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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수석부회장 선거 안내

1.   한국화학공학회 수석부회장 선출규정(개정: 2020년 12월 4일)에 의거 2021년 10월 28일(목)에 

개최되는 가을 총회 전까지 차기 수석부회장을 선거에 의해 선출하여야 합니다. 이번 선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산업계 회원 중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차례입니다.

2. 수석부회장의 선거인은 평의원입니다.

3. 수석부회장 후보 등록

 (1)   후보 등록 자격은 산업계(연구소 포함) 정회원이며 후보자 등록 마감일(2021년 7월 5일)까지 

선거인(평의원) 20인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선거인은 후보자를        

중복 추천할 수 없습니다.

 (2) 후보자는 등록 시 이력서와 소견서(자유 양식)를 함께 제출합니다.

 (3)   정관 제11조의 임원, 편집장 및 업무위원장은 그 직을 사임한 이후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4)   등록 후보자가 없는 경우 가을 총회 80일전(2021년 8월 9일)까지 이사회에서 후보자를 단수 

추천할 수 있습니다.

4.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투표개시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2)   선거운동은 방문, 전화, 우편, 전자메일 또는 학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지부 및 

지역의 공식 모임을 통한 선거운동을 권장합니다.

 (3) 선거인 명부가 선거공고일 5일 이내에 작성되면 후보자는 자유로이 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4)   후보자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후보자간 상호 비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5) 위원회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5.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하고,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찬반 기표를 합니다.  

본 학회의 선거공고일 현재 정회원 자격이 있는 평의원에게만 선거권이 있습니다.

6.   수석부회장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공고, 후보의 등록, 투표, 개표 등 모든 선거 사무를 

관장합니다.

7.   선거인의 개별 투표 여부는 본인 외에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투표율은 투표 개시일로부터 

투표마감일 까지 주 1회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됩니다.   

8.   투표 안내는 선거인에게 총 4회(투표 개시일, 투표 진행 중 2회, 투표 마감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추가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차기 수석부회장 선거 추진 일정
 
	 5월	28일(금):	NICE	6월호	및	홈페이지에	차기	수석부회장	선거	안내	게재
	 6월	 4일(금):	선거인단(평의원)에게	선거	안내문	우편과	E-mail	발송
	 6월	21일(월):	평의원	20명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등록	시작	
	 7월	 5일(월):	평의원	20명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등록	마감
	 8월	 9일(월):	등록	후보자가	없는	경우	이사회에서	후보자	추천	예정(총회	80일	전)
	 8월	20일(금):	수석부회장	전자	투표	시작(선거인단에게	후보자	안내	및	투표	안내	E-mail	발송)
	 9월	 2일(목):	수석부회장	전자	투표	마감	
	 9월	 3일(금):	당선자	확정(제6차	운영위원회	개최	일)
	 10월	 27일(수),	28일(목):	가을	평의원회와	총회에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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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평의원회

[2021. 4. 21, 해운대 센텀 호텔, 4층 ‘드블랑홀’]

1.	보고사항

2.	심의사항

 (1) 2020년도 결산(안)

3.	감사보고

4.			학회상	시상	-			국문지공로상,	국문지논문상,	

영문지공로상,	영문지논문상,	

영문지발전상,	영문지진흥상,	

이동현상	신진연구자상	

5.	전임	지부장	감사패	수여

봄 총회

[2021. 4. 22, 부산 BEXCO, ‘Summit Hall(205호)’]

1.	전임임원	감사패	수여

2.	보고사항

3.	승인사항

 (1) 정관 개정(안)

 (2) 2020년도 결산서

4.	감사보고서(의견서	포함)

5.			학회상	시상(한국도레이과학진흥재단	소개포함)	

-	도레이	화학공학상

<학회상 수상자>

학    회    상 성      명 소       속

도레이	화학공학상 박	진	호	 영남대학교	화학공학부	교수	

국문지	논문상
임	영	일	 한경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

논문제목:			Linze-Donawitz	가스로부터	일산화탄소(CO)	분리를	위한	흡수	및	흡착공정에	대한	기술경제성	비교

국문지	공로상 임	도	진	 부경대학교	화학공학과	부교수	

영문지	논문상
이	대	연	 Univ.	of	Pennsylvania	교수

논문제목:			Recent	developments	in	scale-up	of	microfluidic	emulsion	generation	via	parallelization

영문지	공로상 박	영	권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부	교수	

이동현상
신진연구자상

이	상	헌	 이화여자대학교	화학신소재공학부	부교수	

<2021년도 봄 학술대회 우수 구두 발표상 수상자>

분  야 발표자 소  속 논 문 제 목

고분자 권혁민 한양대학교
Chemoreceptor-Functionalized	 Interpenetrating	Polymer	
Semiconductor	Nanonetwork	for	Ultrasensitive,	Selective,	and	
Fast	Recovered	Chemodetection

공정시스템
김정동 연세대학교

Biogas	reforming	 integrated	with	PEM	and	 liquid	oxygen	
storage	system	for	green	hydrogen	production:	Design	to	
uncertainty	quantification

이재원 연세대학교 수증기개질	방식	수소생산공정	개발	및	운전조건	최적화

미립자공학 장희민 숙명여자대학교
UV-absorbing	Organosilica	Nanoparticles	for	Sunblock	without	
Skin	Penetration	and	Whitening	effect

분리기술 김지훈 연세대학교
Large-scale	Fabrication	of	MXene	Nanofiltration	Membrane	
With	Exceptional	Stability

생물화공 최현선 POSTECH
Magnetically	capturable,	adhesive	microcarriers	for	targeted	
locoregional	drug	delivery	in	a	hydrodynamic	environment	of	
the	esopha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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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발표자 소  속 논 문 제 목

에너지	환경

김나영 UNIST	
Highly	Selective	CH4	production	by	Photocatalytic	CO2	
Reduction	using	a	Zn-based	Polyoxometalate

김정훈 UNIST
ZnFe2O4	Dendrite-SnO2	Helix	3D	Hetero-Structure	Photoanodes	
for	Enhanced	Photoelectrochemical	Water	Splitting

박호룡 연세대학교
Syngas	production	from	carbon	dioxide	reforming	of	methane	
using	coke	oven	gas	on	Ni-MgO-Al2O3	catalysts:	Optimization	
of	preparation	method	and	co-precipitation	pH

은자경 POSTECH
Facile	method	 for	 the	 regeneration	of	electret	 filters	by	
triboelectrification

열역학	분자모사 홍수진 광주과학기술원
바이오매스	폐기물	유래	리간드를	활용한	철강	슬래그	기반	탄소	
광물화	연구

유동층

Pham	Hai	Hung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경대학교
Reactor	modelling	and	simulation	of	bubble	column	for	slurry	
phase	hydrocracking	of	vacuum	reside.

