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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한국화학공학회•서울대학교 EDRC 

산업체 계속 교육 프로그램 참가 안내

•일       시: 2018년 6월 19일(화)~22일(금)

•장       소: 서울대학교 화학공정신기술연구소

•주       최:   한국화학공학회, 서울대학교 엔지니어

링개발연구센터(EDRC)

•후       원:   산업통상자원부, 서울대학교 화학공정신

기술연구소

•수  강  료: 100만원(교재, 점심, 간친회 포함)

•신청방법:   한국화학공학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및 결제(www.kiche.or.kr)

•대       상:   정유, 석유화학 및 화학 관련 업체 중간 

관리자

•과       목:   전달현상, 단위조작(열교환기),  

분리공정(증류), 촉매이론, 반응기 설계, 

공정제어, 화평법

•신청마감: 선착순 40명

•일       정:

	 6월	19일(화)

 09:00∼09:30 등    록

 09:30∼12:30 전달현상/안경현(서울대학교)

 12:30∼14:00 점    심

 14:00∼18:00 단위조작(열교환기)/최종찬(히트란)

 18:30~19:00 CEO 특강

 19:00∼       간 친 회

	 6월	20일(수)

 09:30∼12:30 증    류 I/이문용(영남대학교)

 12:30∼14:00 점    심

 14:00∼18:00 증    류 II/이문용(영남대학교)

	 6월	21일(목)

 09:30∼12:30 촉매이론/오승훈(SK이노베이션)

 12:30∼14:00 점    심

 14:00∼18:00   상업 Scale 촉매 반응기 설계/배선혁

(SK이노베이션)

	 6월	22일(금)

 09:30∼12:30 공정제어/이종민(서울대학교)

 12:30∼14:00 점    심

 14:00∼18:00 화 평 법/김영수(한국표준협회)

▒ 2018년도 여름 특별 심포지엄 참가 안내

•일       시:  2018년 7월 18일(수)~20일(금)

•장       소:   용평리조트(드래곤밸리호텔, 그린피아 

콘도)

•등  록  비:

 (1)   그린피아 콘도(25평형) 선택: 450,000원 

[참가비 250,000원, 숙박비(2박) 200,000원]

 (2)   그린피아 콘도(38평형) 선택: 550,000원 

[참가비 250,000원, 숙박비(2박) 300,000원]

 (3)   드래곤밸리호텔(Double or Twin): 430,000원 

[참가비 250,000원, 숙박비(2박) 180,000원]

 ※식비, 자유관광비, 운동비 등은 개별 부담

•신청방법:   한국화학공학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및 결제(www.kiche.or.kr)

•신청마감: 2018년 7월 6일(금)

•환불규정: 신청마감일 이후 취소할 경우 환불불가

•권장사항:   객실수가 한정되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 부탁드립니다.

•일       정:

 진행: 김진수 총무이사

7월	18일(수)	 드래곤밸리호텔	1층	그랜드볼룸

15:30 등록

16:20 인사말

 김우식 회장(한국화학공학회)

16:30   통하였느냐?

   장성자 박사(가천대 초빙교수/ 

前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

18:00 가족 만찬

7월	19일(목)	 드래곤밸리호텔	1층	그랜드볼룸

10:00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변한다

 김준하 교수(GIST 지구환경공학부)

11:00   Development of Diesel Reformer and M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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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ed SOFC

 배중면 교수(KAIST 기계공학과)

12:00 자유시간 및 개별관광

7월	20일(금)	 드래곤밸리호텔	1층	그랜드볼룸

10:00   종합토론

 (융합기술 관점에서의 화학공학의 미래)

12:00   자유시간

•골  프:

용평리조트 내 버치힐골프클럽에 7월 19일(목) 5팀

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팀이 한정되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신청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

정 및 예약 인원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Tee off: 오후 1시 이후(7월 중순 확정)

- 비   용:   그린피 140,000원/인, 캐디피 120,000/팀, 

카트 90,000/팀

- 위   치: 그린피아 콘도에서 차로 5분 이내

※ 운동비는 현장에서 개별 결제

▒ 윤창구상 수상후보자 추천 안내

본 학회에서는 2018년도 가을 평의원회에서 시상할 

윤창구상 수상후보자 추천을 받습니다.

1.   후보 자격: 우리나라 화학공학과 기술 발전에 현

저한 공헌을 한 회원 중에서 산업현장에 적용된 

공정기술 개발 업적이 현저한 회원(3년 이상 회원 

자격이 유지된 회원)

2.   신청: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학회 사무국에 제출

•기관장 추천서 2부

•이력서(사진부착) 2부

•공적 증빙서 2부

3. 신청마감: 2018년 7월 20일(금)

4. 시상내용: 상패 및 상금(300만원)

5.   기타사항은 윤창구상 후보 선정 세칙 및 운용지침 

참조(홈페이지 - 학회소개 - 정관 및 제규정)

▒   석명우수화공인상(석명과학재단 후원)  

수상후보자 추천 안내

본 학회에서는 2018년도 가을 평의원회에서 시상할 

석명우수화공인상 수상후보자 추천을 받습니다.

