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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보고, 승인 및 심의사항)

   제50대 제4차 운영위원회 회의[2019. 6. 7, 충정로 

LG하우시스 인재개발센터 Red룸’]

 

제50대 제4차 운영위원회 회의[2019. 6. 7, 충정로 

LG하우시스 인재개발센터 Red룸’]

[참 석]   전해상, 이관영, 송광호, 이원규, 박해경,  

정진석, 고영수, 정인식, 정상문, 이종민,  

한정우, 고형림, 김형준, 홍수린, 최시영,  

정용철, 김우경, 장재형, 최유성, 홍연기

   (전해상 회장 외 19명)

1. 회장 인사말

2. 보고사항

 (1) 회원현황 

 (2) 광고 수주 및 후원금(지원금) 현황

 (3) 재무현황

 (4) 2019년도 봄 총회 및 학술대회 결과보고

  (5) 제1차 업무위원장 회의

  (6) 제1차 지부장 및 지부 담당이사 회의

  →   각 지부에 ‘지부발전상’수상 후보를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낼 것 

  →   ‘지부 활성화지원계획 세칙’개정(안)을 차기 

운영위원회 제출하기로 함(담당: 김우경 이사)

  (7) 제1차 부문위원장 회의

  (8) 중장기발전위원회 회의

  (9) 제2차 교육 인재양성 회의

 (10) 국제화 국제협력위원회 회의

 (11) 제2차 기획 재정위원회 회의

 (12) 제3차 산학연관 협력위원회 회의

 (13) 제1차 연구 기술개발위원회 회의  

 (14) 제2차 전문대학위원회 회의

 (15) 제1차 Student Chapter 지도위원회 회의  

 (16) 2019도 산업체 계속 교육 프로그램

 (17) 제12차 CEO 클럽 조찬간담회 개최

  - 일시:   2019년 7월 16일(화), 오전 7시~8시 45분

  - 장소: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지하1층 

‘비바체’

  - 현재 참석자수: 22명(6월 21일(금) 마감) 

 (18) 2019년도 여름 특별 심포지엄 개최

 (19)   부문위원회 및 지부 활성화 사업 지원 결과

(2019.4.5.~6.7. 현재)

  -   고분자부문위원회: 제15차 한중고분자심포

지엄 / 2019년 7월 21일(일)~25일(목) / 중국 

후베 이성 언시 / 1,000,000원

  -   재료부문위원회: 2019년도 재료 특별강좌 및 

연구토론회 / 2019년 6월 24일(월)~26일(수) 

/ 강원대학교 / 3,000,000원

 (20) 영문지 Springer 2018년도분 로열티

 (21)   ‘2019년도 Young Researcher Group 지원 프로

그램’ 지원팀 선정

  -   신청한 7팀 中 총 4팀 선정, 각 팀별 200만원씩 

지원(담당위원회: 연구 기술개발위원회)

   1) 에너지화공 영 어벤져스 / 김소연(UNIST)

   2) 상상도 못한 고분자 / 엄태식(홍익대)

   3) Green catalyst / 제정호(부산대)

   4)   차세대 융합 바이오인터페이스 연구회 / 

김연희(UNIST)

    →   연구 기술개발위원회에 ‘Young Researcher 

Group’ 신설의 원래 취지대로 연구비가 

부족한 신진연구자그룹에 지원하고, 

1팀에 여러 기관의 연구자가 구성되어야 

하는 등 지원팀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하도록 요청키로 함.

 (22)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ISET)와 사업 

협약 체결 

  1)   사업명: 2019 여대학(원)생 공학연구팀제  

지원사업

  2)   사업기간: 2019년 3월 1일~10월 31일

  3)   사업비: 42,000,000원(연구비 35,000,000원+

사업운영관리비 7,000,000원)

  4)   운영팀: 총 5팀(심화 5팀)

  5)   주관: 여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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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2019년도 한국산업기술평가원(KEIT)의 2019년 

R&D 협력간담회 참석  

 (24)   제50대 임원중 2019년도 국문지에 투고한 임원

 (25)   제50대 임원중 영문지 citation 현황 발표

 (26)   주요 회무 보고

3. 승인사항((4)~(8)번 추인) 

 (1)   2019년도 대림 대학원 논문상 수상후보 선정위원회 

구성 승인

  - 위원장: 송광호 학술부회장 

  - 간  사: 정진석 총무이사

  - 위  원:   김범상(고분자부문위원장),  

이원규(재료부문위원장),  

박해경(촉매부문위원장),  

정재학(공정시스템부문위원장),  

박기순(대림산업 대덕연구소 연구소장)

 (2)   2019년도 봄 학술대회 회명 대학원 연구상  

수상자 확정

 (3) 업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   제4조(사업) 교육인재양성위원회 (다)항에서 

“TOPEC 사업의 구심체 역할 수행 등” 삭제 

요청함(제1차 업무위원장 회의 상정 안건).

  -   규정은 이사회 승인사항으로 제3차 이사회

(10월)에 상정 예정

   →   원안대로 승인하고 제3차 이사회에 개정 

(안)을 상정키로 함.