서민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울산대학교
랜덤	포레스트	기법을	이용한	순환	유동층	보일러	운전조건	예측

이동현상 강지호 POSTECH
High-Resolution	3D-Printed	Metal	Numbering-up	Microreactor	
for	Increased	Productivity	of	Ultrafast	Synthesis

재			료	

김종욱 성균관대학교
Omnidirectional	Light	Absorber	with	Gold-coated	Hierarchical	
Nanoturfs	for	Solar-Thermal	Conversion

이승기 서울시립대학교
Facile	Synthesis	of	Plasmonic	Hybrid	Nanogels	for	Light-
Initiated	Drug	Delivery

촉매	및	반응공학

김진성 한양대학교
Hydrogenation	of	HMF	to	furan	diol	over	mesoporous	copper-
alumina	catalyst:From	batch	to	continuous	processing

백두산 UNIST	
Ordered	Mesoporous	3D	Graphene-Like	Carbon	Frameworks	
with	Tubular	Structure	for	Efficient	Alkaline	Hydrogen	Evolution	
Reaction

오경렬 성균관대학교
In	Situ	Sythesis	of	Trimeric	Ruthenium	Cluster-Encapsulated	
ZIF-11	 and	 Its	Carbon	Derivatives	 for	 Simultaneous	
Conversion	of	Glycerol	and	CO2

화학공정안전 이나경 명지대학교
반응위험성을	고려한	지식그래프	추론과	역합성	예측	융합기반의	
최적	합성경로	생성

<2021년도 봄 학술대회 우수 포스터 발표상 수상자>

분  야 발표자 소  속 논 문 제 목

고분자

최지은 UNIST
Hydrophilic	adhesive	polymer	binder	for	high-performance	
seawater	batteries

김주성 한양대학교
A	Biocompatible	 Ionogel-Based	Neurointerface	for	Highly	
Stable	Capacitive	Charge	Injection

공업화학 정병준 동국대학교
초임계	조건에서	H-ZSM-5	zeolite와	activated	charcoal의	흡열	
연료	분해	특성	비교

공정시스템

신준섭 서울대학교
Feature	construction	for	on-board	early	prediction	of	electric	
vehicle	battery	cycle	life

박호영 전북대학교 케나프를	활용한	메탄올	생산	공정	개발	및

최보민 경희대학교
Process	design	for	coproduction	of	biofuel	and	biochemical	
from	lignocellulosic	biomass

미립자공학 김지은 명지대학교
Electrostatic	stabilization	of	eutectic	gallium-indium	(EGaIn)	
nanoparticles	in	nonpolar	o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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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발표자 소  속 논 문 제 목

분리기술

최예지 고려대학교
하이드로탈사이트	기반	passive	NOx	adsorber	(PNA)	개발:	코
발트와	망간의	상승효과를	통한

Erwin	Escobar 명지대학교 Efficient	Removal	of	Cs+	in	Water	by	DB18C6	tethered	on	SBA-15

강준혁 연세대학교 Nanoporous	Graphene	Membrane	for	Organic	Solvent	Diafiltration

생물화공

최용현 중앙대학교
Geometrical	control	of	Fe3O4@Au	core-shell	hollow	nanoparticles	
for	application	of	photo-immune	therapy	on	melanoma

공다슬 부산대학교
Productivity	for	1,3-PDO	of	Klebsiella	Pneumoniae	L17	from	
glycerol	using	zero	valent	iron	(ZVI)	as	reducing	agent

신동훈 서울시립대학교
Multi-Stimuli	 Responsive	 Functional	 Hollow	 Silica	
Nanoparticles	for	Hyaluronic	acid-guided	Delivery

에너지	환경

유지은 서울시립대학교
Dual-Mode	Detection	of	Heavy	Metal	Ions	Using	Plasmonic	
Sugar	Nanoemulsion

홍가람 연세대학교
The	effects	of	preparation	method	on	the	performance	of	Co-
CeO2	catalyst	for	high	temperature	water-gas	shift	reaction	of	
waste-derived	synthesis	gas

정석현 POSTECH
Density	functional	theory	study	of	selective	electrochemical	
ozone	production	on	SiOx-deposited	Ni-Sb-SnO2

남기천 충북대학교 리튬이온전지	음극활물질	ZIF기반

선영회 충북대학교
층상구조	금속셀렌화물과	N-도핑	된	CNT로	구성된	다공성	1차
원	나노	복합구조체	합성	및	소듐

열역학
분자모사

최원중 UNIST
Abnormal	guest	exchange	behavior	in	the	sII	hydrate	–	flue	gas	
replacement	as	revealed	by	experimental	and	computational	
approaches	for	hydrocarbon	recovery	and	CO2	sequestration

유동층 김수영 한국교통대학교 입자	혼합기를	이용한	정전기	생성에	대한	입자물성	영향	연구	

이동현상 김은서 POSTECH
Tailoring	the	water	transport	rate	across	the	oil	 layer	under	
osmotic	pressure	in	microfluidic	systems	

재			료

김미현 고려대학교
Electrochemical	redistribution	of	sulfur	using	soluble	lithium	
polysulfide	for	enhanced	performance	in	Li-S	battery

오희윤 숙명여자대학교
Highly	flexible	perovskite/microbead	hybrid	photodetectors	
with	improved	optical	responses	by	interfacial	light	trapping

박광선 전남대학교
Characteristic	evaluation	of	Ce0.8Sm0.2O1.9	electrolyte	added	
with	Li2CO3	as	sintering	aids

고성준 KAIST
Anisotropic	Shape	and	Optical	Properties	of	Cadmium-Free	
Branched	Core/Shell	Nano-Heterostrucures

촉매	및	반응공학

박상헌 강원대학교
Highly	Active	and	Stable	Nickel-Molybdenum	Nitride	(Ni2Mo3N)	
Electrocatalysts	for	Hydrogen	Evolution

김용석 전남대학교

Catalytic	 Effects	 of	 Supported	 Pd	Catalysts	Having	
Different	Surface	Characteristics	on	Dehydrogenation	of	
2-[(n-Methylcyclohexyl)methyl]piperidine	as	 the	Liquid	
Organic	Hydrogen	Carrier

김희은 KAIST
Highly	Durable	PEMFC	Anode	Catalyst	under	Hydrogen	
Starvation	by	Pt-IrOx	Anchored	on	Defective	Carbon

김태완 한양대학교
Hydrogenation	of	aromatic	LOHC	compounds	over	Ru/MgO	
catalysts	with	dual	H2	adsorption	site

문지원 성균관대학교
Selective	ethane	dehydrogenation	and	subsequent	CO2	
activation	over	FeTiOx	catalysts	using	different	synthesis	method

화학공정안전 장준영 부경대학교 투자비	절감을	위한	플랜트	배치	최적화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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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상 수상자

 

도레이 화학공학상

박진호

영남대학교

** 학력 및 경력 ** 
1992  University of Florida 화학공학 박사
2017~2017  한국태양광발전학회 회장
2016~현 재  산업통상자원 R&D전략기획단 에너지산업 MD
2015~현 재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

2015~2015  한국화학공학회 학술부회장
2004~2016  영남대학교 산학연구처장겸 산학협력단장
2012~현 재     국제에너지기구 태양광발전분과 Task 1 한국대표
2011~2013  지식경제 R&D 태양광 PD
2004~2007  NURI(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 사업단장 
1994~현 재  영남대학교 화학공학부 교수

** 주요 연구분야 ** 
박막 태양전지, 전자재료공정, 나노구조 합성 및 제어

** 수상배경 ** 
화학공학 분야에서 이룬 탁월한 연구 및 학술 활동을 통해 한국의 화학공학과 기술진흥에 공헌

국문지 논문상

임영일

한경대학교 

** 학력 및 경력 ** 
 1994 고려대학교 화학공학 학사
 1996 KAIST 화학공학 석사
 2001 프랑스 ENSIACET 화학공학 박사
 2001~2004 덴마크공대(DTU) 연구원 
 2004~현 재 한경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 

** 주요 연구분야 ** 
공정시스템공학(PSE), 전산유체역학(CFD), 기술경제성평가(TEA), 기계학습(ML)

** 수상배경 ** 
본 학회 국문지 제54권 제3호에 게재된 논문(Linze-Donawitz 가스로부터 일산화탄소(CO) 분리를 위한 
흡수 및 흡착공정에 대한 기술경제성 비교)이 국내·외 우수 학술지의 참고문헌으로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에 선정 

국문지 공로상

임도진

부경대학교

** 학력 및 경력 ** 
1994~2001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공학과 학사, 석사
2001~2005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공학과 박사
2005~2006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공학과 Post-doc.
2006~2010  삼성코닝정밀유리 책임연구원
2010~2013  포항공과대학교 연구교수
2014~현 재  부경대학교 화학공학과 조교수/부교수
2017~현 재  한국화학공학회 이동현상부문위원회 총무간사, 중장기발전위원회 위원

** 주요 연구분야 ** 
미세유체역학, 전자기유체역학, 수치해석, 바이오칩, 생물화학공학

** 수상배경 ** 
SCI(E)에 등재된 국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면서 본 학회 국문지에 게재된 논문을 가장 많이 인용한 
저자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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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지 논문상 

