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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한국화학공학회 산업체 계속 교육 

프로그램 참가 안내

•일       시: 2021년 6월 22일(화)~25일(금)

•장       소:   서울대학교 글로벌공학교육센터

(GECE) 대회의실(513호)

•주       최:   한국화학공학회

•후       원:   아스펜테크코리아

•수  강  료: 100만원(교재, 점심)

•신청방법:   한국화학공학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및 결제(www.kiche.or.kr)

•대       상:   정유, 석유화학 및 화학 관련 업체 중간

관리자

•과       목:   반응공학, 촉매공정, 전달현상, 단위조작 

(열교환기), 증류, 공정제어 및 모사

•신청마감: 선착순 40명

•일       정:

	 6월	22일(화)

 09:00∼09:30   등     록

 09:30∼12:30   반응공학/이시훈(전북대학교)

 12:30∼14:00   점     심

 14:00∼18:00   촉매공정/이정규(동아대학교)

 18:00~18:30   CEO 특강

	 6월	23일(수)

 09:30∼12:30   전달현상/남재욱(서울대학교)

 12:30∼14:00   점     심

 14:00∼18:00 단위조작(열교환기)/최종찬(히트란)

	 6월	24일(목)

 09:30∼12:30     증     류 I/이문용(영남대학교)

 12:30∼14:00   점     심

 14:00∼18:00   증     류 II/이문용(영남대학교)

	 6월	25일(금)

 09:30∼12:30   공정제어 및 모사 I/이종민(서울대학교)

 12:30∼14:00   점     심

 14:00∼17:00   공정제어 및 모사 II/이종민(서울대학교)

 17:00~ 수  료  식

▒ 2021년도 여름 특별 심포지엄 참가 안내

•일       시: 2021년 7월 14일(수)~16일(금)

•장       소:   제천 포레스트 리솜(레스트리 리솜)  

•등  록  비:    580,000원 [숙박포함] 

*식비, 자유관광비, 운동비 등 개별부담

•신청방법:   한국화학공학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및 결제(www.kiche.or.kr)

•납부방법:   (1)   계좌이체 / 예금주: (사)한국화학공학회 

361-25-0000-277(국민은행)

  (2) 홈페이지 전자결제

•신청마감:   2021년 7월 2일(금)

•환불규정:   신청마감일 이후 취소할 경우 환불불가

•권장사항:   객실수가 한정되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 부탁드립니다.

•기타사항:   본 행사는 한국화학공학회 회원만 참가

하실 수 있습니다(비회원 등록 불가).

•일       정:

	 7월	14일(수)

 15:30  등   록

 16:10  인사말

  김형순 회장(한국화학공학회)

 16:20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인가 

-사랑과 고통의 본질과 이해

  정호승 시인

 18:00   가족만찬 및 음악 공연

	 7월	15일(목)

 10:00 2050 탄소중립관련 정유업계 대응방안 

  안국헌 실장(대한석유협회 지속가능경영실)

 11:00   패널토의 

 11:30   자유시간

	 7월	16일(금)

 09:30    종합토론 

(뉴노멀 시대의 화학산업-산업계의 전략 및 

화학공학의 역할)

 12:00 자유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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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 프

중원 CC에 7월 15일(목) 6팀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팀이 한정되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신청을 서둘

러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정 및 예약 인원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Tee off: 오후 1시 이후

•비   용:   비용은 신청자에게 추후 안내(7월 초)

※ 운동비는 현장에서 개별 결제

•테니스 

•일시:   7월 14일(수) 20:00~22:00  

7월 15일(목) 05:00~08:00

•장소:   충북 제천시 백운면 평동리 676-7번지,  

테니스코트(하드) 

•신청 및 안내:   등록시 신청해주시면 이메일로  

안내드립니다.