 (4)   한국도레이과학진흥재단, 제2회 한국도레이 

과학기술상 수상후보자 추천 승인

 (5)   한국석유화학협회, 제11회 화학산업의 날 유공자 

포상 후보 추천 승인

 (6)   인촌상운영위원회, 제33회 인촌상 수상후보자 

추천 승인

 (7)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과학기술표준 

분류체계 개정수요 적합성 평가위원회 참여 전문

가 추천 승인

 (8)   한국연구재단, 학술지발전위원회 후보자 추천 승인 

       - 김도형(영문지편집장, 전남대)

4. 심의 및 토의사항

 (1)   가을 총회 및 학술대회(국제 심포지엄) 개최 관련

       1)   학술대회 Theme: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플랫폼 기술, 화학공학(Chemical Engineering 

as a Platform Technology for the Sustainable 

Society) 

       2) 학회상 수상자(형당교육상, 기술상) 강연

   - 형당교육상: 신채호 교수(충북대) 

   - 기술상: 한현식 부사장(희성촉매)

       3) 본부 주관 특별 심포지엄

   -   한-대만 공동 심포지엄 

(담당: 국제화 국제협력위원회)

   - IBS 국제 심포지엄

   -   제16회 화학공학 마스터즈 심포지엄(세부 

주제 미정)(담당: 정상문 조직이사)

       4) 산업체 기술교류회

   -   제3회 에틸렌 기술교류회 

(담당: 고형림 기획이사)

   -   제2회 화학산업 안전 기술교류회 

(담당: 허승현 산학이사)

   -   프로필렌과 다운스트림 기술교류회 

(담당: 이기수 산학이사, 고형림 기획이사)

       5) 요일별 운영 계획(안)

   →   목요일 오후 구두발표 세션 운영 예정인 

부문위원회에 목요일 오전에 운영하도록 

협조 요청하기로 함. 

       6)   Tutorial: ① 산업체 요청 이슈별 유동층 솔루션 

(교육 인재양성위와 유동층부문위 공동주관) 

② 다차원 분자모델링 및 전산모사 방법론 

기초 교육(교육 인재양성위와 열역학부문위 

공동주관)

 (2)   학술대회 홍보전시회 참가비 인상건(VAT 별도) 

→   200만원으로 인상하고 인센티브 제공(할인, 

광고)도 동일하게 하기로 함.

 (3)   국제화 국제협력위원회, ‘APCChE 2019 참가 

지원’ 예산 변경 요청

  →   APCChE 기금에서 팀당 200만원을 지원 

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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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일본지부 설립건

  →   현 단계 조사된 재일 한국인 과학자를 중심

으로 차기 운영위원회까지 지부장 후보를 

2~3인 선정하여 보고함(국제화 국제협력위

원회). 이후 참여하는 재일과학자들의 의견 

(투표)대로 초대 지부장 선출. 일본지부장과 

총무간사 등을 가을 학술대회에 초청하고 

부문위원회 구두발표에 초청강연을 구성 

하도록 부문위원회와 조율하기로 함. 

 (5) 기타 토의

위원회(보고, 승인 및 심의사항)

   제2차 여성위원회 회의 

[2019. 4. 25, 제주국제컨벤션센터 5층 오션뷰]

   제3차 여성위원회 회의[2019. 7. 11, 서래향(수서점)]

   제1차 중장기발전위원회 소위원회(지부/부문위원회) 

회의[2019. 5. 14, 한우농장 30년]

   제1차 중장기발전위원회 소위원회(학술대회) 회의

[2019. 5. 16, 서초동 만리성]

   제2차 중장기발전위원회 회의 

[2019. 5. 30, 인천 공간 아홉개의 달]

   제2차 중장기발전위원회 소위원회(학술대회) 회의

[2019. 7. 5, 서초동 창고]

   제1차 연구기술개발위원회 회의 

[2019. 5. 31, 아티제 삼성타운점]

   제2차 전문대학위원회 회의[2019. 5. 31, 영남이공대학]

   제1차 평의원 선거관리소위원회 회의 

[2019. 6. 21~26, 이메일 회의]

   제1차 국문지 편집위원회 회의 

[2019. 6. 24~7. 1, 이메일 회의]

   제1차 수상후보추천위원회 회의 

[2019. 6. 21, 학회 사무국 회의실]

   제1차 영문지 편집위원 워크숍 회의 

[2019. 6. 28~29, 여수 히든베이 호텔]

   제17차 기획 재정위원회 회의 

[2019. 7. 8~10, 이메일 회의]

   제1차 평의원 선거관리소위원회 회의 

[2019. 6. 21~26, 이메일 회의]

   기술정보지(NICE) 제37권 제5호 편집회의 

[2019. 7. 9, 경기도 안성 인근 식당]

 제2차 여성위원회 회의 

[2019. 4. 25, 제주국제컨벤션센터 5층 오션뷰]

[참 석]   엄영순(위원장), 홍수린(간사), 한은미(자문위원), 

(위원) 김상경, 이선미, 원다혜, 황예진(총 7명)

