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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의록    

❙ 2010년 제12차 이사회 회의록

￭ 일  시：2010년 8월 16일(월) 오후 5시

￭ 장  소：학회 회의실

￭ 참석자：이윤식, 랑문정, 김희택, 우제완, 박상준, 권혁회, 박광용, 오세천, 김건중, 진병석, 구상균, 

이종찬 (총12명)

 일반

 1. 외부 상 추천 관련

   1) 과학기술한림원, 제14회 젊은과학자상(이학분야) 후보 추천(7/28 마감)：추천 없음

   2) 여과총, 2010 미래인재상 후보 추천(7/31 마감)：없음

   3) 포스코청암재단, 청암과학상 후보 추천(9/30 마감)：추천하지 않기로 함.

   4) 과학기술한림원, 덕명한림공학상 후보 추천(7/30 마감)：추천하지 않기로 함.

   5) 연구재단, 이달의 과학기술자상 후보 추천(7/23 마감)：없음.

   6)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유공자 포상관련, 후보 추천(7/30 마감)：없음

   7) 연구재단, 제12회 여성과학기술자상 후보자 추천(8/10 마감)：없음

 2.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2010년 제1회 연구윤리포럼：7/30, 서울대 문화관 대강당

    → 구상균 교수(상명대, 연구윤리위원회 간사) 참석

    → 요약：‘연구 윤리 정착을 위한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구두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되었음. 430여

명 참가. 연구윤리의 구체화와 실천 방안 모색 및 문제점 등을 논의 

 3. 한국화학관련학회연합회 소식

  1) 회장단 및 자문위원 합동회의개최：7/16(금) 정오, KIST 국제협력관 2층 외빈식당

     → 이윤식 수석부회장 참석 

  2) 7/7 화학회 단독 ‘화학의 날’ 제정에 대한 연합회차원에서 우려표명 공문화(7/29)

  3) 산학심포지엄 개최：7/16(금), KIST 국제협력관 컨벤션홀

 4. 공문 및 이메일 발송

  1) 2011 추계 학술대회 개최지인 경원대학교 총장께 협조요청 공문(8/4)

  2) 2010 추계 학술대회 초록등록안내 메일(8/9)

  3) 수석부회장 추천위원회 회의 소집공문(8/6)

  4) 여과총, 여성회원 명단 송부(8/10)

  5) 석유공업협회, ‘화학산업의 날’ 유공포상 관련 심사위원(최웅진 회장) 위촉 수락서 송부(8/10)

학회소식
이사회의록, 분과소식, 지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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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0년도 연간 광고 현황：총 14,500만원

 6. 동정：홍인권 교수, 단국대 교무처장 및 교양학부장 취임(7/1)

이원묵 교수, 한밭대 총장 취임(7/26)

정건용 교수, 서울산업대 기획처장 취임(8/1)

최흥진 교수, 부친상(8/6)

홍인권 교수, 부친상(8/13)

 7. 2010 하계워크숍 결산보고

   1) 7/26∼27(월∼화, 1박 2일), 경주 한화리조트

   2) 참가자(32팀), 가족 포함 64명：고영옥, 구기갑, 김건중, 김종득, 김희택, 랑문정, 문두경, 문  희, 

박병덕(연사), 박정수(연사), 서정권, 송요순, 심중표, 오병근, 오세천, 우제완, 유복렬, 이상협, 

이용택, 이윤식, 이철태, 인교진, 임경희, 임선기, 진병석, 최대혁(연사), 최웅진, 최흥진, 홍인권, 

홍영택, 심택수, 이종찬

   3) 가족관광(7/27(화) 09:00~14:00)：참가 19명

     - 테마：문화재속에 숨어있는 재미있는 과학이야기 

     - 코스：천마총(1000원/인-천연 방수 방습구조), 첨성대(500원/인, 천년을 견뎌온 건축물의 구조), 

반월성(석빙고-얼음을 보관한 과학적인 구조), 포석정(500원/인, 유상곡수의 원리)-분황사

     - 참가자 전원, 입장료와 점심식사 제공

   4) 경품후원：강학회 부회장：아모레퍼시픽 여성화장품(헤라아쿠아볼릭세트) 3세트

이윤식 수석부회장：아토팜 50세트(네오팜, 박병덕 대표)