1.   후보 자격: 우리나라 화학공학 전반에 걸쳐 화학공

학 관련 우수한 학술적 업적 및 산업화 기여도가 

큰 회원(3년 이상 회원자격이 유지된 회원)

2.   신청: 각 부문위원장 또는 정회원 5명의 추천을  

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학회 사무국에 제출

•  부문위원장 또는 정회원 5명 추천서 및  

공적서 1부

•이력서(사진부착) 1부

3. 신청마감: 2018년 7월 20일(금)

4. 시상내용: 상패 및 상금(500만원)

5.   기타사항은 석명우수화공인상 후보 선정 세칙 및 

운용지침 참조

 (홈페이지 - 학회소개 - 정관 및 제규정)

▒ 전통 화학공학 특별상 수상후보자 추천 안내

본 학회에서는 2018년도 가을 총회에서 시상할 전통 

화학공학 특별상 수상후보자 추천을 받습니다.

1. 후보 자격:

①   화학공학 관련 학교, 연구소 및 회사에 재직 중으

로 전통화공 분야에 업적이 현저한 정회원(3년 이

상 회원자격이 유지된 회원)

②   국내 대학원에 전일제 학생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전일제 학생으로 학위를 취득한지 2년 이내이고, 

최근 2년 이내에 한국화학공학회 영문 또는 국문 

학술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하였거나 게재 

승인된 논문을 갖고 있는 학생회원

2. 신청:

①   수상년도 수상일 기준 30일 전까지 정회원 후보

자를 관련 부문위원회 위원장, 학회 임원 또는 정

회원 3인 이상 추천

②   수상년도 수상일 기준 30일 전까지 학생회원 후

보자를 관련 부문위원회 위원장, 학회 임원 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학회 

사무국으로 제출

•추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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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1부(별도양식)

3. 신청마감: 2018년 8월 24일(금)

4.   시상내역: 상패 및 상금(정회원 1인 300만원,  

학생회원 2인 각 100만원)

5.   기타사항은 전통 화학공학 특별상 후보 선정 세칙

참조(홈페이지 - 학회소개 - 정관 및 제규정)

▒ 여성화공인상 수상후보자 추천 안내

본 학회에서는 2018년도 가을 총회에서 시상할 여성

화공인상 수상후보자 추천을 받습니다.

1.   후보 자격: 우리나라 화학공업과 기술발전에 현저

히 공헌한 여성 정회원(3년 이상 회원자격이 유지

된 회원)

2.   신청: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구비서류를 학회  

사무국에 제출

•여성위원회 위원장 추천서 1부

•이력서(사진부착) 1부

•공적서 1부

3. 신청마감: 2018년 7월 20일(금)

4. 시상내용: 상패 및 상금(200만원)

5.   기타사항은 여성화공인상 후보 선정 세칙 및 운용

지침 참조(홈페이지 - 학회소개 - 정관 및 제규정)

▒ 박선원 학술상 수상후보자 추천 안내

본 학회에서는 2018년도 가을 평의원회에서 시상할 

박선원 학술상 수상후보자 추천을 받습니다.

1.   후보 자격: 우리나라 화학공업과 기술 발전에 현

저한 공헌을 한 회원 중에서 공정 산업 발전에 그 

업적이 현저한 정회원(3년 이상 회원자격이 유지

된 회원)

2.   신청: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구비서류를 학회  

사무국에 제출

•기관장 추천서 2부

•이력서(사진부착) 2부

•공적 증빙서 2부

3. 신청마감: 2018년 7월 20일(금)

4. 시상내용: 상패 및 상금(400만원)

5.   기타사항은 박선원 학술상 후보 선정 세칙 및 운용 

지침 참조(홈페이지 - 학회소개 - 정관 및 제규정)

▒ 양정생물화공상 수상후보자 추천 안내

본 학회에서는 2018년도 가을 평의원회에서 시상할 

양정생물화공상 수상후보자 추천을 받습니다.