이대연

Univ. of 
Pennsylvania 

** 학력 및 경력 ** 
1995~2001     서울대학교 응용화학부 학사

2002~2007     미국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화학공학과 박사

2007~2008     미국 Harvard University 박사후 연구원

2009~현 재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 화학생분자공학과 조교수/부교수/교수

** 주요 연구분야 ** 
연성재료, 미세유체, 고분자, 콜로이드 및 계면 현상

** 수상배경 ** 
Korean Journal of Chemical Engneering에 게재한 “Recent developments in scale-up of microfluidic 

emulsion generation via parallelization(33권 6호)이 최근 5년간 SCI(E)에 등재된 국제학술지 논문에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에 선정

영문지 공로상 

박영권

서울시립대학교

** 학력 및 경력 ** 
1992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공학과 학사

1994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공학과 석사

1999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공학과 박사

1999~2002  현대중공업 산업기술연구소

2002~현 재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부 교수

** 주요 연구분야 ** 
대기오염저감, 바이오매스 촉매 전환 반응, 바이오에너지 및 폐기물 에너지

** 수상배경 ** 
최근 5년간 SCI(E)에 등재된 국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면서 Korean Journal of Chemical Engineering에 

게재된 논문을 가장 많이 인용한 저자로 선정    

이동현상 신진연구자상 

이상헌

이화여자대학교

** 학력 및 경력 ** 
1996~2003  서울대학교 화학공학 학사

2004~2010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화학공학 박사

2004~2004  롯데케미칼 고분자 생산 공정 엔지니어

2011~2013  독일 Max-Planck-Institute for Iron Research Post-Doc

2013~2016  한국과학기술연구원 Post-Doc

2016~2019  이화여자대학교 화학신소재공학과 조교수

2020~현 재  이화여자대학교 화학신소재공학과 부교수

** 주요 연구분야 ** 
양자화학공학 시뮬레이션을 통한 물질전달 현상의 이해와 응용

** 수상배경 **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이동현상 관련 우수한 논문을 발표하는 등 뛰어난 연구 성과로 한국화학공학회 

및 이동현상부문위원회의 발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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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채        및        자        본

과          목 금          액

부                 채 714,975,121

1. 미    지    급    금 49,407,780

2. 예 수 금(부 문 위 원 회) 582,467,341

3. 선    수    금 44,100,000

4. 임  대  보  증  금 39,000,000

자                 본 4,955,109,682

1 . 기    본    기    금 2,592,441,760

     1) 이  월  기  본  기  금 2,066,656,342

     2) 종  신  회  원  기  금 525,785,418

2. 5 0 주 년 기 념 기 금 64,851,789

3. 학  술  연  구  기  금 600,000,000

4. 학  회  상  기  금 966,323,150

5. DL케미칼 대학원논문상 기금 333,567,448

6. 출    판    기    금 28,364,046

7 .  A P C C h E 기 금 54,087,125

8. W C C E 9 기 금 309,508,163

9. 당  기  순  이  익 5,966,201

합          계 5,670,084,803

■ 2020년도	결산서	(2020.	1.	1.~12.	31.)

대 차 대 조 표

(단위: 원)

자          산

과          목 금          액

유    동    자    산 5,052,750,465 

1 . 현           금 97,600 

2. 보   통   예   금 286,319,754

3. 정   기   예   금 4,656,694,923

4. 미   수   수   익 82,433,593

5. 미      수      금 16,821,206

6. 선      급      금 1,982,909

7. 선  급  법  인  세 8,400,480

투 자 와 기 타 자 산 1,676,300

1 . 전 신 전 화 가 입 권 250,000 

2. 예  치  보  증  금 1,426,300 

고    정    자    산 615,658,038

1 . 토               지 473,388,742

2. 건               물 556,865,432

  - 감 가 상 각 충 당 금 -426,836,904

3 .  집    기    비    품 8,469,043

  - 감 가 상 각 충 당 금 -8,309,018

4. 소  프  트  웨  어 11,109,091

  - 감 가 상 각 충 당 금 -11,107,091

5. 시 설 장 치( 인 테 리 어 ) 94,148,995

  - 감 가 상 각 충 당 금 -82,070,252

합          계 5,670,08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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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출

과          목 금          액

 1. 학   회   지    간   행   비 157,247,131

 (1) 국        문         지 19,944,781

 (2) 영        문         지 96,615,834

 (3) N  I  C  E   지 40,686,516

  2. 단    체    가    입    비 7,680,000

  3. 보             조             비 16,725,828

 (1) 지                       부 2,432,271

 (2) 지부활성화지원금 5,677,792

 (3) 부문위원회활성화지원금 -

 (4) 업   무   위   원   회 8,615,765

  4. 홍              보              비 -

  5. 일      반      관      리      비 416,178,157

 (1) 인          건          비 247,559,046

 (2) 퇴          직          금 47,385,665

 (3) 복  리  후  생  비 20,059,808

 (4) 여   비   교   통   비 14,616,150

 (5) 통         신         비 3,713,269

 (6) 제   세   공   과   금 23,937,672

 (7) 제     수     수     료 10,491,956

 (8) 감    가    상    각    비 23,969,950

 (9) 사  무  실  유  지  비 8,547,965

 (10) 회         의         비 12,756,964

 (11) 소    모    품    비 539,313

 (12) 기  타  인  쇄  비 165,240

 (13) 수         선         비 1,000,000

 (14) 잡                     비 1,435,159

 6. 행           사            비 343,651,065

 (1) 봄   학   술   대   회 2,350,947

 (2) 가 을 학 술 대 회 134,009,209

 (3) 여름특별심포지엄 40,673,949

 (4) C    E    O    포    럼 32,394,914

 (5) 기    타    행    사 134,222,046

   - 부문위원회 국내행사 103,442,703

   - 부문위원회 국제행사 13,883,740

   - 기                          타 16,895,603

 7. 학   회   상   사   업   비 45,963,636

  8. DL케미칼 대학원논문상 사업비 12,000,000

  9. 정  보  화  사  업  비 7,100,000

10. 당    기    순    이    익 5,966,201

합          계 1,012,512,018

손 익 계 산 서

(단위: 원)

수          입

과          목 금          액

1. 회   비   수   입 159,009,137

 (1) 정        회        비 27,419,137

 (2) 학    생    회    비 25,440,000

 (3) 특별회비/단체회비 37,650,000

 (4) C E O 클 럽 회 비 68,500,000

2. 광 고  수 입 / 후 원 금 241,430,544

 (1) 광       고       수       입 64,272,726

 (2) 후 원 금(지원금 포함) 177,157,818

3. 학   회   지   투   고   료 18,880,000

 (1) 국            문            지 13,440,000

 (2) 영            문            지 5,440,000

4. 인                          세 72,170,411

 (1) S p r i n g e r 인 세 60,969,315

 (2) 기      타      인      세 11,201,096

5. 행        사        수        입 360,617,686

 (1) 봄   학   술   대   회 -

 (2) 가   을   학   술   대   회 182,675,092

 (3) 여 름 특 별 심 포 지 엄 47,590,000

 (4) 기타행사(부문위원회 등) 130,352,594

- 부문위원회 국내행사 105,964,575

- 부문위원회 국제행사 14,323,380

- 기																									타 10,064,639

6. 기        타        수        입 52,518,945

 (1) 수    입    임    대    료 43,143,333

 (2) 기     타      수     익 4,215,612

 (3) 특 별 기 증 금 5,160,000

7. 이         자         소         득 67,627,565

8. 기     금       이     입     액 40,257,730

합          계 1,012,51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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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원테크
홈페이지	 http://www.kw-tech.co.kr

대표전화 031-706-2886

업체	소개	및	전시품목	

-   업체소개: 종합엔지니어링 컨설팅 전문기업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국산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학용 외산 소프트웨어의 판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전시품목: Barracuda, Simerics

렉소엔지니어링
홈페이지	 http://www.rexo.co.kr

대표전화 02-2664-1764

업체	소개	및	전시품목	

- 업체소개: 2002년에 설립된 고온고압반응기 시스템 전문업체

-   전시품목: Batch Reactor, Catalyst Reactor, Supercritical System, Control System & 
Software, high pressure annealing system, and etc. 

