호 진행 사항 점검

3. 제36권 제4호 원고계획 

4. 기타 토의 사항

 (1)   알림, 학회소식 내용 편집장, 부편집장 최종 확인 

후 게재

 (2)   홍보전시 업체, 학회상 수상자 프로그램북 삽입 

내용 게재

 (3)   Young Researcher Group 최종 결과보고서 알림에 

게재하기로 함.

 (4)   여상도 교수 특별기고 논의-대학 생활 관련 수필 

형식으로 연재될 예정

 (5)   편집위원 워크숍 날짜 논의-7월 11일(수) 개최 

예정

5. 차기 편집회의 일정 논의

 (1) 36권 4호 원고 마감일: 2018년 6월 29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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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차기 편집회의: 2018년 7월 11일(수), 편집위원 

워크숍 예정

 (3)   36권 3호 편집, 최종 교정일, 교정 편집위원: 

2018년 5월 25일(금), 송민정 교수

업무위원회

▒ 교육 인재양성위원회(위원장: 정찬화 교수)

1.   교육 인재양성위원회가 주관하는 전국대학생 화

학공학 Fun&Fun Festival 행사에 대해 ‘2018 이공

계 대학생 경진대회 지원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하

여 지원 경진대회로 선정됨.

 (1) 지원기관: 대학산업기술지원단

 (2) 지원금: 1천만원

2. 제1차 Student Chapter 지도위원회 회의 개최

 (1) 일시: 2018년 5월 31일(목)

 (2) 장소: 서울역 해초섬

 (3) 안건:   2018년도 전국대학생 화학공학 Fun&Fun 

Festival 프로그램 운영방안

▒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김준석 교수)

2018년도 3월~4월 업무 보고

· 방 식: 이메일 회의

· 참 여:   김준석(위원장), 박철환(부위원장), 송민정 

(간사), (이하 위원) 김범상, 남재욱, 이기봉

1.   2월 28일~ 3월 2일: 미국지부 학술대회 참가비  

지원건 검토 및 승인

  -   미국지부 전재훈 지부장 봄 학술대회 참석에 따

른 활용 및 지원 논의(항공료 1,000불+숙박료 / 

봄 학술대회에서 미국지부장의 발표를 전제로 지

원함)

2.   3월 7일~9일: 울산지부‘선진 석유화학 업체의 안

전시스템 벤치마킹 및 확산’사업 사업계획서 검토 

및 승인

3.   3월 21일~26일: 분리기술부문위원회 활성화 지원

사업 결과보고서 검토 및 승인

 - 행사명: 2018 분리기술 동계강좌 

 - 개최일시: 2월 19일(월) ~ 2월 20일(화) 

 - 개최장소: 한국 화학연구원 

 - 지원금액: 1,000,000원

4.   4월 9일~13일: 부문위원회 활성화 지원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서식 간소화 검토

▒ 여성위원회(위원장: 김상경 박사)

여성 화학공학 엔지니어 Netwoking Meeting 개최

· 일 시: 2018년 4월 26일(목), 오전 09:30~11:00

· 장 소: 창원컨벤션센터 H발표장(604호)

· 내 용: 

 - 여성위원회 소개

 - 여성화공인으로서의 각자의 삶에 대한 나눔 

 - 네트워킹/멘토링

지  부

▒ 강원지부(지부장: 이원규 교수)

1차 이사회 개최

· 일 시: 2018년 3월 23일(목)

· 장 소: 강원대학교(춘천)

· 참 석:   이원규(지부장), 이대원(간사), 최인수,  

임형규(이상 강원대),  고천광(강원지역사업

단), 김동진(한림대)

1. 보고사안



390 … NICE, 제36권 제3호, 2018

학회소식

  (1) 강원지부 제35대 평의원 명단 공지

  (2) 학회 전체 지부장/지부이사 회의 주요내용 보고

  (3) 2018년 지부예산 보고

  (4) 신규 회원 소개-임형규(강원대)

2. 토의사안: 2018년 사업 및 행사추진 방안

  (1)   지부정기 이사회: 춘천 외 개최지역 다변화 추구

  (2)   강원지역 산학협력 학술교류행사 추진:  