•숙 박

■ 객실 구성(28평형)

- 이용 인원: 4인(직계가족일 경우 최대 5인 가능)   

- 베드룸 2, 거실 구조 

■ 객실 품목

- 가전제품: TV, 에어컨 

- 주방용품: 전자레인지, 냉장고, 커피포트

- 생활용품: 드라이기

- 욕실용품: 샴프, 린스, 샤워젤 등

■ 기타사항

- 전 객실 무료 wifi

- 각 객실 취사 금지

•즐길거리 

1. 해브나인(스파센터)(제천 포레스트 리솜 내에 위치)

 - 이용시간:   실내스파(09:00~18:00) /  

실외스파(10:00~17:00)

 - 이용금액:   대인 55,000원 / 소인 40,000원(투숙객 

30% 할인)   

*   소인: 36개월~초등학생(증빙서류 

지참 필수)

 - 문의처: 043-649-6014~5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http://resom.

co.kr/forest/)

2. 산책 및 등산코스(제천 포레스트 리솜 내에서 출발)

1) 둘레길 코스

코스 경로 거리 소요시간

1코스
느루길 12동 등산로 출발→ 야생화길 
방향 → 가온길 28동 등산로 하산

약 0.9km 30분

2코스
느루길 12동 등산로 출발→ 야생화길 
방향 → 감자바위 방향 → 마루길 32동 
등산로 하산

약 1.6km 45분

3코스
느루길 12동 등산로 출발→ 야생화길 
방향 → 감자바위 방향 → 명상원 방향 → 
사색의 길 → 윤슬길 37동 등산로 하산

약 2.3km 1시간

2) 등산길 코스 

코스 경로 거리 소요시간

1코스

느루길 12동 등산로 출발 → 절벽송 
방향 → 천지송(제3휴게소) 방향 → 
감자바위 방향 → 야생화길 방향 → 
마루길32동 등산로 하산

약 3.5km
1시간 
30분

2코스

느루길 12동 등산로 출발 → 천지송 
(제3휴게소) 방향 → 주론산 정상 → 
동일코스로 하산 → 감자바위 방향 
→ 명상원 방향 → 사색의 길 방향 → 
윤슬길 37동 등산로 하산

약 4.6km
2시간 
15분

3코스

느루길 12동 등산로 출발 → 
천지송(제3휴게소) 방향 → 주론산 정상 
→ 동일코스로 하산 → 팔왕재 방향 → 
윤슬길 37동 등산로 하산

약 5.8km
2시간 
45분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http://resom.co.kr/forest/)

3. 청풍호반케이블카 

   - 주소: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문화재길 166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https://www.cheongpungcablecar.com/)

4. 청풍문화재단지 

   - 주소: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청풍호로 2048 

   - 운영시간: 09:00~18:00

   - 입장료:   어른 3,000원 / 청소년 2,000원 /  

어린이 1,000원 

5. 의림지 

 - 주소: 충청북도 제천시 모산동 241 

 - 입장료: 무료 

6. 제천 포레스트 리솜 내 부대시설 

 (1) 편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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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스트리(호텔동) 지하 1층 /  

포레스트 클럽(스파센터) 3층

 (2) Kids Zone 

  레스트리(호텔동) 지하 1층 

 (3) 북카페 MAMUK Lounge

  레스트리(호텔동) 지하 2층

▒ 제37대 평의원 선거 추진 일정

1월 25일(금): 선거관리소위원회 구성

3월 29일(금):   지부 평의원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안) 

제출(선거 90일전) 

6월 중순: 제1차 선거관리소위원회 회의 개최

7월 1일(목):   각 지부에 유권자 명부 발송(6월 1일 현

재 회원, 선거 60일 이전) 및 지부별 평의

원 정수(정회원수의 15분의 1) 통보

8월 2일(금):   각 지부에서는 ‘지부 평의원 후보 추천

위원회’에서 평의원 정수 2배수 이상 3

배수 이내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추천받

아 이사회에 통보(선거 30일전) 

8월 하순: 제2차 선거관리소위원회 회의 개최  

9월 1일(수):   평의원 전자 투표 시작(각 지부소속  

유권자에게 선거 안내문 E-mail 발송)

9월 17일(금): 평의원 전자 투표 마감 및 당선자 확정

10월 8일(금):   평의원 명단 확정(이사회 추천 평의원 

포함)

▒ 이당 전민제 특별상 수상 후보자 추천 안내

본 학회에서는 ‘전통 화학공학 특별상’을 제정하여 

2013년도부터 시상하여 왔고, 2021년도부터는 기탁

자의 뜻을 기려 ‘이당 전민제 특별상’으로 상명을 변

경하였습니다. 가을 총회에서 시상할 이당 전민제 

특별상 수상후보자 추천을 받습니다. 