주식회사 리베스트

(LiBEST) 

홈페이지	 http://www.libest.co

대표전화 042-867-0119

업체	소개	및	전시품목	

-   업체소개: 신체의 굴곡에 따라 유연하고 반복적인 굽힘에도 에너지원으로서의 
성능을 잃지 않는 세계 최고의 Flexible Battery를 개발, 생산하여 웨어러블 시대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 전시품목: Flexible Battery

㈜비케이인스트루먼트  
홈페이지	 http://www.bkinstruments.co.kr

대표전화 042-487-8240 

업체	소개	및	전시품목	

-   업체소개: 국내 최고 분석기기 전문업체로, 연구 실험분석장비, 실험분석 장비 및 
관련 소모품과 서비스를 전문으로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   전시품목: FTIR Spectrometer, UV-Vis,  
NMR Consumables(NMR Sample Tube & NMR D-solvent), Hyperspectral Imaging Camera 

선두전자
홈페이지	 http://www.sdtron.co.kr

대표전화 02-397-3298

업체	소개	및	전시품목	

-   업체소개: 가스안전계측긱기 전문업체로서, 가스산업 분야의 주요 계측기기의 연구, 
개발과 제조, 판매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전시품목: 레이저 메탄/암모니아 검지기/부취제 등

㈜솔텍트레이딩 
홈페이지	 http://www.soletek.co.kr

대표전화 02-2043-1957

업체	소개	및	전시품목	
-   업체 소개 및 전시품목: BET 비표면적 분석기, 기체 흡착 분석기(가스, 혼합가스, 

증기, 고압), 촉매 특성 분석기(TPD/TPR/TPO), 멤브레인 기공 분석기, 밀도측정기, 
연구실용Furnace, Balance, 표준시약

송암엔지니어링㈜
홈페이지	 http://www.songameng.com

대표전화 02-2679-3404

업체	소개	및	전시품목	

-   업체소개: 대구경전류측정기, 승압방지조정기, 가스차단백, 각종 압력계, 
파이프커터기 등 각종 도시가스 기자재를 비롯하여 지하매설물탐사, 
휴대용가스검지기, 전기방식장비 및 자재, 휴대용디지털마노메타, 매설파이프 및 
금속탐지기, 매설배관피복손상탐지장비(ACVG, DCVG, CIPS) 등의 측정 및 안전 장비 
외에 정압기실 부품 및 분해 점검, 가스메타기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국내에서 최고의 
제품과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해 온 회사입니다.

- 전시품목: 가스 검지기, 지하 매설물 탐지기, 금속 및 비금속 커터 등

홍보전시회 참여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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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퓨얼셀(S-Fuelcell)
홈페이지	 http://www.s-fuelcell.com

대표전화 070-4613-4900

업체	소개	및	전시품목	

-   업체소개: S-Fuelcell은 1989년부터 국내 연료전지 연구개발을 선도하여 연료전지 
스택, 연료변환기, 시스템 통합설계 등 연료전지 핵심분야에 대한 독자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용, 건물용 연료전지 시스템(PEMFC) 및 수소발전 
시스템과 후지전기의 발전용 연료전지 시스템(PAFC) 등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한 
국내 최고 기술의 연료전지 전문 기업입니다.

-   전시품목: 건물용 연료전지

영인크로매스
홈페이지	 https://kor.yougincm.com

대표전화 031-428-8700

업체	소개	및	전시품목	

-   업체소개: 국내 최초로 크로마토그래피 장비를 개발하여 생산, 판매하는 정밀 
분석기기 전문 기업입니다. 지난 30여 년의 기술 축적을 통해 세계 50여 국가에 과학 
장비를 수출하는 글로벌 회사로 성장하였고, 연구실의 맞춤 응용 솔루션 제공을 
위해 크로마토그래프를 기반으로 다양한 전용분석 시스템을 제작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고객 만족을 최대 목표로 24시간 내 장비 수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영인크로매스와 함께 더욱 진보된 분석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 전시품목: LC, GC, GC/MS

오엠에이
홈페이지	 https://www.omacom.co.kr  

대표전화 042-822-9501

업체	소개	및	전시품목	

-   업체소개: 1991년 설립되어, 30여 년 동안 광학 관련 부품과 광학 시스템 그리고 광학 
설계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광학 전문 기업입니다.
특히 태양전지, 광전기화학, 분광분석 연구 분야는 30여 년 동안 끊임없이 고객분들과 
기술적 교류가 이어져 오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쌓인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적의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고객분들의 요구에 더 빠르고, 더 정확하며, 더 완성도 높은 제품과 
서비스로 보답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전시품목: 광촉매, 태양전지 연구용 솔라시뮬레이터, 광촉매 연구용LED 광원,  
PEC 연구용 광원, IPCE 측정 구성, 스펙트로미터

오텍캐리어
홈페이지	 http://www.carrier.co.kr

대표전화 062-958-0123

업체	소개	및	전시품목	
- 업체소개: 에어컨, 공기청정기에서 전문가전까지 글로벌 공기 전문기업입니다.

- 전시품목: 스탠드 에어컨, 창문형 에어컨, 공기청정기

㈜카스 
홈페이지	 https://www.cas.co.kr

대표전화 02-2225-3776

업체	소개	및	전시품목	

- 업체소개: 계량, 계측 솔루션 전문기업입니다.

-   전시품목: 디지털 점도계, 비중계, 이화학기기 기초장비 4종,  
헤이돌프 회전농축증발기, DKSH 마이크로 피펫, K-LAB 분광 광도계홀

홍보전시회 참여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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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엔에프 

뉴베르거(유)

홈페이지	 http://www.knfkorea.com

대표전화 02-959-0257

업체	소개	및	전시품목	

- 업체소개: 실험실용 다이아프램 진공펌프, 액체 정량펌프 전문 업체

- 전시품목:  
·다이아프램 진공펌프: N96, N820G, N840G (신제품)
·고진공 펌프: N920, N950.50 (2mbar)
·진공시스템: SC920G, SC950

·진공 컨트롤러: VC900
·  액체 정량펌프: SIMDOS02 / 10KT, TT, FT(유량: 0.03~100ml/min)
·  액체 이송펌프: NF1.100 / 1.300KT, TT, FT(유량: 0.2~3.0L/min)
·  대용량 액체펌프: FK1.1100, NF600, FP400)(유량: 4~12L/min)

퀀텀캣
홈페이지	 http://www.quantumcat.com

대표전화 042-824-0208 

업체	소개	및	전시품목	

-   업체소개: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관련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환경 
촉매 시장의 니즈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금나노촉매를 비롯한 신개념 촉매 
제조 원천기술개발에 성공해 이를 다양한 BM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 전시품목: 환경촉매

코스모아이앤디
홈페이지	 http://cosmoind/com

대표전화 044-863-2337

업체	소개	및	전시품목	

-   업체소개: 국내 유일의 PE 종합 배관 제조업체로서 폴리에틸렌 배관에 관련된 모든 
제품을 자사 자체기술력으로 생산하여 국내 및 국외 가스용, 수도용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중국, 중동, 남미 등 다양한 국가에 제품을 수출함으로써 
고품질 제품 제조업체로서의 명성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   전시품목: PE 파이프, PE BF이음관, PE EF이음관, PE 볼 밸브

㈜프로테크코리아
홈페이지	 http://protechkorea.co.kr

대표전화 02-444-7631

업체	소개	및	전시품목	

-   업체소개: 50년 이상 첨단 정밀기기만을 제조해 온 세계적인 분석기기 전문 기업인 
Micromeritics 사와 Surface Measurement Systems사 외 Gas meter 전문 업체인 Ritter, 
플랜트설비 전문 업체인 Zeton의 국내 총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전시품목: 
·비표면적분석기(BET), 밀도분석기, 입도분석기
·기공률측정기, 화학흡착분석기(TPD/TPR/TPO)

·수분/유기용매 흡착 분석기(DVS), 표면에너지 분석기(IGC-SEA)
·Wet/Dry gas meter, Milligas Counter, Fermentation System(FT4)

화성밸브㈜
홈페이지	 http://hsvalve.co.kr

대표전화 053-353-5789

업체	소개	및	전시품목	

-   업체소개: 소구경 밸브에서 대구경 첨단 화학, 플랜트용 밸브까지 공급하여  
고객 요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신뢰받는 강소기업입니다.