지역 산학 관계자 간담회 및 R&D Portfolio 제작

  (3) 타 지부 및 부문위원회와의 학술교류 방안 추진

  (4)   강원지부 소속 대학 화공계열 전공 학생 산업

체 공동탐방 추진

  (5) 강원지역 대학생 캡스톤 디자인 경시대회 추진

  (6)   제2회 강원지역 혁신기술 학술 심포지엄 개최: 

공업화학회 강원지부와 공동개최 추진

부문위원회

▒ 생물화공부문위원회(위원장: 심상준 교수)

제3차 운영회의 개최

· 일 시: 2018년 4월 26일(목), 오후 5시

· 장 소: 창원컨벤션센터 607호

· 참 석: 생물화공부문위원회 위원(총 30명)

1. 보고사항

 (1) 동계 심포지엄 행사 보고

  일 시: 2018년 2월 26일(월)~27일(화)

  장소: 소노펠리체

  주제: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시대에 생물공

학의 역할과 전망

  참석: 239명

 (2) 봄 학술대회 관련 진행사항 보고

  일시: 2018년 4월 25일(수)~27일(금)

  장소: 창원 컨벤션센터(CECO)

    프로그램 또는 사업 세부내용:  

부문위원회 세션 및 심포지엄

  - 학생 포스터발표: 63편

  - 학생 구두발표: 12편

  - 일반 구두발표: 9편 

    주제별 심포지엄 주제: 체외진단 칩의 혁신과 

미래 

  - 연사:   Keynote-신세현(고려대), 

곽봉섭(한국기계연구원), 

이제호(바디텍메드), 

박종남(UNIST), 

최신식(명지대)

2. 토의사항

 (1) 향후 일정 및 계획 논의

  1) 제19회 LG생명공학경시대회 진행 논의

  2)   가을 학술대회 심포지엄 주제 논의:  

생체재료 인터페이스

  3)   YABEC 2018(Young Asian Biochemical 

Engineers’ Community) 참가 논의

  일시: 2018년 11월 15일(목)~17일(토)

  장소: 대만

 (2) 하계 자체 심포지엄 개최 논의

  - 7월 중 개최하기로 함.

▒ 재료부문위원회(위원장: 이원규 교수)

제3차 운영회의 개최

· 일 시: 2018년 4월 26일(목)

· 장 소: 창원컨벤션센터 600A호

[토의내용]

1. 2018년 하계 재료강좌 및 연구토론회 확정

   -   주관 교수: 최경민(숙명여대), 최인희(서울시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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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 소재합성 및 응용기술    

2. 2018년 한일 재료 심포지엄 논의

 (1)   일시 및 장소: 11월 21일(수)~24일(토), 부산 예정

 (2) 대행사:   가용 예산 대비 대행비용이 높아 부문

위원회 자체 준비(권용재, 정용진 교수)

 (3)   위원회 구성: 한국-[Chair] 이원규, [Advisory 

committee] 박진호, 한윤봉, 조성민, 김도형, 

[Program committee] 강달영, 이진우, 김우재, 

정용진, [Secretary general] 권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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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예상참석인원: 총 100여명(한국-50~60명,  

일본-40~50명)

 (5)   향후일정: 일정 확정-일본측 의견 반영, ~5월 

중, 연회장 및 숙소 등 확정-5월 말, 신청사이

트 오픈-6월 초

3. 2018년도 MCARE 학회 참여 관련

 -   일시 및 장소: 2018년 8월 20일(월)~8월 23일(목), 

캐나다 벤쿠버

 -   MCARE의 지속 유치를 위한 재료부문위원회 소

속 연구자 참여 독려

4. 2019년도 APCChe 학회 참여 관련

 - 일시 및 장소: 2019년 9월 중, 일본 삿포로

 -   일본측 요청 사항: 한국 연구자 참여독려 및 

session organizer(keynote lecture) 등록 요청

 -   부문위원회 임원 중심 참여 및 일본 측과 상세 

일정 협의 추진

▒ 촉매부문위원회(위원장: 주오심 박사)

제2차 운영회의 개최

· 일 시: 2018년 4월 12일(목)

· 장 소: 서울 역삼동 강남 파이낸스 센터

· 참 석:   박영권(총무간사), 고형림, 손정민, 정지철, 

하경수

[토의내용]

