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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원회

Plenary Talk / 총 회

▲ 업무위원장 회의▲ 김형순 회장 개회사 ▲ 지부장 회의 ▲ 부문위원장 회의

▲ 경품추첨

4월 21일(수) 해운대 센텀 호텔 4F 드블랑홀에서 오후 3시 30분 업무위원장, 지부장, 부문위원장 회의가 개최되었

습니다. 이어 4시부터 컨퍼런스홀에서는 신진 연구자 워크숍이 진행되었고, 평의원회가 5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학회상 시상, 전임지부장 감사패 전달 및 신진연구자들의 소개가 진행되었습니다.

▲ 평의원회 ▲ 신진연구자 워크숍

▲ Plenary Talk-이상엽 교수

4월 22일(목) 오전 11시 10분부터 부산 BEXCO 205호에서 이상엽 교수의 “4차 산업혁명과 생명화학공학”이라는 

주제의 Plenary Talk이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12시 20분부터 김형순 회장의 개회사로 총회가 개최되었고, 전임 임

원 감사패 수여, 학회 업무보고와 승인사항, 학회상 시상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김형순회장 개회사 ▲ 전임임원 감사패-이관영 51대 회장

▲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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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포럼

4월 22일(목)~23일(금)까지 해운대 센텀 호텔 4F 드블랑홀에서 ‘제21차 CEO 포럼’이 김형순 회장의 개회사로 개

최되었습니다. 화학산업 분야 주요 CEO 및 비즈니스 리더 30여명과 학회 임원 및 자문위원 10여명이 참석하였고,  

김영수 이사장의 강연과 경품 추첨, 그리고 전임 회장인 전해상 대표에게 감사패 증정이 있었습니다.

학회상 / 감사패 시상

▲ 국문지 논문상-임영일▲ 도레이 화학공학상-박진호

▲ 국문지 공로상-임도진 ▲ 전임지부장 감사패-정순용(대전충남지부)▲ 이동현상 신진연구자상-이상헌

▲ 전임지부장 감사패-허광선(부산경남지부) ▲ 학술대회 감사패-김종민(부산경남지부)

▲ 감사패 수상-전해상 (전)CEO클럽 회장

▲ 김영수 이사장 강연▲ 경품 추첨

▲ CEO 포럼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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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torial / 심포지엄 / 일반행사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유익하고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었습니다. “Chemical Engineering for a Sustainable Society in the 
New Normal Era”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4월 21일(수)~25일(일), Tutorial: 인공지능(AI) 기반 화학공정 기술, 미립자 제조, 
분석, 응용기술, 전고체전지 소재 및 시스템에 관한 프로그램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기초지식 함양의 장이 마련되었고, 
22일(목), ‘4차 산업혁명과 생명화학공학’이라는 주제로 이상엽 교수(KAIST)의 Plenary Talk와 이후 총회 및 경품추첨이 
진행되었다. 그 외 ‘그린수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심포지엄’, ‘생분해성 고분자 및 고분자 재활용 심포지엄’, ‘Chem-Tech-Biz 
심포지엄: 기술과 자본의 결합에 의한 산업 활성화 방안’ 등의 특별 심포지엄과 ‘에너지 저장 소재 심포지엄’, ‘뉴노멀 시대의 
고분자 미래 기술 심포지엄’, ‘그린뉴딜 공정 시스템 기술 심포지엄’, ‘실험과 분자모사의 융합 심포지엄’,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생물화학공학 기술 심포지엄’, ‘미래규제 대응을 위한 환경기술 심포지엄’, ‘유용물질생산을 위한 이산화탄소 
전환기술 심포지엄’, ‘제13회 기능성 코팅제의 기술 현황 심포지엄’, ‘카본함유 미립자 응용기술 심포지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이용한 화학공정안전 시스템 심포지엄’ 등의 부문위원회 주제별 심포지엄이 각 학계 및 연구소, 산업계 회원들이 
참여하여 진행되었다. 이외에도 ‘CEO 포럼’, ‘신진연구자 심포지엄’, ‘여성 화학공학인 Networking Meeting’, ‘고효율·친환경 
순환유동층 플랜트 해외 실증 심포지엄’ 등이 진행되며 각 세션 별로 성황을 이뤘습니다.

시상 / 경품추첨

4월 22일(목)에는 Plenary Talk 이후 12시부터 경품진행이 진행되었고, 23일(금)은 3층 그랜드볼룸에서 경품추첨이 
진행되었습니다. 양일 iPad mini4, 블루투스키보드, 블루투스스피커를 경품으로 건 추첨이 진행되면서 모여 있던 회
원들의 환호성과 탄식을 자아냈습니다. 그리고 23일(금) 오후 4시 30분 Closing ceremony로 경품추첨과 함께 22
일, 23일 양일 발표되었던 대학원생 구두 발표자, 우수 포스터 발표상 후보들을 대상으로 각 부문위원회별로 심사
하여 최종 우수 구두 발표상과 우수 포스터 발표상 시상과 더불어 회명 대학원 연구상 시상이 진행되었습니다.

▲ 회명 대학원 연구상 수상자▲ 경품추첨

▲ 심포지엄

▲ 우수 구두 발표상 수상자 ▲ 우수 포스터 발표상 수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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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 포스터 발표

4월 22일(목), 23일(금) 각 부문위원회별 구두 발표, 그리고 850편의 포스터발표가 4개의 세션으로 발표되었습니

다. 각 부문위원회별 대학원생 구두발표를 대상으로 우수 구두 발표상과 우수 포스터 발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한 우수 포스터 발표상 심사가 후보들의 열띤 발표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학술대회 이모저모

학술대회 4월 22일(목), 23일(금) 양일간 진행된 홍보전시회는 19개 업체 19개 부스가 운영되어 다양한 기기와 기

업체 홍보 전시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제한으로 어렵게 진행되었지

만 학회 임원 및 각 세션 좌장, STAFF들의 헌신적인 방역 관리로 인하여 전체 학술대회를 안전하게 마칠 수 있었

습니다. 학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후원해주신 유수한 여러 업체와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많은 분들, 특히 부산

경남지부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