김희택 전무이사：세정제 10세트

   5) 광고협찬：한화L&C, 한화케미칼, 한화, 아모레퍼시픽, 동진쎄미켐, 헵스켐

   6) 객실 사용：계 32

     - 가족, 직원 포함 총 64명

 8. 한양대 태양전지센터 ‘태양전지 Workshop & Summer School(7/24, 한양대)’ 행사 결산보고 [재무]

 9. 화학공정분과, 본부 지원금 송금완료(8/9)

10. 4차 연구윤리위원회 확대회의 개최：2010. 8. 2, 학회 회의실

11. 여성위원회

   1) 여성과총, 2010 대의원 명단 추천(8/9)：김은경(당연직), 김영순, 오명숙, 이효숙, 이미혜, 한미정

   2) 여성과총으로부터 여성과학기술단체지원사업 중간보고서 평가서 접수(8/6)

     - 사업과제명：여성 공업화학인 네트워크 조직

     - 사업비：5,000,000원

     - 종합 평가 의견

        ․ 여성공업화학인 네트워크 DB 활성화가 생각보다 어려움이 있음.

        ․ 여과총, KWSE의 참여 및 네트워킹에 대한 협조를 건의하였음.

        ․ “여성공업화학인 네트워크 조직”을 위하여 기존 DB를 활용하여 진행하고 있으나, 보고서에 기재

되어 있듯이 이메일 회신률이 저조함. 후반기보다 적극적 활동이 필요함.

   3) 여성위원회 세미나 및 회의 개최：8월 19일(목)

      연사：동국대 김영순 교수, 연세대 김현옥 교수, 화학연구원 한미정 박사

   4) 2010 추계 학술대회 시 여성위원회 미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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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KISTI, 국제 색인 DB 등재 지원을 위한 영문 ACOMS 보급설명회(8/20(금) 14:00~16:00, 과학기술회

관 중회의실) → 국문지편집 유계상 이사 참석 예정

   ※ 국내학술지의 국제적 색인 DB 등재 지원을 위한 ACOMS 개요 및 이용자

심의

 1. 광고협찬업체 및 특별회원사 등록 확대 협조 

 2. 2011연도 임원 추천 ☞ 수석부회장과 총무이사가 추천(안)을 준비하기로 함.

 3. 2011년 위원장 및 분과회장 선임[분과회 재편방안, 선임방안]

   ☞ 수석부회장과 총무이사가 추천(안)을 준비하기로 함.

 4. 외부상 추천 외

   1) 대주기술상 후보자 추천：부상 300만원, 추계 총회시 시상

      → 학술위원회에서 산학협력위원회 3배수 추천받아 논의하기로 함.

   2) 한국공학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대상 및 젊은공학인상 후보 추천(9/10 마감) ☞ 후보자 물색하기로 함.

 5. 연구윤리위원회, 민원서류 처리 관련 승인 요청 

   - 2010, 8. 2. 4차 확대회의

   - 결과：중복게재로 판정

   ☞ 제재조치：자기표절관련 CA저자에게 3년간 본 학회 주관의 학술대회 및 학술지에 논문 게재를 금

하기로 함(1999년 표절관련 처리사례가 있었음).

   ☞ CA저자에게 학회 결정사항 통보하기로 하고, 이의신청은 통보일로부터 1개월로 함.

   ☞ 중복게재에 관한 사항, 상대 출판사에 통보하는 것은 추후 논의하기로 함.

   ☞ 투서자에게도 학회 심의결과를 회신해주시기로 함.

 6. 학회 회의실 추가 구입 또는 임대 ☞ 적극 추진해보기로 함.

 7. 2011 하계워크숍 장소

   ☞ 해외로 할 경우, 중국을 고려하되, 한-중(연변과기대, 대련공대) 공동 워크숍을 추천하며, 국내로 할 

경우, 강원도 쪽을 물색하기로 함. 

   ☞ 총무이사가 안을 제시하기로 함.

 8. 학술대회 논문발표관련 응용화학 게재 편수가 20편 미만일 경우, 국문지 편집위원회에서 동의하는 저

자에 한해서 심사를 거쳐 단신이나, Note로 국문지에 게재하기로 함.