1. 연토회 준비상황 공유 및 점검

 - 알펜시아 점검을 위한 사전답사 계획

 - 후원금 관련 업체 준비상황 점검

2. 봄 총회 및 학술대회 준비상황 공유 및 점검

 -   목요일 회의 후 저녁식사 장소 점검, 금요일 심

포지엄 준비상황 점검

3. 여산학술상 및 젊은촉매학자상 수여 관련 상황 점검

4.   촉매지 제작 현황 및 배포 계획 점검: 학회기간에 

재무간사가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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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학공학회 Young Researcher Group  

지원 프로그램 결과 보고서 1

1. 연구팀 개요

1.1 팀명: Janus

1.2   연구제목: 야누스 나노소재를 활용한 암세포 분비 

엑소좀 검출/분리 기술 개발

1.3 팀장 및 구성원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위 전공분야

팀장 구형준 서울과기대 조교수
고분자

연성재료

공동연구원 김교범 인천대 부교수
줄기세포 및 조

직공학

공동연구원 최종훈 중앙대 조교수 나노바이오

공동연구원 염봉준 한양대학교 부교수
3차원

나노구조체

공동연구원 손정곤 KIST 책임연구원
나노재료 기반 

소자

1.4 연구팀 연구목적

“야누스 나노소재를 활용한 암세포 분비 엑소좀

의 검출 및 분리 기술 개발”를 위한 본 연구모임은 

나노기술 및 미세유체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생체

분자 검출 및 고효율/고감도 분리 기술 개발을 목적

으로 한다. 이를 위해 (1) 암세포에서 분비되는 엑소

좀에 특이적인 단백질 스크리닝 및 나노입자에 바이

오수식 기술 개발, (2) 특이 단백질 표면처리된 나노

입자를 활용한 엑소좀의 고감도 검출기술 개발, 및 

(3) 유전영동(dielectrophoresis) 기술을 활용한 나노입

자 분리기술 개발 등을 세부연구주제로 계획하고 있

다. 둘 이상의 다양한 표면 성질을 가지는 야누스 하

이브리드 입자를 이용하여, 나노입자의 분리효율 및 

생체분자 검출감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한

다. 이러한, 신개발 나노소재를 활용한 첨단 진단법

의 개발은 비교적 쉬운 조기진단과 그 결과의 신뢰

성을 제공하고 진단에 따른 노동력, 비용, 시간을 절

약할 수 있으며, 환자의 질환 진행 과정에 있어 다양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의약학 산업적 측면에서

도 다양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기 제안된 연구계획은 바이오 및 나노분야의 다

양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화공융합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팀은 나노-

바이오 분야의 다양한 전공분야(고분자재료, 줄기세

포 및 조직공학, 나노바이오공학, 미세유체)의 연구

진들로 이루어져있으며, 팀명은 나노-바이오를 잘 

융합해서 시너지를 내자는 의미에서 “야누스”라고 명

명하였다. 연구기간동안 정기적인 회의 및 관련실험

을 진행함으로써, 제안된 연구주제하에서 유의미한 

연구성과 거둠은 물론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향후 공

동연구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노력을 기울였다.

2. 연구팀 성과

2.1 관련 연구과제 수주 및 진행

본 연구팀의 공동연구 토의에 기반한 아이디어를 

종합하여 지난 2017년 10월에 한국연구재단 2017년도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도전형 소재기술개발 프로그

램)에 지원하여 이에 과제 선정을 받았다. 추후 총 3

단계 6년간 본 연구팀이 가진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

굴하여 새로운 개념과 종류의 소재 개발 촉진을 통한 

소재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팀의 아이디어는 도전적, 창의적, 혁신적 

아이디어의 발굴 및 시도를 장려하기 위하여 단계형 

기초연구 지원으로 마련된 도전형 소개기술개발 사

업의 취지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아 최종 선정을 

받을 수 있었다. 

2.2   월 1회 이상의 회의를 통해 학술정보 교류 및 네트워크 

강화

2017년 8월~2018년 2월의 7개월 간의 연구기간동

안 총 8회의 만남을 가지면서 제안된 아이디어를 구

체화하는 논의를 지속하였다. 동시에 화학공학회 기

반 신진 연구자들 간의 친목을 다짐으로써 향후 협

Young Researcher Group 결과보고서



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36, No. 3, 2018 … 393

학회소식

동 연구를 위한 토대를 다질 수 있었다. 

