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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지 발행회수 축소 안내

국문지(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를 

아껴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문지가 

Scopus에 이어 ESCI에 등재되었습니다. ESCI에 등재

된 후 3년간의 실적을 바탕으로 SCIE 등재 여부가 결

정되게 됩니다. 하지만, 2019년을 기점으로 국문지에 

투고되는 논문 편수가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섰습니

다. 따라서, 국문지 편집위원회에서는 2020년부터는 

연 6회 발행에서 연 4회 발행으로 발행횟수는 축소

하고 투고상황에 따라 회당 수록 논문 편수는 20-25

편으로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여러 사정을 고

려하여 논문 발행 시기는 2월, 5월, 8월 및 11월입니

다. 2020년에 논문 투고 편수가 예전대로 회복되면 

2021년에는 다시 연 6회로 환원할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투고와 국문지 수록 논문의 인용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   2020년도 신년교류회 안내

2020년도 신년교류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

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일시: 2020년 1월 8일(수) 오후 3시

•장소:   SC컨벤션 강남점 아나이스홀(한국과학기술

회관 12층)

•공동개최:   한국화학회관, 한국화학관련학회연합회, 

한국화학공학회, 대한화학회,  

한국고분자학회, 한국공업화학회,  

한국세라믹학회

▒   2020년도 봄 총회 및 학술대회 초록제출 안내

2020년 봄 학술대회 초록제출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학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로 안내될 예정이오니, 수

신 가능한 E-mail로 회원정보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일시: 2020년 4월 22일(수)~24일(금)

•장소:   경주화백컨벤션센터

■   2020 전국 화학공학 관련 학과 대학생 학생

회장/동아리회장 Workshop 안내

•일시: 2020년 2월 6일(목)~7일(금)

•장소:   롯데정밀화학, SK에너지, 에쓰-오일,  

울산대학교

•마감: 2020년 1월 17일(금)

•참여: 학생회장, 동아리회장

•대상 및 인원: 100명

   -   전국 화학공학 관련학과(전문대학 포함) 학회장: 

1대학 1학과 1명

   -   전국 화학공학 관련학과(전문대학 포함) 동아리

회장: 1대학 1학과 1명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http://www.kiche.or.kr/

sub5/menu6_22.html)

지     부

▒   대전충남지부(위원장: 정순용 박사)

ISChE 2019

•일시: 2019년 12월 6일(금)~8일(일)

•장소: 충남대학교

•SYMPOSIUM SCHEDULE

December 6

16:00-18:00: Registration

18:00-20:00:   International Organizing Committee 

Meeting

December 7

09:00-17:15: Oral and Poster Presentations

17:15-18:00: Meeting for student awards

18:00-20:00: Conference Dinner

December 8

09:00-12:00:   Discussion for International Chemical 

Engineering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contact

Professor Young Woo Rhee(CNU), 

Tel: +82-42-821-5688, 

E-mail: ywrhee@c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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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위원회

■ 고분자부문위원회(위원장: 김범상 교수)

2019년도 동계 워크숍

•일시: 2019년 12월 30일(월)~31일(화)

•장소: 한양대학교 한양종합기술연구원 6층 608호

•문의:   김도환 교수 

(한양대학교, dhkim76@hanyang.ac.kr)  

홍진기 교수 

(연세대학교, jinkee.hong@yonsei.ac.kr)

■ 촉매부문위원회(위원장: 박해경 교수)

2020년도 동계 촉매 강좌

•일시: 2020년 1월 15일(수)~17일(금)

•장소: 천안 상록리조트

•인원:   250명 선착순 접수(사전등록 마감일 이전에 

인원이 초과하면 접수마감)

•사전등록:   학생 250,000원, 일반 400,000원 

(사전등록 이후에는 20,000원 추가됨)

   ※   참가비는 2020년 1월 3일(금) 이후에는 반환하지 

않음.

•사전등록마감: 2020년 1월 3일(금)

•  행사 문의:  

  김도희 교수(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Tel: 02-880-1633 Fax: 02-888-7295 

E-mail: dohkim@snu.ac.kr

•  등록 및 결제 문의:  

김순주 차장(한국화학공학회) 

Tel: 070-8796-7164, 02-458-3078∼9 

E-mail: kim@kiche.or.kr

•준비물: 세면도구, 실내화, 필기도구, 기타개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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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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