1.   후보자격: 화학공학 산업 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있는 회원(기업 재직 중)

2.   신청: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학회 

사무국에 제출

•기관장 추천서 1부(소정양식)

•이력서(사진포함, 자유양식) 1부

•공적서 1부(소정양식)  

3. 신청마감: 2021년 8월 20일(금)

4. 시상내용: 상패 및 상금(500만원)

5.   기타사항은 이당 전민제 특별상 후보 선정 세칙 

및 운용지침 참조(홈페이지 - 학회소개 - 정관 및 

제규정)

▒ 윤창구상 수상후보자 추천 안내

본 학회에서는 2021년도 가을 평의원회에서 시상할 

윤창구상 수상후보자 추천을 받습니다.

1.   후보 자격: 우리나라 화학공학과 기술 발전에 현

저한 공헌을 한 회원 중에서 산업현장에 적용된 

공정기술 개발 업적이 현저한 회원

2.   신청: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학

회 사무국에 제출

•공정시스템부문위원장 추천서 각 1부

•기관장 추천서 각 2부(소정양식)

•수상후보자 이력서(사진부착, 자유양식) 각 2부

•수상후보자 공적서 각 2부(소정양식)

3. 신청마감: 2021년 6월 25일(금)

4. 시상내용: 상패 및 상금(300만원)

5.   기타사항은 윤창구상 후보 선정 세칙 및 운용지침 

참조(홈페이지 - 학회소개 - 정관 및 제규정)

▒   석명우수화공인상(석명과학재단 후원) 수상

후보자 추천 안내

본 학회에서는 2021년도 가을 평의원회에서 시상할 

석명우수화공인상 수상후보자 추천을 받습니다.

1.   후보 자격: 우리나라 화학공학 전반에 걸쳐 화학공

학 관련 우수한 학술적 업적 및 산업화 기여도가 

큰 회원

2.   신청: 각 부문위원장 또는 정회원 5명의 추천을 받

아 구비서류와 함께 학회 사무국에 제출

•부문위원장 추천서 1부(소정양식)

•수상후보자 이력서(사진부착, 자유양식) 1부

•공적서 및 논문실적 1부(소정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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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마감: 2021년 6월 25일(금)

4. 시상내용: 상패 및 상금(500만원)

5.   기타사항은 석명우수화공인상 후보 선정 세칙 및 

운용지침 참조(홈페이지 - 학회소개 - 정관 및  

제규정)

▒ 여성화공인상 수상후보자 추천 안내

본 학회에서는 2021년도 가을 총회에서 시상할 여성

화공인상 수상후보자 추천을 받습니다.

1.   후보 자격: 우리나라 화학공업과 기술발전에 현저

히 공헌한 여성 정회원

2.   신청: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구비서류를 학회  

사무국에 제출

•여성위원회 위원장 추천서 1부(소정양식)

•수상후보자 이력서(사진부착, 자유양식) 1부

•수상후보자 공적서 1부(소정양식)

3. 신청마감: 2021년 7월 16일(금)

4. 시상내용: 상패 및 상금(200만원)

5.   기타사항은 여성화공인상 후보 선정 세칙 및 운용

지침 참조(홈페이지 - 학회소개 - 정관 및 제규정)

▒ 박선원 학술상 수상후보자 추천 안내

본 학회에서는 2021년도 가을 평의원회에서 시상할 

박선원 학술상 수상후보자 추천을 받습니다.