- 야누스 연구팀 회의 실시 내역

회차 개최 월 내        용

1 2017.08
- Young Researcher group 선정 발표.
- 연구팀 과제 수행을 위한 kick-off 미팅

2 2017.08 췌장암 진단용 Janus 과제 발표 후, 분석 회의

3 2017.09 췌장암 진단용 Janus 나노 입자 연구 계획 수립

4 2017.09
췌장암 진단용 Janus 나노 입자 세부 연구 계
획 수립

5 2017.10 Janus 나노 입자제조 연구 진행 경과보고

6 2017.11
-   Janus 나노입자와 췌장암세포 유래 물질 결

합 기작 논의
- Janus 나노 입자 표면 처리 방법 논의

7 2017.11 Janus 입자 표면 개질 실험 경과보고

8 2018.02 연구팀 종합 성과 검토 및 향후 계획 토의

- 야누스 연구팀 회의 사진

  

아래는 제안된 야누스 하이브리드 입자 연구를 위해 

논의를 통해 진행된 연구 경과 예시이다. 

-   중앙대/서울과기대 연구팀 협업을 통해 (1) 

polystyrene 기반 나노입자의 합성공정 및 (2) 나노

입자 표면에 대한 선택적 금속박막 코팅법 개발에 

관한 연구토의 진행

   중앙대/인천대 연구팀 협업을 통해 (1) 나노입자 

표면에 특이단백질 고정화를 위한 화학기법, (2) 

암세포 유래 microvesicle 에 대한 분석법, 및 (3) 

western blot을 통한 암세포 특이마커에 대한 정성/

정량분석에 대한 연구토의 진행

   서울과기대/한양대 연구팀 협업을 통해, 연성재료

를 이용한 3차원 구조체 제조 공정에 대한 연구토

의 진행

   KIST 연구팀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재료분석 시험

법 테스트 진행.

   서울과기대/인천대 연구팀 협업을 통해, 다양한 

나노물질에 대한 세포 독성 테스트를 세포주 및 

농도 조건에서 분석.

2.3 공동 연구 기반 마련

지속적인 모임을 거치는 동안 활발한 연구교류를 통

해, 제안된 연구주제 뿐 아니라, 그 외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를 하였다. 특히 본 연구팀은 고

분자, 나노, 바이오 등의 폭 넓은 분야의 연구자들이 

모여 구성된 팀으로 흥미로운 융합 연구 주제를 지

속적으로 도출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액체금속의 세

포 독성 연구”, “하이드로젤-나노 복합체 연구”, “초신축 

에너지 소자”, “연성소재 기반 신개념 약물전달 시스

템” 등의 다양한 연구 주제를 발굴하고, 본 “Young 

Researcher Group”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

적으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일부 융합 주제

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실험 결과를 얻어 논문 및 특

허 작업을 진행 중이다.

3. 본 연구팀의 향후 계획

우선, 제안된 연구주제를 기반으로 수주한 도전형 

나노소재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고감도, 고성능 췌장암 검출 시스템을 구

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야누스 입자 대량제조법 

확립, 야누스 입자 렉틴 기능기법 개발, 유전영동 시

스템 구현, 엑소좀 추출 프로세스 확립, 미세유체 시

스템 설계 등 요구되는 많은 요소기술을 개발해 나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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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연구팀 구성원은 모두 지역적으로 근접

한 거리에 있어 계속적인 학술 교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정기적으로 모

이는 자리를 마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공동연구 진

행 경과를 지속 확인함과 동시에 새로운 융합연구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우연한 기회에 Young Researcher Group 지원제도

라는 좋은 프로그램을 알게 되어 지원/선정되었는

데, 학술 교류 및 신진 연구자 네트워크 형성의 측면

에서 예상했던 것 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 같아 매우 

만족스러웠다. 본 Young Researcher Group 프로그램

을 참여하여 많은 학술적 성과 및 인적 네트워크 형

성을 가능케 해준 한국화학공학회 관계자 분들께 심

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한국화학공학회 Young Researcher Group  

지원 프로그램 결과 보고서 2

1. 팀명: 나노바이오융합 기술 연구 교류회

2. 팀 구성원 정보:

3. 프로그램 수행 목표

본 연구 교류회는 조직공학, 세포 치료제 개발 기

술, 생체모사기법, 금속 나노입자 제작 기법을 접목

시켜 나노바이오융합 기술이 적용된 질환 치료기법 

논의 및 개발을 목표로 함.