1.   후보 자격: 우리나라 생물화학공학 기술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회원 중에서 생물화공 산업 발

전에 기여하는 학술적 업적이 현저한 정회원(3년 

이상 회원자격이 유지된 회원)

2.   신청: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구비서류를 학회  

사무국에 제출

•기관장 추천서 2부

•이력서(사진부착) 2부

•공적 증빙서 2부

3. 신청마감: 2018년 7월 20일(금)

4. 시상내용: 상패 및 상금(200만원)

5.   기타사항은 양정생물화공상 후보 선정 세칙 및 운용

지침 참조(홈페이지 - 학회소개 - 정관 및 제규정)

▒ 최창균 이동현상부문상 수상후보자 추천 안내

본 학회에서는 2018년도 가을 평의원회에서 시상할 

최창균 이동현상부문상 수상후보자 추천을 받습니다.

1.   후보 자격: 우리나라 화학공학(이동현상)의 교육

과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정회원(3년 이상

회원자격이 유지된 회원)

2.   신청: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구비서류를 학회  

사무국에 제출

•기관장 추천서 2부

•이력서(사진부착) 2부

•공적 증빙서 2부

3. 신청마감: 2018년 7월 20일(금)

4. 시상내용: 상패 및 상금(300만원)

5.   기타사항은 최창균 이동현상부문상 후보 선정  

세칙 및 운용지침 참조(홈페이지 - 학회소개 -  

정관 및 제규정)

▒ 우성일 재료상 수상후보자 추천 안내

본 학회에서는 2018년도 가을 평의원회에서 시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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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일 재료상 수상후보자 추천을 받습니다.

1.   후보 자격: 우리나라 재료 분야의 학술적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정회원(3년 이상 회원자격이  

유지된 회원)

2.   신청: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구비서류를 학회  

사무국에 제출

•재료부문위원장 추천서 1부

•기관장 추천서 2부

•공적서 2부

3. 신청마감: 2018년 7월 20일(금)

4. 시상내용: 상패 및 상금(300만원)

5.   기타사항은 우성일 재료상 후보 선정 세칙 및 운용

지침 참조(홈페이지 - 학회소개 - 정관 및 제규정)

▒   제17대 대학생 화학공학 동아리 회장단 

(임기: 2018. 5. 1.~2019. 4. 30.)

•전국회장: 박진주(고려대학교)

•전국부회장: 안명록(충남대학교)

•전문대지역장: 윤환수(인하공업전문대학)

•경인지역장: 최유리(성균관대학교)

•강원지역장: 신재성(강원대학교)

•경남지역장: 조만기(동아대학교)

•경북지역장: 김아현(영남대학교)

•전남지역장: 윤성원(전남대학교)

•전북지역장: 김용욱(전북대학교)

•충남지역장: 차혜연(충남대학교)

•충북지역장: 윤재운(충북대학교)

부문위원회

▒ 공정시스템부문위원회(위원장: 이재형 교수)

제7회	전국	화학공학	공정설계	경진	대회

•일정: 2018년 5월 14일(월)~10월 26일(금)

•주관:   한국화학공학회 공정시스템부문 위원회,  

서울대학교 엔지니어링개발연구센터(EDRC)

•후원:   산업통상자원부, AVEVA, SK건설,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대한석유협회

•협찬:   중앙대학교 화학신소재공학부,  

에너지변환소프트소재 연구소

•참가대상:   전국 대학교 화학공학 관련학과 3,4학년 

학부 재학생

•접수마감: 2018년 6월 2일(토)

•  접수처 및 문의처:  

전국 화학공학 공정설계 경진대회 운영 담당, 

AVEVA(yeon-kyung.chung@aveva.com) 

▒ 생물화공부문위원회(위원장: 심상준 교수) 

제19회	한국화학공학회	생명공학	경시대회	

(LG화학	후원)

•일시: 2018년 9월 15일(토) 오전 10:30~오후 1:00 

•장소: KAIST 창의학습관 

•주관: 한국화학공학회 생물화공부문위원회 

•후원: LG화학 

•  응시자격: 생물화공 및 생명공학 관련 학부/학과의 

학부 재학생 

•출제분야: 기본에 충실한 평이한 문제 중심의 

 1. 분자생물학 

 2. 응용미생물 

 3. 효소공학 

 4. 생물분리정제 

 5. 배양 및 생물반응공학 분야 중 택 4

 *  상기 5분야 중 4분야를 선택하여 신청하고, 신청

한 분야만 응시할 수 있음.

