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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가을 총회 및 학술대회 (국제심포지엄)

평의원회

학회상 수상자 강연 / 총회 / 간친회

▲ 전해상 회장 개회사 ▲ 지부장 회의

10월 23일(수) 롯데시티호텔 대전 1층 크리스탈 볼룸홀에서 오후 3시 30분 업무위원장, 지부장, 부문위원장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오후 5시부터는 이관영 수석부회장의 학회 중장기 발전 방안 발표 이후 전해상 회장의 개회로 가을 

평의원회가 시작되었고, 학회상 시상, 신임임원 소개 후 만찬이 진행되었습니다(학회상 수상자 명단은 751쪽 참조).

10월 24일(목) 오전 11시 10분부터 대전컨벤션센터 A발표장(201호)에서 형당교육상 수상자인 충북대 신채호 교수의 

“화학공학 교육 어떻게 시켜야 할까?”, 기술상 수상자인 희성촉매 한현식 부사장의 “Catalysis and Heesung 

Catalysts”라는 주제의 학회상 수상자 강연이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전해상 회장의 개회사로 총회가 개최되었고, 제51대 

임원 소개 및 학회상 시상, 학회 업무보고와 승인사항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올해는 특히 학회상 시상 이후 일본지부 

발족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선정되신 일본지부장님과 총무간사님께 위촉장 수여와 화환 증정, 지부장님 인사말의 순서로 

이어지면서 더욱 의미 있는 총회가 되었습니다. 총회 후 12시 40분부터 대전컨벤션센터 202호에서 정회원이 참여하는 

간친회가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 학회상 수상자 강연- 신채호 ▲ 학회상 수상자 강연-한현식

▲ 제51대 임원소개▲ 이관영 수석부회장 발표

▲ 업무위원장 회의

▲ 간친회 전경▲ 총회 전경 ▲ 일본지부 위촉장 수여

▲ 부문위원장 회의

▲ 대전충남지부 감사패-정순용 ▲ 평의원회 전경

▲ 전해상회장 개회선언



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37, No. 6, 2019 … 743

학회상 시상

▲ 박선원 학술상-이재형 ▲ 우성일 재료상-박진호▲ 최창균 이동현상부문상-
전명석, 이강택

▲ 석명 우수 화공인상-문  일

▲ 윤창구상-김동규

▲ 형당교육상-신채호

▲ 양정 생물화공상-최정우

▲ 공로상-양대륙 ▲ 공로상-오명숙 ▲ 학술상-박소진 ▲ 기술상-한현식 ▲ 전통 화학공학특별상 
이태호, 이홍주

▲ 전통화학공학특별상-
이근원

▲ 여성화공인상-이현정 ▲ 심강논문상-김수길▲ 범석논문상-박철환

경품추첨 / 시상

10월 24일(목), 25일(금) 양일간 대전컨벤션센터 1층 전시홀에서 경품추첨이 진행되었습니다. 아이패드5 미니, 블루투스 

스피커 등을 경품으로 건 추첨이 진행되면서 모여 있던 회원들의 환호성과 탄식을 자아냈습니다. 그리고 10월 24일, 25일 

양일 발표되었던 대학원생 구두 발표자,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들을 대상으로 각 부문위원회별로 심사하여 최종 우수 구두 

발표상과 우수 포스터 발표상 시상과 더불어 각 경시(경진) 대회, 회명 대학원 연구상 시상이 진행되었습니다.

▲ 대림대학원논문상(우수상)

▲ 대림대학원 논문상(최우수상)▲ 우수 구두 발표상 ▲ 우수 포스터 발표상

▲ 회명대학원 연구상 ▲ 제8회 전국화학공학 공정설계 
경진대회

▲ 경품추첨

▲ 제30회 전국 대학생 화학공학  
학력경시대회(이동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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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torial / 심포지엄 / 일반행사 / Fun&Fun Festival

이번 가을 학술대회에서는 유익하고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었습니다.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플랫폼 기술, 

화학공학”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23일 수요일 “Tutorial: 유동층 반응기 기술 입문-10, 다차원 분자모델링 및 전산모사 

방법론 기초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24일부터 한-대만 화학공학회 공동 심포지엄, 제16회 화학공학 마스터즈 

심포지엄(화학공학의 미래: 친환경 소재), IBS-KIChE Joint Symposium on Nanomaterials for Catalysis 등의 특별 

심포지엄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화학공학 인재 양성을 위한 기초교육과정 개발 심포지엄, 다차원 분자모델링 및 

전산모사 적용 연구 심포지엄, 차세대 수소생산 및 저장 소재 기술 심포지엄, 제16회 약물전달 및 화장품 기술 심포지엄, 

광촉매 기술 심포지엄, 효소공학의 현재와 미래 심포지엄, Nexus of Separation and Energy Technology Symposium, 

고분자 유체와 생체소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심포지엄, 생물·화공 실험실의 안전관리 심포지엄, 광감응성 미립자 

제조 및 응용기술 심포지엄, C1 가스 리파이너리 국제 심포지엄 등 화학공학 산업 전반에 대한 부문위원회별 심포지엄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외 제2회 프로필렌과 다운스트림 기술교류 심포지엄, 제2회 화학산업 안전기술교류회, 공정개발 

분야의 여성 기술 리더 심포지엄, 제2회 전문대학 기술교육 운영사례 심포지엄, PSE-Siemens Seminar: Digital design, 

digital operations–practical approaches to deliver value NOW, WISET 2019 여대학(원)생 공학연구팀제 지원사업 

심화과정 결과발표대회, C1가스 리파이너리 사업단 수요기업 협의체,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안) 공청회 등의 일반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되었고, 24일(목)에는 등록한 학생회원에게 대덕연구단지내의 회사 연구소를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연구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5일(금)에는 화학공학 전공 대학생들에게 전공에 대한 

관심과 학생들의 다양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2020년도 화학공학 대학생 Fun&Fun Festival이 개최되었습니다. 본 

행사는 ‘제15회 대학생 화학공학 창의설계 경진대회’‘화학공학 전문대학 실기 경진대회’, 식후행사인 ‘도전골든벨’까지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대학생 동아리 임원단이 직접 준비하고 진행하여 그 분위기는 더욱 뜨거웠습니다.

▲ Tutorial: 다차원 분자모델링 및 전산모사 
방법론 기초 교육

▲ Tutorial: 유동층 반응기 기술 입문 - 10

▲ 심포지엄

▲ 심포지엄

▲ 연구단지 견학 ▲ 2019년도 화학공학 대학생 Fun&Fun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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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 포스터 발표

10월 24일, 25일 각 부문위원회별 구두발표, 그리고 740편의 포스터 발표가 4개의 세션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각 

부문위원회별 대학원생 구두발표를 대상으로 우수 구두 발표상과 우수 포스터발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한 우수 

포스터 발표상 심사가 후보들의 열띤 발표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학술대회 이모저모

학술대회 24일~25일 양일 진행된 홍보전시회는 25개 업체 27개 부스가 운영되어 다양한 기기와 기업체 홍보 전시를 

제공하였습니다. 휴게실에서는 24일(목), 25일(금) 오전, 오후 하루에 두 번 도너츠와 커피를 무료로 회원들에게 

제공했습니다. 학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후원해주신 유수한 여러 업체와 대전충남지부, 그리고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