- 전시품목: 볼밸브, 게이트밸브, 글로브밸브, 체크밸브, 용기용  밸브 등

BK테크놀로지
홈페이지	 http://www.bikeitech.com

대표전화 042-488-0844

업체	소개	및	전시품목	
- 업체소개: 실험실 기자재 전문업체

- 전시품목: 도계, FT-IR, 저울, 열분석 장비

홍보전시회 참여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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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가스
홈페이지	 https://www.skgas.co.kr/  

대표전화 02-6200-8114

업체	소개	및	전시품목	

-   업체소개: SK가스는 1위 LPG Player를 넘어 세계 최초 LPG LNG dual 연료전지를 
launching하는 등 LNG, 전기, 수소를 포함한 종합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 전시품목: LPG LNG dua 연료전지

SK이노베이션
홈페이지	 http://www.skinnovation.com/

대표전화 042-609-8884

업체	소개	및	전시품목	

-   업체소개: 대한민국 산업을 최선두에서 이끌며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SK이노베이션은 ESG 경영을 기반으로 모두가 행복한 미래,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Global Green Energy  & Material 기업의 꿈을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 전시품목: 채용 부스로 회사소개 브로셔 및 현수막 전시 예정

홍보전시회 참여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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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운영위원회(보고, 승인 및 심의사항)

   제52대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 

[2021. 3. 12, LG하우시스 인재개발센터 Red Room]

   제52대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 

[2021. 4. 8, LG하우시스 인재개발센터 Red Room]

   제52대 제2차 이사회 회의 

[2021. 4. 9, LG하우시스 인재개발센터 Red Room]

	

제52대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2021. 3. 12,  

LG하우시스 인재개발센터 Red Room]

[참 석]   김형순, 이창하, 김민찬, 허광선, 김우경,  

홍창국, 김종선, 이기봉, 고원건, 이현주,  

김우재, 황윤정, 이도창, 현 규, 권용재, 이기라, 

임도진, 김수길, 신은우, 서영웅, 김도희,  

한정우, 임연호, 최인수, 이시훈, 김학주, 

   강혜원, 조혜정, 배윤상, 윤정우, 정진석

     (김형순 회장 외 운영위원 29명, 교육인재 

양성위원장 1명)

1. 회장 인사말

2. 보고사항

 (1) 회원현황

 (2) 광고 및 후원금(지원금) 현황

 (3) 재무현황

 (4)   2021년도 봄 총회 및 학술대회 초록 접수, 사전

등록 현황

 (5) 2021년도 봄 총회 및 학술대회

 (6) 제1, 2차 중장기발전위원회 회의[1.20, 2.26]

 (7)   학술대회 준비를 위한 연석 회의 / 제1차 조직

위원회 회의[1.28]

 (8) 제1차 지부장 및 지부담당이사 회의[1.28]

 (9)   봄 총회 및 학술대회 조직위원회 TFT 회의[2.5]

 (10) 제1차 산학연관 협력위원회 회의[2.16]

 (11) 제1차 오피니언위원회 자문회의[2.16]  

 (12) 제1차 영문지 편집위원회 회의[2.17]

 (13) 제1차 CEO 클럽 운영위원회 회의[2.23]

 (14) 제1차 e-News Letter 소위원회 회의[2.25]

 (15)   2021년도 교육인재양성위원회와 대학생 화학

공학 동아리 학생 임원 간담회[2.25]

 (16)   제1차 여름 특별 심포지엄 준비위원회 회의[3.2]

 (17) 제20차 CEO클럽 조찬간담회 

  일시: 2021년 2월 23일(화)

  장소: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지하 1층 ‘비바체’

  참석: 46명

 (18) 산업체 계속 교육 프로그램 개최

  일시: 2021년 6월 22일(화)~25일(금)

  장소:   서울대학교 글로벌공학교육센터(GECE) 

대회의실(513호)

  대상:   정유, 석유화학 및 화학 관련 업체 중간

관리자

  과목:   반응공학, 촉매공정, 전달현상, 단위 

조작(열교환기), 증류, 공정제어 및 모사

  수강료: 1,000,000원

  후원: 아스펜테크코리아

 (19)   회장, 수석부회장의 산업체 및 관련 협회 방문 

내용 공유

 (20) 구의동 사무실 307A호 임대차 계약 완료 

 (21) 제52대 임원중 2021년도 국문지에 투고한 임원

 (22) 제52대 임원중 영문지 citation 현황 발표

 (23) 주요 회무 보고

3. 승인사항((3)~(6)번 추인)

 (1) 지부 회원증가 인센티브 지원 세칙 변경 승인

변경 전 변경 후

제2조(지원선정)	
회원수와	연회비를	기준으로	
기여도가	우수한	지부에	격년
제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우
수지부	선정은	해당년도	1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
정한다.
회원수	및	회비	납부	평가는	종
신회원,	정회원,	학생회원을	포
함하여	진행한다.
평가	기준	연도는	전년도	1월	1
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며,	비
교년도는	기준년도	이전	2년으
로	한다(예시	:	2012년도	지부	

제2조(지원선정)	
회원수와	연회비를	기준으로	
기여도가	우수한	지부에	격년
제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우
수지부	선정은	해당년도	1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
정한다.
회원수	및	회비	납부	평가는	종
신회원,	정회원,	학생회원을	포
함하여	진행한다.
평가	기준	연도는	전년도	1월	1
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며,	비
교년도는	기준년도	이전	2년으
로	한다(예시	:	2012년도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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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제공시	기준년도
는	2011.1.1~12.31.이며,	비
교년도는	2009.1.1~12.31.과	
2010.1.1~12.31.임).

인센티브	제공시	기준년도
는	2011.1.1~12.31.이며,	비
교년도는	2009.1.1~12.31.과	
2010.1.1.~12.31.임).
단,	회원수	감소	지부는	대상에
서	제외한다.

   

 (2)   공정시스템부문위원회 학술간사 추가(임기: 

2021.1.1.~12.31) 승인

  - 안유찬(계명대)

 (3) 투데이에너지와 미디어파트너 협약 체결 승인

 (4) 교육부, 교육과정심의회 심의위원 추천 승인

 (5)   일본화학공학회(SCEJ), ‘The SCEJ Award for 

Outstanding Asia Researcher and Engineer’ 수상 

후보 추천 승인

 (6)   한국발명진흥회, 2021년도 캠퍼스특허유니버

시아드 대회 후원기관 참여 승인

4. 심의 및 토의사항

 (1) 봄 총회 및 학술대회 관련

 (2) 여름 특별 심포지엄 운영 계획  

  1) 일시: 2021년 7월 14일(수)~16일(금)

  2) 장소: 제천 포레스트 리솜 

  3) 주제: 뉴노멀 시대의 화학산업

 (3) 후원 기업 및 특별/단체회원 혜택

 (4) 기타 토의

	제52대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2021. 4. 8,  

LG하우시스 인재개발센터 Red Room]

[참 석]   김형순, 이창하, 김민찬, 김우경, 홍창국,  

김종선, 김우재, 이도창, 현 규, 신은우, 김도희,  

한정우, 임연호, 최인수, 강혜원, 조혜정,  

정현욱(나이스편집장)(김형순 회장 외 16명)

1. 회장 인사말

2. 보고사항

 (1) 회원현황

 (2) 광고 및 후원금(지원금) 현황

 (3) 재무현황  

 (4) 2021년도 봄 총회 및 학술대회 관련

 (5) 감사의견서

  -   코로나 19로 감사회의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

고 이메일로 자료 검토 후 감사의견서 제출 

 (6) 봄 학술대회 Tutorial 운영회의(3.15.)