 재무

 1. 재무현황 보고(2010년 7월 30일 현재) 

 2. 제2회 ERC Summer School 결산(강용수 박사, 한양대)

   - 일시 및 장소：2010. 7. 25(토), 한양대학교 HIT 6층 대회의실         - 참가인원：70명

 조직

  1. 2010 원로회원, 원로회원증 발송 완료(7/15, 정문성, 이규완) 

 국문편집

 1. 2010년 “공업화학” 논문 투고현황(8월 10일 현재)：출판완료 81편, 대기중 17편, 심사중 17편, 기타 8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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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편집회의 개최(7/30) 

 3. Graphical Abstract는 시행(4호, 8월호부터)

 4. 지급게재：한 호에 동일 교신저자 논문게재는 2편까지만 허용하기로 함.

 영문편집

 1. 2010년 “J. Ind. Eng. Chem.” 논문 투고현황(8월 10일 현재)：

출판완료 116편, 대기중 99편, 심사중 100편, 기타 114편

 전망편집 

 1. 13권 4호 기획특집：화장품 기술 트렌드

   1) 기능성화장품 연구개발 동향：경기열(LG생활건강)

   2) 최근 화장품 산업의 신소재 개발 연구：김진웅(아모레퍼시픽)

   3) 경피 전달용 지질 소포체：진병석(동덕여자대학교)

   4) 코스메틱 원료로서의 백토활용：원유용장(원코스메틱)

 2. 13권 5호 기획특집：잔류성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 국내 관리 현황

 3. 편집회의 개최(8/5, 단국대)

 4. 신간(우수)도서 소개 신설：기획특집 주제와 연계한 해외논문 또는 과학관련 서적 소개

 학술

 1. 2010 추계 학술대회 추진 일정

   - 일시：2010년 10월 27일(수)~29일(금)                  - 장소：대전컨벤션센터

- 주제：“21세기 융합기술을 선도하는 공업화학”

- 초록제출 마감 : 2010년 9월 2일(목) 자정

- 초록수정 마감 : 2010년 9월 9일(목) 자정

- 사전등록 마감 : 2010년 9월 30일(목) 오후 3시(단, 초록을 제출하는 분은 9월 2일(목) 오후 3시까지)

- 사전답사：7월 초

- 초록집 광고 및 기기전시 마감：2010년 9월 30일(금)

- 프로그램 회의：2010년 9월 13일(월)

- 홍보브로셔 발송：2010년 10월 5일

- 프로그램 소식지 게재 홍보：2010년 10월 15일(금)

 2. 2010 추계 학술대회 관련 준비회의

   - 1차：2010년 4월 21일 오후 5∼6시/학회 회의실

- 2차：2010년 5월 12일 오후 8∼10시/쉬델리(부산 노보텔 호텔근처)

- 3차：2010년 6월 14일 오후 3시 30분/학회 회의실

- 4차：2010년 8월 16일 오후 4시/학회 회의실

 3. 추계 학술 대회 구성안(총 24세션으로 금요일 오후까지 구성이 가능)

    “21세기 융합기술을 선도하는 공업화학” 슬로건하에 융합 기술 및 산학 협동과 관련한 session들을 위

주로 구성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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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그램 운영 방법 및 세부 구성

     1) 초청강연：(국내) 한국공업화학상 수상자 강연: 전기원 박사(KRICT)

                        석유대체 화학기술의 진보 현황

                  (국외) 동진lecture(추천): Professor Martin E. Glicksman

                        University of Florida, Department of Materials & Science Engineering

     2) 교육 프로그램(2) 및 관련 심포지엄(1)：3 세션

        교육 프로그램 1：나노바이오 분석 기술의 원리 및 응용

        교육 프로그램 2：Bio기술의 환경 분야 응용 

     3) 산학협력관련 세션：3세션(특허청 2세션, 한-베트남 1세션)

     4) 평의원회 및 총회 개최：2009년 추계 대회와 마찬가지로 평의원회(평의원, 임원, 위원장 및 분과

회장 연석회의)는 10원 27일(수) 저녁에, 총회는 10월 28일(목) 저녁에 하기로 함. 

     5) 분과 구두세션(1, 촉매/환경에너지) 및 특심

     6) 세션 발표자 및 소속

    ▶ 추계학술대회 개최지(대전 컨벤션) 사전답사：8월 30일 예정

       참석자(5)：김희택 전무, 우제완 총무, 구상균 학술, 박재희 실장, 유지연 과장

    ▶ 추계학술대회(대전) 시, 특심, 초청 연사께 주차권과 기념품 지급하기로 함.