[보고 내용]

1.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단체지원사업 

협약 체결

 사업명: 차세대 화학공학 여성 전문기술인 육성

 사업기간: 2019년 4월 1일~10월 31일

 사업비: 3,000,000원 

2.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ISET)와 사업 협약 

체결 

 사업명: 2019 여대학(원)생 공학연구팀제 지원사업

 사업기간: 2019년 3월 1일~10월 31일

 사업비:   42,000,000원(연구비 35,000,000원+ 

사업운영관리비 7,000,000원)

 운영팀: 총 5팀(심화 5팀)

[토의 내용]

1. 여성 화학공학 엔지니어 Networking Meeting

 -   4월 25일(목) 오전에 진행된 행사를 점검하고, 

향후 보완할 점 등 논의 

2. 차세대 여성 리더 육성 워크숍 논의

 일 시: 2019년 9월 예정

 내 용:   차세대 여성 화공 전문가 및 화공 관련 융합 

분야 전문가의 네트워킹 및 토론회

   - 강사 추천, 장소 대여 필요성 논의

3.   사회 리딩 여성화공인과 함께하는 화학공학 여대

학원생 진로 멘토링 2차 진행 관련 논의

 -   인하대학교 화학공학과 또는 차 의과학대학교 예정

 -   각 기관 상황을 알아보고 다음 회의 때 결정

4.   일본 APCChE 2019 ‘Diversity Challenge in Chemical 

Engineering in Korea’ 발표 요청

 - 홍정숙 연구교수(서울대) 참석 및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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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여성위원회 회의 

[2019. 7. 11, 서래향(수서점)]

[참 석]   엄영순(위원장), 김희연(부위원장), 강혜원,  

홍수린(간사), (위원) 김상경, 구기영, 김수현 

(총 7명)

[토의 내용]

1. 여성화공인상 수상자 추천

2. 차세대 여성 리더 육성 워크숍 일정 논의

 일 시: 2019년 9월 7일(토), 오전 11시~2시

 내 용:   차세대 여성 화공 전문가 및 화공 관련 융합 

분야 전문가의 네트워킹 및 토론회 화공  

전공 박사과정 이상 대학원생과 사회진출 5

년 미만의 연구교수/포닥/여성화공인 대상 

 논의 사항:   기업체, 출연연, 대학교 등 3명 연사를 

중심으로 행사 진행하기로 함. 

3.   사회 리딩 여성화공인과 함께하는 화학공학  

여대학원생 진로 멘토링 2차 진행 논의

 -   차 의과학대학교 포천 캠퍼스에서 진행 예정 

(9월 예정)

4. 함께하는 리더십 좌담회 논의

 내 용: -   정부출연연구소, 대학교, 지역별 등 여성

화공 분야 리더들의 소그룹 네트워킹/ 

멘토링

  -   역대 임원 및 현 임원단과의 리더십 소통 

좌담회

      광주/전라 지역 정부출연연구소/ 

기업체 좌담회 추진

      대전 연구단지 정부출연연구소/ 

기업체 좌담회 추진

      역대 임원 및 현 임원과의 좌담회 추진

 제1차 중장기발전위원회 소위원회 

(지부/부문위원회) 회의[2019. 5. 14, 한우농장 30년]

[참 석]   정상문, 임성갑, 허승현, 김수현(총 4명)

[회의안건 및 논의사항]

1. 지부활성화 방안

 ① 과거 중장기발전위원회 제안 내용

  -   본부와 지부의 교류, 지부 우수활동 사례 발굴 

및 홍보, 지부의 학회 사업 중복 추진 지양, 

지부활성화를 위한 학회 협조 등

 ② 2019년 중장기발전위원회 방안

  -   지부별 1개 중점추진사업 추진(자체선정) 지원, 

추가 추진 사업은 본부에서 선정

  -   지부별 추진하는 학부생 참여 연합 체육대회 

지원

  - 지부 보조금 상향

  - 지부장 활동비 지원(합리적 집행 기준)

2. 학회운영 효율화 및 활성화 방안

 ①   회의비 지출 증빙 효율화 및 예산집행 자율화 

관련 건

  -   2박 3일 일정의 학술대회시 동일한 성격으로 

진행되는 부문위원회 및 기타 위원회의 회의

비 집행 증빙시 회의록은 1회 작성으로 인정 

가능하도록 개선 필요(별도의 회의록 작성으

로 인한 비효율성 방지)

  -   부문위원회 및 기타 위원회 회의 추진시  

결과보고서 제출로 회의 계획과 실행 승인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   부문위원회 및 기타 위원회 활동시 예산  

집행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방안 검토 필요

 ② 학회 발전 방안을 위한 혁신건

  - 비활성화 부문위원회의 혁신방안 모색

  -   학술대회 추진의 효율성 및 학회 사무국의 

학술대회 준비시 업무부담 편중 감소를 위한 

방안으로 학술대회 준비위원회를 기존 운영

이사 위주에서 “학술부회장, 학술이사를 중

심으로 각 부문위원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 추진

  -   각 부문위원회에 신진연구자의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 모색 필요. 과거 학회 신진연구자 