4. 프로그램 수행 결과

4-1. 본 연구회는 7개 대학교의 신진 연구자를 중심

으로 융복합 기술 도입을 통해 차세대 질환 치료에 대

한 의견을 교환하고 추후 공동연구를 진행하여 질환

치료 기법 및 기기를 개발하고자하였음. 수행 기간 동

안 수차례 회의를 통해 연구 내용, 장비, 회원들 간의 

교류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1) 각 연구실 연구분

야, 보유기술 소개, 2) 융복합 기술 개발 및 공동 연구 

진행 가능성 논의, 3) 세부팀별 공동연구 주제 확보 및 

융합 대상기술 탐색, 4) 프로젝트 공동 수행 및 원천기

술 확보를 위한 기초 공동연구를 계획할 수 있었음.

4-2. 중앙대학교 김태형 교수 연구팀, 성균관대학

교 방석호 교수 연구팀은 정부 과제 준비에 함께 공

동연구팀으로 참여할 기회를 만들 수 있었으며 이

는 Young Researcher Group 지원 프로그램에서 교류

한 내용을 통해 발전된 사항이 주축을 이루었음. 비

록 금번 지원과제에 선정되지는 못하였으나 Young 

Researcher Group 지원 프로그램으로 교류를 통해 확

보된 협력체계, 연구정보, 과제준비 경험은 추후 공

동연구, 과제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4-3. 인천대학교 박경민 교수 연구팀과 성균관대학

교 방석호 교수 연구팀은 줄기세포 치료제와 나노 구

조체, 생체재료 물성 조절기법의 접목을 통해 허혈성 

질환, 피부 창상 치료법 개발에 대해 공동연구 가능성

을 확인하고 연구를 개시함. Youn g Researcher Group 

지원 프로그램 기간 동안 공동연구 진행을 위해 기반

시설, 재료확보, 상호검증, 기업체 공동미팅 진행, 전

임상 실험 진행 허가 등 제반조건 확보를 완료함.

4-4. 중앙대학교 백태종 교수 연구팀, 광운대학교 

이 택 교수, 손희상 교수 연구팀, 호서대학교 정용호 

교수 연구팀과의 논의를 통해 나노 물질의 생체재료 

도입에 관한 지식 및 응용기술을 교환할 수 있었으

며, 줄기세포와 기존 생체재료와의 접목에 대한 장

단점과 다양한 신기술 및 연구 아이디어를 확보함. 

특히 나노공정, 나노-바이오와의 접목 기술은 특정 

영역의 연구 대상에 한정되던 연구기법을 과감히 탈

피하고, 영역 간 기술교류를 통해 공정 효율 향상 및 

신규 적용, 활용 대상을 확보 가능하게 함으로써 나

노공정-바이오-의료기술 접목 가능성과 효용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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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는 계기가 됨.

4-5. 현재 각 세부팀별 기초 연구를 계획하고 일부 

진행 중이며, 허혈성 질환 및 피부 창상 치료제 신기

술 개발을 목표로 나노 패터닝, 나노입자 적용을 통한 

줄기세포 치료효능 향상 기술을 개발하고 있음.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기존 허혈성 질환 및 피부 질환 치

료제의 수동적 환부 재생 방식을 극복하고, 질환 치료

효율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자 함.

5. 프로그램 이후 진행

Young Researcher Group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나

노기술 분야와 조직공학 분야의 접목에 대한 많은 

논의 및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하였음. 본 프로그램

을 통해 신진 연구자들 간의 교류가 확대되었으며, 

실험 기법, 공동연구 연계 가능성뿐만 아니라, 실험 

기자재 사용, 재료 활용 등에 대한 실질적인 측면에

서도 많은 도움이 되었음. 신진 연구자들을 주축으

로 구성된 본 연구모임은 기존에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연구 아이디어와 최근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들 간의 협력을 통해 연구 과제 수주 및 과제 

제안 등에 속도를 더할 수 있는 계기와 향후 빠른 연

구 진행, 보다 넓은 공동연구 및 기술접목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었음.