 (7) 제1차 출판 편집위원회 회의(3.17.)

  (8) 제1차 오피니언위원회 회의(3.18.)

  (9) 제1차 교육 인재양성위원회 회의(3.30.)

 (10)   기술정보지(NICE) 제39권 제3호 편집회의

(3.29~4.2)

 (11)   차기 수석부회장 선거 및 제37대 평의원 선거 

안내, 추진 일정(안) 공유

   - 제2차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 예정  

 (12)   제37대 지부 평의원 후보 추천위원회 선정 

(안) 공유

   - 제2차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 예정

 (13) 2020년도 결산(안) 공유

  - 제2차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 예정  

 (14)   2021년도 봄 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시상할 학

회상 수상 후보 선정(안) 공유

 (15)   제21차 CEO 포럼(담당: 김철진 산업계부회장)

   일시: 2021년 4월 22일(목)~23일(금)

  장소:   해운대 센텀 호텔 4층 ‘드블랑홀’ &  

해운대비치CC

  참석: 48명

 (16) 산업체 계속 교육 프로그램

  일시: 2021년 6월 22일(화)~25일(금)

  장소:   서 울 대 학 교  글 로 벌 공 학 교 육 센 터

(GECE) 대회의실(513호)

  대상:   정유, 석유화학 및 화학 관련 업체 중간

관리자

  과목:   반응공학, 촉매공정, 전달현상, 단위조

작(열교환기), 증류, 공정제어 및 모사

  수강료: 1,000,000원 / 1인

  후원: 아스펜테크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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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재)한국화학회관(이사장: 이현구), 학회 창립 

60주년 기념 사업 지원

 (18)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단체지원

사업 협약 체결(2021.3.31.)

  사업명: 차세대 화학공학 여성 전문기술인 육성

  사업기간: 2021년 4월 1일(목) ~ 10월 31일(일)

  사업비: 3,000,000원 

  주관: 여성위원회

 (19) 제52대 임원중 2021년도 국문지에 투고한 임원

 (20) 제52대 임원중 영문지 citation 현황 발표

 (21) 주요 회무 보고

3. 승인사항((5)번 추인)

  (1) 정관 개정 승인

  -   개정 이유: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정없이 지

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였던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학술연구·장학·기술진

흥단체와 문화·예술·환경보호운동단체] 

등은 2020년도까지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

정되지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개정에 의해 2021년도부터는 국세청장(관할

세무서에 신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기            

위해 기재부 지정 요건에 맞게 개정 

  (2)   영문지 편집위원 추가 선임 승인 

(임기: 2021.4.8.~2022.12.31.)

  1)   환경공학(Environmental Engineering):  

이제찬(아주대), 홍혜진(충북대)

  2)   촉매, 반응공학(Catalysis, Reaction Engineering): 

하수윤(Washington State University)

  (3)   이당 전민제 특별상(전통 화학공학 특별상) 

2021년도 시상 시기 변경 승인

  (4)   일본지부 이사 추가 승인 

(임기: 2021.01.01~2021.12.31)

  - 정용수(LG Japan Lab)

  (5)   한국장학재단, 2021년 대통령과학장학생 선발

을 위한 심사위원 추천 승인

4. 심의 및 토의사항

  (1) 2027 APCChE 유치 신청 논의 동의

  1)   APCChE(Asian Pacific Confederation of 

Chemical Engineering)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화학공학 연맹 회원

국이 2년마다 개최하는 학회

  2)   WCCE9 & APCChE 2013(제9차 세계화학공

학회의 및 제15차 아·태 화학공학연맹 학술

대회)

   - 일시: 2013년 8월 18일(일)~23일(금)

   - 장소: 서울 COEX

   - 주관:   한국화학공학회, 세계 화학공학회, 

아·태 화학공학 연맹

   - 대회장: 이현구

     공동 조직위원장: 문상흡, 김화용

   - 주제: ‘화학공학 : 미래 발전의 열쇠’

   -   참석인원: 55개국 1,628명 

(국내 767명, 해외 861명)  

   -   WCCE(World Congress of Chemical 

Engineering): 아시아·태평양, 유럽, 남·북
미 대륙 3개 지역을 순회하며 4년마다 개

최되는 대규모 학술대회   

  (2) 2021년도 봄 평의원회 및 총회 회순 검토

  (3) (가칭)LG화학 석유화학 올림피아드

  →   관련 부문위원회 담당자를 포함한 TF를 구

성하여 대응하기로 함.

  (4) 기타 토의

	제52대 제2차 이사회 회의[2021. 4. 9,  

LG하우시스 인재개발센터 Red Room]

[참 석]   김형순, 이창하, 허광선, 김민찬, 고원건, 김우경, 

김종선, 박해경, 엄영순, 정상문, 정현욱, 홍창국  

 (김형순 회장 외 11명 참석)

1. 회장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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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원 보고

 →   이사회 구성원 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원

이 이루어졌음.

3. 개회 선언

4. 보고사항

  (1) 주요 회무 및 행사 계획

  (2) 회원현황

  (3) 광고 및 후원금(지원금) 현황

  (4) 재무현황

  (5) 2021년도 봄 총회 및 학술대회 관련

  (6) 제20차 CEO클럽 조찬간담회 

  (8) 여름 특별 심포지엄 개최    

  (9) 감사의견서

 (10) 제1, 2차 중장기발전위원회 회의

 (11) 제1차 오피니언위원회 회의 

 (12)   (재)한국화학회관(이사장: 이현구), 학회 창립 

60주년 기념 사업 지원

 (13)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단체지원

사업 협약 체결(2021.3.31.)

5. 승인사항 

  (1) 정관 개정 승인

한국화학공학회 정관 개정

- 제정 1976. 10. 20.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

- 개정 1989.  5. 18.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

- 개정 1990.  5. 16.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

- 개정 1998. 11. 30. 과학기술부장관 허가 -

- 개정 2001. 11. 12. 과학기술부장관 허가 -

- 개정 2013. 12. 11. 미래창조과학부 허가 -

- 개정 2016. 11. 21. 미래창조과학부 허가 -

- 개정 2017. 12. 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허가 -

- 개정 2020.11.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허가 -

- 개정 2021. 5.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허가 -

현   행 개   정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41조	(세입·세출예산)	①	본	
학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
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
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평의원회	및	총회의	승인을	얻
어	주무	관청에	제출한다.	②	본	
학회의	결산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공인된	외부	회계	감사	기
관으로부터	결산	감사를	받아	
이사회,	평의원회	및	총회에	보
고하고	결산서를	제출한다.	③	
본	학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사업연도	종료일
부터	3개월	이내에	학회	홈페이
지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41조	(세입·세출예산)	①	본	
학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
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
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평의원회	및	총회의	승인을	얻
어	주무	관청에	제출한다.	②	본	
학회의	결산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공인된	외부	회계	감사	기
관으로부터	결산	감사를	받아	
이사회,	평의원회	및	총회에	보
고하고	결산서를	제출한다.	③	
본	학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사업연도	종료일
부터	4개월	이내에	학회	홈페이
지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9장 보 칙 제9장 보 칙

제43조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
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여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
야	한다.
제44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	학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재
산은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 
동일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43조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
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4분의 3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
아야	한다.	
제44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	학회를	해산했을	때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
에 귀속하도록 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1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2)   2021년도 봄 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시상할 학

회상 수상 후보 선정 승인

  (3)   제37대 지부 평의원 후보 추천위원회 선정 승인

  (4)   이당 전민제 특별상(전통 화학공학 특별상) 

2021년도 시상 시기 변경 승인

6. 심의 및 토의사항

  (1) 2020년도 결산 승인

  (2)   차기 수석부회장 선거 및 제37대 평의원 선거 

안내, 추진 일정 승인

  →   추가의견: 지부 평의원 후보 추천위원회 구

성시 산업계/연구소 위원을 포함시켜, 산업

계의 평의원 참여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제

시됨(금년에 구성된 제37대 지부 평의원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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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추천위원회의 경우, 10개 지부중 6개 지

부에서 산업계/연구소 위원을 포함). 