심포지엄에 참여했었던 연구자를 재초빙하

여 신진연구자 심포지엄에 함께하는 방안



학회소식

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37, No. 4, 2019 … 545

 제1차 중장기발전위원회 소위원회(학술대회) 회의 

[2019. 5. 16, 서초동 만리성] 

[참 석]   정찬화, 김우재, 안성모, 최정규(총 4명)

[보고사항]

1.   학술대회 관련 1차 중장기발전위원회 회의 내용 

요약

 -   2019년도 봄 제주 학회 제출 초록 감소. 수동적

인 운영이 아닌 프로그램 사전 홍보 등을 통한 

회원 참여 제고 및 프로그램 수가 너무 많은 것

은 아닌지 등의 논의가 필요학회 부스 요청 시 

회원들로부터 요구되는 회사와 분야에 대한 조

사를 미리 하여 부스 참여 업체의 관심 유도와 

참여 확대. 기존 학교 장비 납품업체 위주에서 

스마트플랜트, IoT 등의 업체들로 확대 가능

 -   가을 학회는 과총 지원 요건으로 국제학회로 진

행하나 영어로 일부 세션만 진행하여 실질적인 

국제학회로의 위상이 없음. 

 -   가을 산업계 참여 프로그램이 있어 화공학회를 

100% 영어로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음.

 -   따라서, 2년에 한 번 주기로 MCARE나, 분리부

문위원회 주최 국제 학회 등을 Parallel로 진행할 

수 있는지, 화공학회 프로그램에 포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논의 필요

[토의사항]

1. 논의 사항

 - 학술대회 프로그램 분석

 - 세션 참여도 제고 방안

 - 프로그램 재정비

 - 회사 홍보 프로그램 분석

2. 논의 내용 및 의결사항

 (1) 주제별 심포지엄 개선 방안(Topical Symosium)

 (2) 회사 session(Technical Workshop)

 (3) 우수학생 발표회

 제2차 중장기발전위원회 회의 

[2019. 5. 30, 인천 공간 아홉개의 달]

[참 석]   (위원장) 이관영(고려대),  

(부위원장) 정찬화(성균관대),  

(간사) 정상문(충북대), 이종민(서울대), 

   (위원) 김수현(고등기술연구원),  

김우재(이화여대), 안성모(한국하니웰),  

이연수(SK가스), 임성갑(KAIST),  

임연호(전북대), 최정규(고려대),  

홍수린(차의과학대)(총 12명)

[보고사항]

1. 전차회의록 검토

2. 수석부회장 보고 및 의견

학회의 사회문제 해결 기능 강화

각 소그룹 별로 논의한 내용을 안으로 도출 시  

전체적인 사업의 숫자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을  

경계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안으로 압축할 것 

회원들이 참석하고 학회로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임. 

[소그룹 별 중장기 발전 방안 발표 및 논의 사항]

3. 재무 및 운영(이종민)

 (1) 학회 수입, 지출, 재무 상황 보고 

 (2) 후원금 및 수입 증대 방안

 (3) 회원 혜택 고려 사항

4. 출판물(임연호)

 (1) 영문지 

 (2) 나이스지 

  -   나이스지의 경우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함.

5. 지부 및 부문위원회(정상문)

 (1) 지부 및 부문위원회 활성화 

6. 학술대회(정찬화)

 (1) 가을 학술대회의 국제학술대회 위상 확립 

 (2) 기타

  -   기존 특정 주제로만 진행되었던 산업체 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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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실화 및 다양화  

  - 학생 발표 시상의 효율화 및 개선

7. 차기 회의 일정 및 준비 사항

 (1)   제3차 중발위: 7월 22일(월) ~ 23일(화),  

1박 2일, 제주

 (2) 제4차 중발위: 10월 10일(목) 오후 6시

 

제2차 중장기발전위원회 소위원회(학술대회) 회의 

[2019. 7. 5, 서초동 창고]

[참 석]   정찬화, 김우재, 안성모, 최정규(총 4명)

[보고사항]

1.   학술대회 관련 2차 중장기발전위원회 회의 내용 

요약

[토의사항]

1. 논의 사항

 - 학술대회 프로그램(가을) 추진 방향

 - 회사 홍보 프로그램 및 세미나 추진 안

2. 논의 내용 및 의결사항

 (1)   주제별 심포지엄 개선 방안(Topical Symosium)

 (2)   회사 session(Technical Workshop)

 

제1차 연구기술개발위원회 회의 

[2019. 5. 31, 아티제 삼성타운점]

[참 석]   이강택(부위원장), 이준협(간사)(총 2명)

1.   2019년도 Young Researcher Group 지원 프로그램 

팀 선정

 (1) 지원팀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2018년 제정)

  1)   부문위원회 또는 지부 추천을 받은 팀을  

우선 배정한다.

  2)   이전 지원 실적이 없는 부문위원회 또는  

지부 추천을 받은 팀을 우선 배정한다.

  3)   구성 팀원의 소속 다양성을 고려한다.