1.   후보 자격: 우리나라 화학공업과 기술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회원 중에서 공정 산업 발전에 

그 업적이 현저한 정회원

2.   신청: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구비서류를 학회  

사무국에 제출

•공정시스템부문위원장 추천서 1부

•기관장 추천서 각 2부(소정양식)

•수상후보자 이력서(사진부착, 자유양식) 각 2부

•수상후보자 공적서 각 2부(소정양식)

3. 신청마감: 2021년 7월 16일(금)

4. 시상내용: 상패 및 상금(400만원)

5.   기타사항은 박선원 학술상 후보 선정 세칙 및 운용

지침 참조(홈페이지 - 학회소개 - 정관 및 제규정)

▒ 양정생물화공상 수상후보자 추천 안내

본 학회에서는 2021년도 가을 평의원회에서 시상할 

양정생물화공상 수상후보자 추천을 받습니다.

1.   후보 자격: 우리나라 생물화학공학 기술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회원 중에서 생물화공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학술적 업적이 현저한 정회원

2.   신청: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구비서류를 학회  

사무국에 제출

•생물화공부문위원장 추천서 1부

•기관장 추천서 각 2부(소정양식)

•수상후보자 이력서(사진부착) 각 2부

•수상후보자 공적서 각 2부(소정양식)

3. 신청마감: 2021년 7월 16일(금)

4. 시상내용: 상패 및 상금(200만원)

5.   기타사항은 양정생물화공상 후보 선정 세칙 및 운용

지침 참조(홈페이지 - 학회소개 - 정관 및 제규정)

▒ 최창균 이동현상부문상 수상후보자 추천 안내

본 학회에서는 2021년도 가을 평의원회에서 시상할  

최창균 이동현상부문상 수상후보자 추천을 받습니다.

1.   후보 자격: 우리나라 화학공학(이동현상)의 교육

과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정회원

2.   신청: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구비서류를 학회  

사무국에 제출

•이동현상부문위원장 추천서 각 1부

•기관장 추천서 각 2부(소정양식)

•수상후보자 이력서(사진부착, 자유양식) 각 2부

•수상후보자 공적증비서 2부(소정양식)

3. 신청마감: 2021년 7월 16일(금)

4. 시상내용: 상패 및 상금(300만원)

5.   기타사항은 최창균 이동현상부문상 후보선정 세칙 

및 운용지침 참조(홈페이지 - 학회소개 - 정관 및 

제규정)

▒ 우성일 재료상 수상후보자 추천 안내

본 학회에서는 2021년도 가을 평의원회에서 시상할 우성

일 재료상 수상후보자 추천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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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보 자격:   우리나라 재료 분야의 학술적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정회원

2.   신청: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구비서류를 학회  

사무국에 제출

•재료부문위원장 추천서 1부

•기관장 추천서 각 2부(소정양식)

•수상후보자 이력서(사진부착, 자유양식) 각 2부

•수상후보자 공적서 각 2부(소정양식)

3. 신청마감: 2021년 7월 16일(금)

4. 시상내용: 상패 및 상금(300만원)

5.   기타사항은 우성일 재료상 후보 선정 세칙 및 운용

지침 참조(홈페이지 - 학회소개 - 정관 및 제규정)

▒ 공정시스템부문위원회(위원장: 임영일 교수)

제10회 전국화학공학 공정설계 경진대회 안내

•일정:   2021년 5월 12일(수)~ 2021년 10월 21일(목)

•주최: 한국화학공학회

•후원:   아비바코리아, LG화학연구원, SK에너지, 삼

성엔지니어링, 한화토탈

•주관: 한국화학공학회 공정시스템부문위원회

•참가대상:   전국 대학교 화학공학 관련학과 3,4학

년 학부재학생

•참가신청:   https://kiche.avevakoreaday.c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이후 신청시 참가 불가)

•접수마감: 2021년 6월 26일(토) 23시 59분

•  참가신청 접수처 및 문의처:  

marketing.korea@aveva.com

•  참가신청자격 및 이후의 모든 질의는 https://kiche.

avevakoreaday.co.kr/mypage 내 문의사항 보기를 

통해 운영

 *   이외 게시판 운영 관련 문의는 이메일을 통해 

송부(전국 화학공학 공정 설계 경진대회 운영담

당: marketing.korea@aveva.com)

•진행절차

- 참가신청서 마감: 6월 26일(토)

- 문제공고: 6월 30일(수)

- 답안제출마감: 8월 21일(토)