  (3) 기타 토의

  1) 제3차 이사회 날짜 변경 건

   →   10월 7일(목) 오후 5시에 개최하기로 의

결함.

  2) 가을 총회 및 국제학술대회 장소 변경

   - 원계획: 대전 DCC (2021. 10. 27-29)

   - 변경안: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021. 10. 27-29)

    →   변경안대로 가을 총회 및 국제 

학술대회를 김대중컨벤션센터

(2021.10.27.~29)에서 개최하기

로 의결함.

7. 차기 이사회 일정

8. 폐 회

위원회(보고, 승인 및 심의사항)

   제1차 출판 편집위원회 회의[2021. 3. 17, 온라인 회의]

   제1차 오피니언위원회 회의[2021. 3. 18, 온라인 회의]

   제1차 교육 인재양성위원회 회의 

[2021. 3. 30, 이메일 회의]

   기술정보지(NICE) 제39권 제3호 편집회의 

[2021. 3. 29~4. 2, 이메일 회의]

   제1차 업무위원장 회의 

[2021. 4. 21, 해운대 센텀 호텔 4층 ‘드블랑홀’]

   제2차 지부장 및 지부 담당이사 회의 

[2021. 4. 21, 해운대 센텀 호텔 4층 ‘드블랑홀’]

   제1차 부문위원장 회의 

[2021. 4. 21, 해운대 센텀 호텔 4층 ‘드블랑홀’]

	제1차 출판 편집위원회 회의 

[2021. 3. 17, 온라인 회의]

[참 석]   고영수(위원장), 최원춘(부위원장), 김상경 

(간사), 이기봉(담당이사 겸 위원) (이하 위원) 

고형림, 이기라, 손정민, 최시영, 하경수 

1. 전차 회의록 검토

2. 토의사항

  (1) 학회상 수상 후보자 선정

  (2)   (범석/심강)논문상 후보 논문에서 정년기념 논

문을 배제하는 건

  →   2016년부터 매해 논의된 본 안건에 대해서

는 정년기념 논문을 배제하지 않기로 결정

하며, 앞으로는 해당 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지 않는 한, 별도의 논의를 하지 않기로 

함. 다만, 정년 기념 논문에 대한 심사가 강

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국문지 편집위

원회에 전달하기로 함. 

	

제1차 오피니언위원회 회의 

[2021. 3. 18, 온라인 회의]

[참 석]   이창하(위원장), 김철진(부위원장), 이기봉 

(간사), 윤춘석, 이기라, 이도창, 이원보,  

이현주, 조혜정, 한정우(위원)(총 10명)

1. 오피니언 위원회의 활동 방향 논의

 (1)   협회 및 산업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객관적인 

의견 개진

 (2)   현안 발생 시 정부 공무원들에게 인식될 수 있

는 지속성 있는 플랫폼 역할 

 (3) 활동 방법 논의

	

제1차 교육 인재양성위원회 회의 

[2021. 3. 30, 이메일 회의]

[참 석]   정진석(위원장), 김도희(부위원장), 나현빈 

(총무간사) 

        (위원)김우재, 박용일, 최정규, 정재형, 이재성, 

이도창, 배윤상, 양지웅(총 11명)

논의사항

- 2021년도 ‘형당(螢堂)교육상’ 수상후보자 심사

1. 형당교육상 후보 추천자 확인

2. 후보자 추천 의견 내용 검토



학회소식

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39, No. 3, 2021 … 357

3. 최종 수상후보자 선정

4.   학회의 선정세칙에 따라 최종 후보자를 4월 이사

회에 상정할 예정

	

기술정보지(NICE) 제39권 제3호 편집회의 

[2021. 3. 29~4. 2,, 이메일 회의]

[참 석]   정현욱(편집장), 박철환(부편집장), 강문성,  

고범준, 김성원, 문종호, 박정태, 서정길,  

성종환, 송민정, 원왕연, 이대원, 이상헌,  

이시훈, 이종민, 임탁형, 정승호, 정용철,  

최유성, 한요셉

1. 제39권 제3호(6월) 진행 사항 점검

2. 제39권 제4호(8월) 원고계획 

3. 기타 토의 사항

  (1) 기술정보지(NICE) 이북 제작 관련 논의

  1) 시안 및 견적 관련

   -   초기 비용은 많이 들지만, 한번 구매 후 평

생 사용 가능

   - 편집위원 투표결과 선정

  2)   운영위원회 보고 후 진행 결정하기로 함(정

현욱 편집장)

  (2) 이뉴스레터 시안 수정 관련 논의

  1) 보기 편한 시안으로 견적을 받아보기로 함.

  2) 메뉴 및 추가 삽입 내용 정리 예정

4. 차기 편집회의 일정 논의

	

제1차 업무위원장 회의 

[2021. 4. 21, 해운대 센텀 호텔, 4층 드블랑홀]

[참 석]   김형순(회장), 홍창국(간사), 정진석(교육  

인재양성), 이재우(국제화 국제협력), 이강택 

(기획 재정), 오미혜(산학연관 협력), 김희연(여성), 

문종호(연구 기술개발 총무간사), 이창하(오피니언), 

이화수(전문대학 부위원장), 박석희(정보화 홍보), 

고영수(출판 편집)(총 14명) 

1. 회장 인사말

2. 보고사항 

  (1) 2020년도 제1차 업무위원장 회의록 보고

  (2) 2021년도 업무위원회 명단

3. 토의사항

  (1) 각 업무위원회 진행사항 보고 및 향후 계획 논의

4. 기타사항

  (1) APCChE 2027 신청에 관한 건

  -   김우식 교수와 논의 후, 국제화 국제협력위

원회에서 신청서를 준비하기로 함.

  (2) LG화학 석유화학 올림피아드 개최 건

  - 생산성 향상, 공정안전, 환경/에너지 분야

  - 부문위원회 TF 참석 요청

  -   TF 위원장은 교육 인재양성위원회(위원장 

정진석)에서 맡기로 함.

	

제2차 지부장 및 지부 담당이사 회의 

[2021. 4. 21, 해운대 센텀 호텔 4층 ‘드블랑홀’]

[참 석]   허광선(위원장), 신은우(간사), 노현석(강원지부장), 

김도형(광주전남제주지부장), 박진호(대구경북

지부장), 전종기(대전충남지부장), 김종민(부산

경남지부장), 변용위(울산지부장), 전일(일본 

지부 이사), 윤영상(전북지부장), 최인수(강원지부  

담당이사), 윤정우(광주전남제주 담당이사),  

서정현(대구경북지부 담당이사), 이현주(대전 

충남지부 담당이사), 임도진(부산경남지부 담당

이사), 임연호(일본지부 담당이사), 이시훈(전

북지부 담당이사), 고원건(충북지부 담당이사) 

(총 18명) 

1. 보고 사항 

  (1)   2021년도 제1차 지부장 및 지부 담당이사 회의록

  (2) 2021년도 지부별 임원 명단 및 지부별 사업계획 

  (3) 2021년도 상반기 지부보조비 현황  

  (4) 지부 관련 규정 

  -   지부활성화 지원 계획세칙을 다시 소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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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을 독려함.  

  -   지부 회원증가 인센티브 지원 세칙 변경(안)

이 제2차 운영위원회(3/12) 통과/수정안을 소

개함.

  (5) 홍보전시 부스 인센티브제 

  -   지부가 학회 봄 학술대회 또는 가을 학술대

회 홍보전시 부스를 유치할 경우, 부스 당 50

만원을 해당 지부에 특별보조비로 지원(특별

보조비 집행은 학회 회계관리 지침에 따름).