  4)   학회 회원이 많은 그룹을 우선 배정한다.

  5)   이전 지원 실적이 없는 회원이 포함된 경우 

우선 배정한다.

  6)   부문위원회 또는 지부별 1팀을 우선 배정한다.

  7)   신청서 완성도가 높은 팀을 우선 배정한다.

 (2)   선정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팀 선정 

(총 4팀, 팀별 각 200만원씩 지원)

 

제2차 전문대학위원회 회의 

[2019. 5. 31, 영남이공대학]

[참 석]   김동회(위원장), 이재성(간사), 김영화, 박영해, 

이화수(총 5명)

1. 보고사항

 (1)   2018년도 운영위원회에서 현장중심 산업체  

현황 파악 Follow-Up

  - 이수화학의 Reverse Engineering

  - SK이노베이션의 운영현황

 (2)   2018년도 전문대학 기술교육 운영사례 심포지엄 

결과

2. 토의사항

 (1)   전문대학 실기 경진대회 수상이름 변경 건

  1)   배경

   -   특성화고의 참여방안을 논의하던 중, 경남

지역 고등학교에서 참가팀이 다수였으나 

장려상을 받아 인솔 선생님이 참여가 어려

움을 듣게 됨.

  2)   내부토의

   -   다수의 학교와 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우열을 가리는 방식이 아닌 화합의 방식이

었으면 함.

   -   대상/금상/은상/동상/장려상등의 명칭을 

회사의 명칭상으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함.

    ex. 롯데케미칼상, 이수화학상

   -   상금총액은 한국화학공학회에서 배정된 

금액 내에서 수여하기로 함. 

  3)   실행방안

   -   전문대학위원회 위원들이 2~3개의 회사와 

접촉하여 회사의 이름을 상의 명칭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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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을지 문의하기로 함(ex. 이수화

학, 롯데케미칼 등).

   -   또한, 이에 대한 실행가능성을 “Student 

Chapter 지도위원회“에 문의하기로 함.

 (2)   현장중심 산업체 방문 건

  1)   대상 기업: SK Hynx 이천공장, Hite 홍천공장

  2)   시기: 8월 22~23일(예정)

  3)   참여인원: 약 8명

 (3)   제2회 전문대학 기술교육 운영사례 심포지엄 

(가을 학술대회에서 진행)

  1)   주제: 정부 재정 지원사업(혁신, LINC+,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사례 등)에 대한 

대응전략

  2) 연사: 약 4명

 

제1차 평의원 선거관리소위원회 회의 

[2019. 6. 21~26, 이메일 회의]

[참 가]   (위원장) 이관영 수석부회장, (간사) 정진석  

총무이사, (위원) 강태욱, 고영수, 김상경, 김우경, 

손정민, 윤정우, 이종민, 장재형, 정상문, 정용철

1. 보고사항

 (1) 제36대 평의원 선거 추진 일정

 (2) 제25 ~ 35대 평의원 수

 (3) 정관 제5장 평의원회 

 (4) 평의원 선거관리 규정

 (5) 제36대 지부 평의원 후보 추천위원회    

 (6)   2017년도 제1 ~ 4차 평의원 선거관리소위원회 

회의록

2. 토의사항 

 (1)   제36대 평의원 정수 산정

  1)   지부별 회원 현황(2019. 6. 1. 현재)

지    부
종신
회원

정회원 계
산업계 

회원 수(%)
선출

평의원 수

선출 평의원 
후보자 수
(산업계 

후보자 수)

강    원 23 31 54 0 (0%) 3 9

경인지역 867 698 1,565 632 (40%) 104 312 (124)

광주전남
제주

121 79 200 68 (34%) 13 39 (13)

대구경북 116 116 232 52 (22%) 15 45 (9)

대전충남 283 544 827 217 (26%) 55 165 (42)

미    국 5 52 57 3 (5%) 3 9

부산경남 83 116 199 32 (16%) 13 39 (6)

울    산 106 113 219 122 (55%) 14 42 (23)

전    북 35 43 78 8 (10%) 5 15 (1)

충    북 34 64 98 26 (26%) 6 18 (4)

계 1,673 1,856 3,529   1,160 (32%) 231 693 (222)

* 선출평의원 후보자 수는 3배수 이내로 계산된 것임.

*   산업계회원 수 %와 산업계 후보자는 소수점 이하 

내림.

  2)   평의원수 산정 방법

   ①   총 평의원 수: 3,529명(정/종신회원) ×

1/10 = 352명

   ②   지부 선출 평의원 수: 3,529명(정/종신회원) 

×1/15(미만) = 231명(소수점 이하 내림)

   ③   이사회 추천 평의원 수: 총 평의원 수(352명) 

- 지부 선출 평의원 수(231명) = 121명 

[당연직 평의원 95명(100명중 5명 거절)] 

*   광주전남제주지부가 통합되면서 광주

전남제주지부 정회원 중 1명을 이사회 

추천 평의원으로 추가 배정하는 것을 

제43대 제6차 이사회에서 결의함.