6. 감사의 글

Young Researcher Group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다

양한 연구내용 및 인적교류가 가능했으며, 이는 신

진 연구자들의 연구 자립도, 연구 수행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공동

연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이에 더해 최신 

연구정보, 보유 시설사용, 기술교류, 과제수행, 국내

외 인적 네트워크 확장이 가능하였고, 모두 신진 연

구자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안들이었습니다. 본 연

구팀의 교류 및 활성화 계기를 마련해주신 한국화학

공학회 Young Researcher Group 프로그램 관계자 여

러분께 감사드리며, 향후 Young Researcher Group 지

원 프로그램이 더욱 발전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한국화학공학회 Young Researcher Group  

지원 프로그램 결과 보고서 3

1. 팀명:   G-STAR (Group for Sustainable Technology 

And Research)

2. 팀장 및 구성원

성명 소속 전공분야

1
정지철
(팀장)

명지대학교
(화학공학과)

촉매반응공학

2 박해웅
포항산업과학연구원
(기후에너지연구그룹)

화학공정실용화

3 최권영
아주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생물화학공학

4 주지봉
건국대학교
(화학공학과)

무기재료공학

5 최낙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뇌과학연구소)

미세유체공학

6 윤민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청정연료연구실)

에너지•환경재료

7 김남동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양자응용복합소재연구센터)

탄소재료공학
전기에너지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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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활동 목적

차세대 에너지•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화학재

료 및 공정을 연구하는 젊은 연구자들의 모임을 형성

함으로써 최신 연구 및 기술 동향, 발전 방향 및 시급

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토의를 통해 새로

운 연구 아이디어 창출을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목표

를 이루기 위하여 화공•재료•생명 등 다양한 전공 분

야의 젊은 연구자들로 팀을 구성하여 심도 있는 논의

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학교, 산업체, 연

구소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 분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됨으로

써 실용적이고 신산업 창출이 가능한 연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인적, 연구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4. 활동 내역

모든 참여자들이 참석할 수 있는 일정을 고려하

여 워크숍을 기획하여 의견 교환 및 인적 교류 확대

의 기회를 가졌다. 워크숍의 상세한 일정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ᆞ일 시: 2018년 1월 25일(목) 오후 1시

ᆞ장 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에코빌딩 중회의실 2

ᆞ주 최:   G-STAR (Group for Sustainable Technology And 

Research)

ᆞ후 원:   한국화학공학회(Young Researcher Group 지

원 프로그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ᆞ워크숍 일정표

시간 발표 내용

13:00 Opening remark, 정지철 교수 (명지대학교)

Session 1. 좌장: 김남동 박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3:10-13:50
Advanced Catalysis Engineering
정지철 교수 (명지대학교)

13:50-14:30
제철부생가스 고부가가치화 기술 
박해웅 박사 (포항산업과학연구원)

14:30-15:10
Development of heterogeneous catalytic system for 
olefin upgrading process
윤민혜 박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5:10-15:30 휴식

Session 2. 좌장: 정지철 교수 (명지대학교)

15:30-16:10
Fabrication of novel nanostructured materials for 
heterogeneous catalytic reactions
주지봉 교수 (건국대학교)

16:10-16:50
저급 중질유분의 고부가화 기술
박선영 박사 (한국화학연구원)

16:50-17:30
Bottom-up synthesis strategy for atomic catalysts
김남동 박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7:30 Closing remark, 정지철 교수 (명지대학교)

발표 내용 소개

정지철 교수

미래 에너지원으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원료로부터 

고부가가치 화합물 생산을 위한 촉매공정에 대한 발표

로써, 산화적 탈수소화 반응을 통한 1,3-Butadiene 생산

을 위한 산화적 탈수소화 반응을 위한 불균일계 촉매

의 특성 도출 및 표면 산소유동성 증대를 위한 촉매 설

계 방법 소개하였다. 또한 바이오매스 전환용 촉매 응

용 분야로써는 바이오매스 전환용 촉매에 관한 연구동

향 소개. 및 루코오스 이성화반응을 위한 염기 촉매 설

계 방법 및 제조법 소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저온 메

탄올 합성을 위한 촉매 공정에 대해서는 너지 절약형 

저온 메탄올 합성을 위한 반응 메커니즘 및 촉매 공정 

소개와 메탄올 합성용 이원기능 촉매의 역할 및 제조법

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박해웅 박사

제철공정에서 발생되는 주요 부생가스를 고부가

가치의 화합물로 전환하는 공정의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제철공정에서 발생되는 주요 부생