  - 간사가 해당 내용을 소개함. 

2. 회의 안건 

  (1) 지부 발전상 선정 및 시상 일정 계획

  ① 접수기한, ② 심사, ③ 선정 및 통보, ④ 시상 

  - 아래 내용을 간사가 추가적으로 설명함.

  1) 주기/시상인원: 연 1회, 각 지부별로 1명 

  2)   수여자/수여시기: 학회장 명의로, 연말 지부별 

총회시에 지부장이 시상함.

  3) 기타:   학회에서는 상장 혹은 상패 형태로 준비

하고, 부상은 각 지부별로 지부 예산범위

에서 자유롭게 준비함.

  - 각 지부에 공문 발송: 6월 경 

  -   접수기한: 8월 말까지 각 지부별로 1인을 학

회사무국으로 추천함

  -   심사/선정/통보: 10월 가을 학술대회 전 개최

되는 운영위원회(10월 7일(목))에서 최종 승인

  -   시상: 연말지부별 총회시에 지부장이 학회장

을 대신하여 시상함.  

  (2) 지부 활동 지원 

  -   2021년도 지부 활성화 지원 신청 내역 및 결

과: 전북지부 진행 중임. 울산지부 공정심포

지엄 준비하고 있음. 대구경북지부는 구미에

서 도레이 협력 행사 8월 경 진행 예정임. 광

주전남제주 지부는 여름 방학 중에 행사를 

진행하려고 계획 중임. 

  (3) 평의원 선출 방식에 대한 논의

  - (제1차 지부장 회의록 내용 참고)

   1)   전임 지부장 평의원 당연직 제도: 전임 지

부장이 평의원 명단에 빠져 있는 사례가 

있음. 전임 지부장의 경우, 일정 기간 당연

직 평의원이 되도록 하는 제도. 차후에 추

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함. 

   2)   산업체 평의원 지부장 추천 제도 건: 현 

평의원 선출 방식은 지부 운영에 공헌이 

큰 산업체 인사의 평의원 진입에 어려움

이 있음. 평의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

기 위해 지부장에게 필요한 산업체 평의

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제도, 

현 안건에 대해서는 차후에 보다 심도 있

게 논의하기로 함.  

 (4) 기타 안건

	제1차 부문위원장 회의 

[2021. 4. 21, 해운대 센텀 호텔 4층 ‘드블랑홀’]

[참 석]   김민찬(위원장), 김우재(간사), 류두열(고분자), 

진준형(공업화학 부위원장), 원왕연(공정시스템  

총무간사), 강정원(분리기술), 차형준(생물화공),  

김도희(에너지 환경), 서용원(열역학분자모사),  

이동현(유동층), 남재욱(이동현상 총무간사),  

용기중(재료), 한현식(촉매), 엄헌용(화공안전) 

(총 14명)

1. 위원장 인사

2. 2020년도 제1~2차 회의록 보고

3. 보고사항

  (1) 2021년도 부문위원회별 임원 명단

  (2) 2021년도 부문위원회 사업계획

  (3)   2021년도 봄 총회 및 학술대회 사전등록 및  

초록 접수 현황

  (4)   2021년도 부문위원회별 신진연구자 워크숍  

참가자 명단

  (5)   2021년도 봄 학술대회 우수 구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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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포스터 발표상 수상후보자 수

  (6) 2021년도 봄 총회 및 학술대회 진행표

  (7) 2021년도 가을 총회 및 국제 학술대회 진행표

  (8)   부문위원회 활성화지원계획 세칙 및 

2019~2020년도 활성화 지원 결과

4. 토의사항 

  (1) 가을 총회 및 국제 학술대회 논의

  1) 학회 논문투고 시스템 변화에 대한 논의

   -   논문 투고시 키워드를 부문위원회 별로 

선정 학술위 키워드 추출

   -   2021 가을 국제 학술대회 pilot test, 학생 

발표의 경우 기존 부문위원회 발표형식을 

유지 - 2022년 봄/가을도 이 방식 유지

  2)   가을 국제 학술대회 개최 시 우수 외국인 연

사 섭외 요청

  - 부문위원회별로 1인 이상

 (2) LG화학 올림피아드 경진대회 관련 논의

  1)   분야: 공정시스템, 에너지 환경, 화공안전 

세 분야로 문제 출제

  2)   방식: 세 부문위원회에서 출제자 등 추천, 

주제는 LG에서 지정 예정임.

  3)   시기: 방학 중 예정. 향후 구체적인 안이 도

출된 후 세 부문위원회에서 추가 회의 예정

업무위원회

▒   기획 재정위원회(위원장: 이강택 교수)

지부 활성화 사업 신청 서류 검토

•일시: 4월 12(월)~13일(화)

•방법: 이메일 회의

•내용:   전북지부-바이오매스 전환기술 세미나  

진행 승인

부문위원회

▒   고분자부문위원회(위원장: 류두열 교수)

1. 신진연구자 소개

 -   구강희(충남대 응용화학공학과),  

김채빈(부산대 고분자공학과),  

김형준(서강대 화공생명공학과),  

성혜정(KIST 뇌과학연구소),  

유영민(한국화학연구원 그린탄소센터),  

이재원(충남대 응용화학공학과),  

전일(부산대 화학교육과)

2.   봄 학술대회 고분자 구두발표, 특별 심포지엄,  

부문위원회 총회, 포스터발표 세션 개최

내용:

-   고분자 구두발표 (4/22일 오전 세션) 개최: 외국인 

연사 (중국) 1명 포함 박사급 4인, 대학원생 6인 발표

-   [주제별 심포지엄] (4/22일 오후 세션): 뉴노멀 

시대의 고분자 미래 기술 심포지엄 개최: 김덕

준 교수님, 이재흥 박사님 두 분 기조강연 포함 

총 8명의 연사 발표

-   고분자 부문위원회 총회: 온/오프라인 참석 총 

40여명. 신진연구자 참여 활성화 방안 논의. 

2021년 한중 심포지엄 관련 논의. 추계 학술대

회 주제 안 논의. 동계워크숍 관련 토의.

- 고분자 포스터발표 (4/23일 오후 세션)

▒   재료부문위원회(위원장: 용기중 교수)

1.   주제별 심포지엄: 에너지 저장소재 심포지엄 개최 

(4월 22일(목))

Organizer: 조창신, 이홍경, 이진우 교수 

2. 부문위원회 확대 운영위원회 개최(4월 22일(목)) 

(1) 부문위원회 관련상 시상식 및 학회상 수상 축하

 -   2020년도 재료부문위원회 공로상: 이원규 교수

(강원대학교), 권용재(서울과학기술대학교)

 - 2020년도 우성일 재료상: 김도형 교수(전남대학교)

 -   2020년도 MCARE 재료상: 권용재 교수(서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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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술대학교), 나현빈 교수(명지대학교)

 -   2021년도 MCARE 학술상:  

이관영 교수(고려대학교)

 -   2021년도 도레이 화학공학상:  

박진호 교수(영남대학교)

  

  

  

  

  

(2) 신진연구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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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매부문위원회(위원장: 한현식 박사)

1.   촉매지 발간 및 회원 배부: 촉매(Catalysis), Vol. 

37(1), 2021.

2.   여산촉매학술상 및 젊은 촉매학자상 선정: 2021년 

4월 22일(목) 봄 총회 및 학술대회 기간 중 시상

 -   여산촉매학술상: 주오심 박사(한국과학기술연구원)

 - 젊은 촉매학자상: 안광진 교수(울산과학기술원)

3. 2021년도 제1차 신진연구자 비대면 세미나 개최

 - 연사: 장윤정 교수(한양대)

 -   발표 제목: Rational design of photo-electrocatalysts 

for solar to fuel conversion

 - 일시: 2021년 4월 14일(수) 오후 2시

 - Zoom 이용 비대면 세미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