    *   회원이 적은 지부의 최소 평의원 수가 

3인 이하일 경우 이사회 추천 평의원의 

추천으로 3인이 되도록 제44대 제5차 

이사회에서 승인함(제36대에는 해당지부 

없음). 

    → 원안대로 승인함.

 (2) 제36대 평의원 선거를 위한 세부절차(안)

    → 원안대로 승인함.

 

제1차 국문지 편집위원회 회의 

[2019. 6. 24~7. 1, 이메일 회의]

[참 가]   김민찬(편집장), 김교선, 김수길, 김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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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준, 박윤지, 박정훈, 박철환, 변헌수,  

이재우, 정상문

1. 보고사항

 (1)   국문지가 ESCI에 작년 말에 등재. ESCI에 등

재된 후 3년 후에 그간의 인용 횟수에 따라서 

SCI(E)로 승격 여부가 결정 

 (2)   투고 논문 수가 급감 

2. 토의사항 

 (1)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투고 논문 수와 인용 

횟수를 늘이기 위하여 편집위원들이 먼저 투고

와 인용을 많이 하고, 회원들에게 투고와 인용

을 권장하기로 함. 우수 연구자들에게 review 

논문을 요청하기로 함. 인용을 많이 한 회원들

을 위한 논문상은 이미 시상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의 확대는 어려움.

 (2)   편집위원들의 투고를 장려하고 노력에 조

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편집위원이 

Corresponding Author로 투고하는 논문의 경우

에는 투고료를 면제하였으면 함. 편집위원들

의 투고와 인용을 장려하는 의미도 있음. 편집

위원뿐만 아니라 인용을 많이 하는 저자들을 

위한 영문지 수준의 장려 방안도 필요함.

 (3)   과총 지원금 등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지만 투

고 논문 수가 지금과 같이 줄어들 경우에 대비

하여 국문지 발행 회수를 잠정적으로 년 6회에

서 년 4회로 줄였다가 논문 투고가 활성화되면 

년 6회로 환원하기로 함.

 (4)   많은 편집위원들이 학회에 참석할 예정이므로 

지난번 연기한 국문지 편집위원 회의를 가을 

학회 중에 수요일 또는 금요일에 편집위원 회

의를 열기로 함.

 제1차 수상후보추천위원회 회의 

[2019. 6. 21, 학회 사무국 회의실]

[참 석]   송광호(위원장), 김민찬(부위원장), 하경수 

(간사), (위원) 김상경, 권영운, 오미혜, 이창수,  

(담당 이사) 정상문(총 8명)

[보고사항]

1.   수상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임기: 2019년 1월 1일 ~ 

12월 31일)

2. 2019년도 현재 기준 수상후보자 추천 보고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제21회 송곡과학기술상 

후보 추천

 (2)   과총 “과학기술유공자 포상”수상후보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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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tstanding Asia Researcher and Engineer in 

2019”추천

 (4)   과학기술우수논문상 후보자 추천

 (5)   한국도레이과학진흥재단, ‘제2회 한국도레이 

과학기술상’ 수상후보자 추천

 (6)   한국석유화학협회, 제11회 화학산업의 날 유공자 

포상 후보 추천 

 (7)   산업통상자원부, ‘2019 산업기술진흥유공자’  

수상후보자 후보 추천

 (8)   인촌상 운영위원회, ‘제33회 인촌상’ 수상후보자 

추천

[토의사항] 

1. 외부수상 추천 업무 진행 관련 논의

2. 하반기 주요 외부 수상 추천 논의

 (1)   6월 21일: 2020년도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차세대 회원 후보자 추천

 (2)   6월 21일: 2020년도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후보자 추천

 (3)   6월 28일: 과학기술유공자 후보추천 

-추천 안하기로 함.

 (4)   6월 28일: 젊은 과학자상 후보추천

 (5)   7월 2일: 한국공학상 후보추천

 (6)   7월 12일: 여성미래인재상 수상후보자 추천

  - 여성위원회에서 추천하기로 함.

 (7)   7월 15일: 경암학술상 수상후보자 추천

 (8)   7월 31일: 백남상 수상후보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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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8월 30일: 에쓰-오일 우수학위논문상, 차세대

과학자상 수상후보자 추천

 (10)   9월 30일: 포스코청암 기술상 수상후보자 추천

 (11)   한국공학한림원 대상, 젊은 공학인상, 일진상, 

해동상 후보자 추천: 9월 초 마감

 (12)   3.1문화상 수상후보자: 9월 중순 마감

 (13)   호암상: 10월 31일 마감

 

제1차 영문지 편집위원 워크숍 회의 

[2019. 6. 28~29, 여수 히든베이 호텔]

[참 석]   김도형(편집장), 권용재, 박영권, 변헌수, 이창하, 

용기중, 유필진, 임연호, 정현욱, 차형준, 하기룡, 

황성원(총 12명)

[보고사항]  

1. 전차 회의록 검토 

2.   학회 임원 및 회원(영문지 편집위원 포함)의 영문지 

인용현황

3. 논문 현황

 →   논문이 많이 투고되는 분야의 논문을 위주로 

평가 진행을 요청함. 