- 1차심사: 8월 27일(금) 

- 2차심사: 9월 17일(금)

- 시상식 개최: 10월 21일(목요일)

*   Pro/II 교육 오리엔테이션 일정 및 장소는 게시판 

및 참가 신청한 팀장에게 문자메세지로 통보

*   추후 진행일정은 한국화학공학회 홈페이지 공고/

경진대회 게시판 공고 및 접수자에게 개별통보

•시상 및 혜택

- 대상(한국화학공학 회장상) 1팀- 상금 5백만원 

- 최우수상(LG화학상) 1팀- 상금 3백만원 

-   우수상(삼성엔지니어링 상, SK에너지상, 한화토탈상) 

총3팀 - 각 2백만원 

- 장려상 4팀- 각 50만원 

- 입선 6팀- 각 30만원 

*   수상팀별 해당상금 및 개인별 수상인증서가 발급

•심사주관: 특별심사위원회

▒ 생물화공부문위원회(위원장: 차형준 교수)

2021년도 생물화공심포지엄 안내

•일시: 2021년 8월 26일(목)~27일(금) 

•장소: 양양 쏠비치 

•주제:   바이오메디컬·헬스 산업을 위한 생물공학 

기술

▒ 이동현상부문위원회(위원장: 김창구 교수) 

제31회 전국대학생 화학공학 학력 경시대회 

(이동현상) 안내

•일시:   2021년 8월 21일(토)(등록: 13:30~13:50/시험: 

14:00~16:00)

•장소: 이화여자대학교

•주관: 한국화학공학회 이동현상부문위원회

•참가대상: 이공계 대학 (교) 학부생

•시상내역:   금상 (상금 100만원 및 상장) 1명 

은상 (상금 50만원 및 상장) 2명 

동상 (상금 20만원 및 상장) 5명 

장려상 (상장) 약간 명

•출제영역:   학부과정의 유체역학, 열전달, 물질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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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혼합전달

•참고사항:   이동현상 경시대회 기출문제집인 “이동

현상 응용과 해법”(본 학회 사무국에서 

구입 가능)에서 약 20%출제, 신규 출제는 

80%

•참가신청:   한국화학공학회 홈페이지(kiche.or.kr)

에서 응시 원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E-mail이나 우편으로 접수(E-mail 발송 

시 학과장님 참조로 발송.(서명 대체)

•원서접수:   (우) 02856 서울 성북구 안암로 119 한국

화학회관 5층 한국화학공학회, 이동현

상경시대회 담당자 앞

 E-mail: kiche@kiche.or.kr 

 전화 02-458-3078~9

•접수마감:   2021년 8월 12일(목)/이후 접수는 현장

접수(신분증지참 필수)

  *   자세한 사항은 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촉매부문위원회(위원장: 한현식 박사)

제34회 촉매연구토론회 안내

•주제: 수소 전주기 관련 촉매기술

•일시: 2021년 6월 23일(수)~25일(금)

•장소: 이천 에덴파라다이스 호텔

•주최: 한국화학공학회 촉매부문위원회

•후원:   희성촉매, 롯데케미칼, 현대오일뱅크,  

SK이노베이션, LG화학, LG MMA,  

엠케이사이언스, 신코

•참가비: 35만원(기업체), 30만원(대학교, 연구소)

•사전등록마감:   2021년 6월 16일(수)(50명 선착순 

접수)(마감이후는 30,000원씩 추가)

 ※   2021년 6월 16일(수) 이후에는 참가비를 반환하지 

않음.

•등록 및 행사 문의:   서영웅(한양대학교) 

TEL: 02-2220-2329 

E-mail: ywsuh@hanyang.ac.kr

•결제 및 영수증 문의:   김순주(한국화학공학회) 

TEL: 070-8796-7164 

E-mail: kim@kiche.or.kr

•참가신청:   한국화학공학회 홈페이지(http://www.

kiche.or.kr)의 하단 배너 중 “심포지엄 

참가비 결제” 클릭 → 왼쪽 메뉴에서 

“제34회 촉매연구토론회” 선택 → 참가비 

결제(카드 또는 무통장 입금)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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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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