•  참가방법: 응시원서를 학회 홈페이지(www.kiche.

or.kr)에서 download받아 작성 후 이메일로 접수

(nice@kiche.or.kr) 

•등록마감: 2018년 9월 7일(금)

▒ 이동현상부문위원회(위원장: 김범상 교수) 

제29회	전국대학생	화학공학	학력	경시대회(이동현상)

•일시:   2018년 10월 13일(토)(등록: 13:30~13:50/ 

시험: 14:00~16:00)

•장소: 연세대학교 서울캠퍼스

•주관: 한국화학공학회 이동현상부문위원회

•참가대상: 이공계 대학(교) 학부생

•시상내역:   금상(상금100만원 및 상장)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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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상(상금50만원 및 상장) 2인,  

동상(상금20만원 및 상장) 5인,  

장려상(상장) 약간 명

•출제영역:   학부과정의 유체역학, 열전달, 물질전달 

및 혼합전달

•참고사항:   이동현상경시대회 기출문제집인 “이동

현상의 응용과 해법”(본 학회 사무국에

서 구입가능)에서 약 20% 출제, 신규출

제는 약 80%

•참가신청:   한국화학공학회 홈페이지(http://www.

kiche.or.kr)에서 응시원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E-mail이나 우편으로 제출

•원서접수처:   (우)02856 서울 성북구 안암로 119  

한국화학회관 5층 한국화학공학회

   TEL: 02-458-3078~9, E-mail: office@kiche.or.kr

•접수마감: 2018년 9월 19일(수)

•문의처:   운영위원장-이강택(연세대, ktlee@yonsei.ac.kr), 

간사-이상헌(이화여대, sang@ewha.ac.kr)

▒ 재료부문위원회(위원장: 이원규 교수)

1.	2018년도	재료	특별강좌	및	연구토론회

•주제: 소재합성 및 응용기술

•일시: 2018년 6월 27일(수) ~ 29일(금)

•장소: 전북대학교 게스트하우스(전북 전주소재)

•주최: 한국화학공학회 재료부문위원회 

•등록비: 

 - 학생: 교재, 2일차 석식포함, 숙박 미포함

 - 일반: 교재, 1, 2일차 석식포함, 숙박 미포함

학생 일반

사전등록 150,000원 180,000원

현장등록 180,000원 250,000원

•사전등록마감: 2018년 6월 10일(일) 자정

•  행사 문의:   최경민(숙명여대), TEL: 02-2077-7383, 

E-mail: kmchoi@sm.ac.kr

•  결제 및 영수증 문의: 김순주(한국화학공학회), 

TEL: 070-8796-7164, E-mail: kim@kiche.or.kr

•  신청방법: 홈페이지(www.kiche.or.kr)에서 온라인 

접수 및 결재

2.	MCARE	2018

•일시: 2018년 8월 20일(월)~23일(목) 

•장소:   Sheraton Vancouver Wall Centre Hotel 

(Vancouver, BC, Canada)

•주최: 한국화학공학회, 미국세라믹학회 

•등록비:   http://ceramics.org/mcare-2018-registration 

참조

•  행사 문의: 한윤봉(전북대), TEL: 063-270-2439, 

E-mail: ybhahn@jbnu.ac.kr

▒ 촉매부문위원회(위원장: 주오심 박사)

제31회	촉매연구토론회

•주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촉매기술

•장소: 알펜시아리조트(강원도 평창군)

•일시: 2018년 6월 20일(화)~22일(목)

•주최: 한국화학공학회 촉매부문위원회

•후원:   LG화학, SK이노베이션, 솔텍트레이딩,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가기반기술본부, 

고려대 초저에너지자동차 초저배출사업단(SULEEV)

•참가비:   35만원(기업체), 30만원(대학교, 연구소), 

20만원(대학원생(박사과정)) 

[숙소 2인1실 기준] (1인1실시 70,000원/일 추가)

•  사전등록마감: 2018년 6월 1일(금) 

(70명 선착순 접수)(마감이후는 30,000원씩 추가)

 *   2018년 6월 1일(금) 이후에는 참가비를 반환하지 않음.

•  포스터 신청서 제출마감: 2018년 6월 8일(금), 

E-mail 제출(jmsohn@chonbuk.ac.kr)

•  등록 및 행사 문의: 손정민(전북대학교),  

TEL: 063-270-2361, E-mail: jmsohn@chonbuk.ac.kr

•  결제 문의: 김순주(한국화학공학회),  

TEL: 070-8796-7164, E-mail: kim@kiche.or.kr

•참가신청: 

   한국화학공학회 홈페이지(http://www.kiche.or.kr)

의 아래 배너 중 “심포지엄 참가비 결제” 클릭       

→ 왼쪽 메뉴 “제31회 촉매연구토론회” 클릭 →  

신청서 기입 및 참가비 결제(카드 또는 무통장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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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지(Korean J. Chem. Eng.) 인용 검색과정 매뉴얼 안내

How to find recent KJChE articles related to your research field:

1. Visit Springer KJChE webpage (http://www.springer.com/journal/11814).

2. Click ‘Free Preview’ at the center of webpage.

3.  Write a terminology (for example: “bioethanol”) which you want to search 
in the box of ‘Browse Volumes & Issues’ on the webpage.  

4.  After you select ‘sort by “Newest First”’, you can find the latest articles as shown in  
the following scre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