4. 2018년 Korean J. Chem. Eng. IF 관련 보고: 2.471 

5. 환경분야 특별호 논문 상황 보고

  

[논의사항]

1. 인용증대를 위한 스페셜호 분야 및 주제 결정

 →   2번째 스페셜호는 재료 분야의 전기화학촉매 

분야로 진행하며, Leading Guest Editor를 섭외

하기로 함(KAIST 이진우 교수).

2. 영문지 발전 소모임 1차 회의 결과 보고

3.   중장기 발전 위원회 제안 내용 논의

 (1)   영문지 포상 가을 학술대회로 변경에 대해 식

순에서 시상 개수를 확인하여 결정하는 방향 

고려

 (2)   진흥상 수상자 수를 축소하고 명확하게 제시하

는 방안 검토 중

 (3)   영문지 논문상을 학회의 본 상으로 고려할 만 함.

 (4)   영문지 진흥상과 공로상은 내용 중복과 함께 

수상자 중복 가능성이 높아 두 상을 통합하여 

매년 공로상으로 시상하는 방안을 검토 필요

 (5)   편집위원 처우 개선

 (6)   Invited Review Paper의 사례금 차등 지원 방안

에 대해 형평성 등을 고려할 필요 있고, 본부에

서는 영문지 전체 예산만 제시하고 영문지 편

집위원회에서 자율 조정 방안 마련 필요

 (7)   신규 영문지 발간은 향후 구체적인 의견을 도

출하여 제시

 (8)   상기 논의 사항을 영문지 편집위원회에 전달하

여 조율토록 함.

 

제17차 기획 재정위원회 회의 

[2019. 7. 8~10, 이메일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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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봉(위원), 남재욱(위원) 정인식(담당이사)

[논의사항]

1.   국제화 국제협력위원회 ‘APCChE 2019 참가지원’

예산 증액 및 항목 변경 요청 승인

 

기술정보지(NICE) 제37권 제5호 편집회의 

[2019. 7. 9, 경기도 안성 인근 식당]

[참 석]   전종기(편집장), 김도희(부편집장),  

(편집위원) 이시훈, 최시영, 최유성,  

(자문) 고영수, 고형림, 이종집(총 8명)

1. 전차 회의록, 제37권 제3호 책자 검토

2. 제37권 제4호 진행 사항 점검

3. 제37권 제5호 원고계획 

4. 기타 토의 사항

 (1)   알림, 학회소식 내용 편집장, 부편집장 최종 확

인 후 게재

 (2) e-book 제작 관련

  -   기존 광고 업체 및 일부 회원들의 불만 등의 

이유로 e-book 제작은 시기상조로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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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기 편집장과 편집위원들의 추후 논의 필요함.

5. 차기 편집회의 일정 논의

 (1) 37권 5호 원고 마감일: 2019년 8월 30일(금)

 (2)   차기 편집회의: 2019년 9월 2일(월)~6일(금),  

이메일 회의

 (3)   37권 4호 편집, 최종 교정일, 교정 편집위원: 

2019년 7월 26일(금), 최시영 교수

업무위원회

▒   기획 재정위원회(위원장: 김준석 교수)

·   기간: 2019년 5월~6월

·   방식: 이메일 회의

·   참여:   김준석(위원장), 박철환(부위원장), 송민정 

(간사), (이하 위원) 정인식, 남재욱, 이기봉

1.   강원지부 활성화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검토 및 승인

·   행사명: 강원지역 혁신 화학기술 세미나 및 교류회

·   개최일시: 5월 23일(목)~24일(금)

·   개최장소: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   참석인원: 총 54명

·   행사경비: 1,310,750원

2.   재료부문위원회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 검토 및 

승인

·   행사명: 2019년도 재료 특별강좌 및 연구토론회

·   개최일시: 6월 24일(월)~26일(수)

·   개최장소: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60주년 기념관

·   신청금액: 3,000,000원

3.   고분자부문윈원회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 검토 

및 승인

·   행사명: 제15차 한중고분자심포지엄

·   개최일시: 7월 21일(일)~25일(목)

·   개최장소: 중국 후베이성 언시

·   신청금액: 1,000,000원

4.   촉매부문위원회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 검토 및 

승인

·   행사명: 제32회 촉매연구토론회

·   개최일시: 6월 19일(수)~21일(금)

·   개최장소: 롯데 리조트 부여

·   신청금액: 3,000,000원

5.   공업화학부문위원회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 검

토 및 승인

·   행사명: 제4회 제약산업 Workshop

·   개최일시: 7월 10일(수) 오후 1시 ~ 5시

·   개최장소:   인제대학교 김해캠퍼스 프라임의생명

공학관 201호

·   신청금액: 1,500,000원

6.   촉매부문위원회 2019년 사업계획 미반영 사업 승

인 요청에 대한 검토 및 승인

·   행사명: 5th Euro-Asia Zeolite Conference

지   부

▒   강원지부(지부장: 이대원 교수)

1. 강원지역 혁신 화학기술 세미나 및 교류회 개최

·   일시: 2019년 5월 23일(목)~24일(금)