가스는 COG, LDG, BFG가 있는데, COG는 코크스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로 수소가 50% 이상, 

CH4이 25% 이상인 가스이고, LDG는 제강 공정에

서 발생하는 가스로 일산화탄소가 60% 이상 포함

된 가스이며, BFG는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가 

각각 20% 이상 포함된 가스이다. 부생가스에 포함

된 CO, H2, CH4들은 석유화학제품에 유용한 원료

물질로 주목 받고 있으며, 특히 수소 생산, 합성가

스 생산 목적으로 진행 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 발

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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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혜 박사

합성가스를 이용한 FT반응을 통해 고함량의 올레

핀이 함유된 합성유분(Syn-crude)를 얻을 수 있다. 이

러한 합성유분은 다양한 탄소수의 파라핀과 올레핀

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중 C5, C7, C9등 홀수의 탄소수

를 갖는 올레핀은 아직까지 그 수요처가 명확하지 않

아 짝수의 탄소수를 갖는 올레핀에 비하여 활용도가 

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홀수의 올레핀을 합

성가스를 이용하여 탄소수를 늘림과 동시에 알데히드 

또는 알코올로의 직접 전환반응을 유도하여 보다 유

용하고 높은 부가가치를 갖는 물질로 전환하는 촉매

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Hydroformlyation 반응촉매로 

잘 알려진 Rh과 Co계 촉매를 비교하고 이를 기반으로 

Hydrogenation 반응까지 진행할 수 있는 촉매계를 제안

하여 분리성능을 향상시키고 반응물 선택도 향상에 대

한 촉매구조와 조촉매 첨가영향을 고찰하였다.

주지봉 교수

에너지 분야의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유

무기 복합소재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중형기공성 산화물질의 반응성 및 가능성

이 연구되어 왔다. 중형기공성 산화물 제조 방법으로

써 주형 합성법과, Sol-Gel 합성법, 선택적 주형 제거방

법을 융합하여 특성이 조절 가능하며, 크기가 일정한 

중형기공성 중공형 금속 산화물을 제조할 수 있었으

며, 중공형 입자 표면 내외부에 각각 다른 기능기를 부

여하여, 선택적 화학반응을 일으킬 수 있도록 촉매 소

재를 설계할 수 있다. 또한 나노구조체의 입자크기, 쉘 

두께, 결정성, 기공성등을 제어하여, 화학반응에 최적

화된 촉매 소재를 합성함으로써 광화학적 유기물 산화

반응 및 광화학적 수소생산반응에 적용하여 기존의 촉

매 성능보다 높은 광화학성능을 제안하였다.

박선영 박사

다환방향족 화합물을 효율적으로 경방향족 화합

물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경방

향족 화합물 수율 향상을 위한 최적의 공정 변수 조절 

방향 제시를 위하여 반응 조건에 따른 경방향족 화합

물 생성 수율 경향을 파악하였고 모델화합물을 이용

하여 다환방향족 화합물로부터 경방향족 화합물로 어

떠한 경로를 통하여 전환되는지 반응 경로 추적 연구

도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실험실 스케일의 반응을 바

탕으로 실제 공정 부산물에서 경방향족 화합물의 생

성 실험을 수행하였고 높은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김남동 박사

탄소를 기반으로 하는 촉매가 에너지/환경 영역의 

많은 응용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고 이들의 활성을 높

이기 위한 나노 물질의 합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기존의 나노 입자를 활용한 촉매에서 한 발 짝 더 나

아간 원자 촉매의 중요성에 대하여 소개하고, 현재까

지 원자 촉매를 제조하여 발표한 선행연구 기술들을 

요약 발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기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Bottom-

up 촉매 제조 방법을 제안하였다.

총 평

대학, 연구소의 다양한 전문가들을 만나서 교류하

고 에너지/환경 전반의 이슈에 대해서 토의할 수 있었

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각자의 연구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약하고 있는 젊은 연구자들의 모임이었기

에 앞으로 미래가 더욱 기대되었으며, 이러한 모임을 

가질 수 있게 지원해 준 한국화학공학회 관계자 분들

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림 1. G-STAR 워크숍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