·   장소: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백운관 

·   내용:   한국화학공학회 강원지부, 한국공업화학

회 강원지부·대전세종충남지부 주관 공동 

심포지엄 개최

·   프로그램: 

-   Mesophase pitch-based carbon fiber from cost-

competitive petroleum residue / 전영표(한국화

학연구원)

-   iPSC culture using bFGF multilayer nanofilm 

and anti-apoptotic 30Kc6 gene / 박희호(강원대

학교)

-   Hydrogen production from single stage water-gas 

shift reaction over Cu based catalysts / 노현석 

(연세대학교)

-   Engineering the substrate specificity of 

enzymes for biocatalytic conversion of cellulose 

derivatives to value-added chemicals / 연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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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원주대학교)

2. 2019년도 재료 특별강좌 및 연구토론회 개최

·   일시: 2019년 6월 24일(월)~26일(수)

·   장소: 강원대학교(춘천캠퍼스) 60주년 기념관

·   내용:   한국화학공학회 재료부문위원회, 강원지부 

주관 재료특별강좌 개최

▒   울산지부(지부장: 변용위 교수)

울산지부 ‘선진 석유화학 업체의 안전시스템 벤치마킹 

및 확산’ 실무 회의 개최

·   일시: 2019년 6월 20일(목), 오후 4시

·   장소: 울산대학교 화학공학관(1호관) 303호 

·   참석:   변용위(위원장), 강성구(간사), 윤병운, 이진동, 

정진석, 허승현, 성태환, 전성국(총 8명)

1. 보고사항

 -   명칭을 “화학산업 안전기술교류회”로 확정하였음.

 -   2018년도 최종결과물 책자를 울산지부 지부장 

명의로 울산·여수·대산 공장에 전달하여 안

전기술교류회 참석을 독려하고자 함.

 -   제2회 화학산업 안전기술교류회에서는 총 6분 

(외부 1명 / 내부 5명)의 발표(15분 발표 / 5분 질

의응답)를 진행하고자 함. 

  ※   장소 및 일시: 대전컨벤션센터(DCC) /  

10월 25일(금), 13:00-15:30

 -   제2회 화학산업 안전기술교류회 발표주제(목표: 

중소기업에 선진사 안전문화 전파 및 확산)와 관

련하여 각 선진사가 6월 28일까지 두 가지 주제에 

대해 제안하고, 7월 5일까지 주제 확정하기로 함. 

발표자료의 경우, 9월 30일까지 완성하기로 함.

 -   제2회 화학산업 안전기술교류회 외부초청연사 

(발표주제 포함) 선정 및 “홍보 부스를 운영할 기

업리스트를 7월 5일까지 확정하기로 함.

2. 논의사항

 -   화학산업 안전기술연구회 추가 참여 후보기업

(SK에너지, 한화, 코오롱, Bosch, 동서, 대한유화 

등)과 관련하여 논의하였으며, 추후 결정 예정임.

 -   울산 ↔ 대전 버스 대절과 관련하여 추가 논의 

필요함.

 -   한국화학공학회 가을 학술대회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할 기업리스트(3M, 불꽃감지기 관련 기업 

등)에 대해 확정해야 함.

부문위원회

▒ 재료부문위원회(위원장: 이원규 교수)

3차 운영회의 개최

·   일시: 2019년 6월 14일(금), 오후 6시 30분

·   장소:   서울 용산구 기와참석: 이원규(위원장), 권용재 

(총무간사), 임연호, 윤창원, 이진우, 최경민, 

최인희, 이동현, 강달영(총 9명)

[토의내용]

1. 2019년 하계 재료강좌 및 연구 토론회 관련

장소: 강원대 춘천캠퍼스

일시: 2019년 6월 24(월)~26일(수)

주제:   재료 합성관련 대학원생 대상 기초교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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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연구자 특강

숙소:   연구자-KT&G 상상마당 

학생-시내 개별 숙소 이용

담당: 최경민/이대원 교수

2. MCARE 재료상 추진일정 및 방법

목적:   MCARE 개최 수익금 활용 개최 기여자 및 관

련 연구자 시상

수여대상: 주니어급(50세 이하) 2명 각 150만원, 

수여절차: 자/타 추천에 의한 후보자 선정(9월 말까지)

  10월초 운영회의에서 심사후 결정

수여규칙:   기 수상자 추가수상 불가, 자세한 규정

은 연토회에서 확정

3. 우성일 재료상 추천

수여절차:   본 운영회의에서 심사후 결정, 심사결

과 박진호 교수(영남대) 선정

4.   2019년도 가을 학술대회 특별 심포지엄 주제 및 

오가나이저 선정 

주제: 수소 생산 및 저장 재료

Organizer: 윤창원(KIST), 이진우(KAIST)

▒   촉매부문위원회(위원장: 박해경 교수)

2차 산학연교류회 개최

일시: 2019년 6월 13일(목)

장소: SK이노베이션 기술원

내용:   SK이노베이션 기술원 촉매연구부문과 촉매부

문위원회 연구자들 간의 연구교류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