    ▶ ｢응용화학｣(초록 제출 시 4쪽 논문 업로딩, 선택사항)：응용화학(프로시딩) 온라인 출판(게재료 2만

원/편), 20편 이하 접수될 경우, 출판하지 않을 수 있음(온라인 출판, 홈피에 pdf 올림).

 

 심의 1. 해외초청연사 1인 추가 시, 10월 28일(목) 총회를 늦게 개최하기로 함.

 산학협력 

 1. 산업체(특별회원사)와 관련된 사업(멘토링, 컨퍼런스 등)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로 함(업종분류, 신규사

업구상). 산학협력위원회 회의 개최(8/26(목) 오후 6시, 남촌)

 국제협력

 1. 연구재단, 한-동남아시아협력기반조성사업 

   1) 과제명：한국공업화학회-베트남화학회 양자교류협력 사업증진

   2) 책임자：임경희

   3) 연구비：2010년도(6/30 입금)

      - kick-off 미팅：2010. 8. 9, 교과부, 임경희 교수 참석

      - 사업 주제 도출을 위해 임경희 고문 베트남 방문(8/10~8/18)

      - 베트남 방문, 귀국 후 방문성과를 토대로 향후 진행방향과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실무팀 미팅 예정

 공지사항 및 기타

 1. 제13차 이사회 개최：9월 13일(월) 오후 5시, 학회 회의실

 2. 수석부회장 추천위원회 1차 회의 개최：8월 17일(화) 오후 6시, 과천 달빛한스푼

 3. 산학협력위원회 미팅(특별회원사)：8월 26일(목) 오후 6시, 남촌

 4. 2010년 8월 이후 이사회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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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제13차 이사회 회의록

￭ 일  시：2010년 9월 13일(월) 오후 5시

￭ 장  소：학회 회의실

￭ 참석자：이윤식, 김희택, 우제완, 김종만, 박상준, 오세용, 박광용, 김건중, 이기세, 문두경, 조영민, 

진병석, 구상균, 이종찬, 구기갑, 박준서 (총16명)

 일반

 1. 외부 상 추천 관련

   1) 한국공학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대상 및 젊은공학인상 후보 추천(9/10 마감)：없음

   2) 교과부, 한국창의재단, ‘2010 과학교사상’ 후보 추천(9/9 마감)：없음

 2. KISTI, 국제 색인 DB 등재 지원을 위한 영문ACOMS 보급 설명회：8월 20일(금), 과학기술회관 중회

의실 → 유계상 국문 편집이사, 박수진 영문편집이사 참석

   1) 요약(박수진 이사, 영문지편집)：영문 ACOMS 보급 설명회는 신규버전인 ACOMS Ver. 4.0 시스템

의 설명 및 이를 통한 국내 학회지(국문/영문지) 관리 시스템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자 함. 또한 이를 

통하여 국내 학회 중 ‘Web of science’ 또는 ‘SCOPUS’ 등에 국제 색인 DB 등재 신청을 원하는 학

회지의 최종 선정률을 높이고자 지원하는 사업임.

   2) 요약(유계상, 국문지편집이사)：ACOMS v.4 개요 및 추진방향

      개요：학술지 홈페이지 생성 및 논문투고, 논문심사, 전자저널 생성 등 해당 학술지의 홈페이지를 

포함하는 학술논문 생산 및 유통 과정을 개방형으로 구성한 학술정보 포털시스템 

 3. 여과총, 제3차 기자간담회：9/1(수) 12:00, 국회 귀빈식당 별관)- 참석못함

 4. 수석부회장추천위원회 회의 개최：8월 17일(화) 오후 6시, 과천 달빛한스푼  

    참석자：이윤식(수석부회장), 랑문정(부회장), 김희택(전무이사), 우제완(총무이사), 노시태(고문), 

우태희 국장(지경부)

    회의결과：2011 수석부회장 추천(안) 통과, 이사회 상정하기로 함.

 5. 국제협력위원회 베트남실무팀 회의：8월 24일(화) 오후 6시 30분, 방배동 램하우스

    참석자：이영무(위원장), 임경희(고문), 이윤식(수석부회장), 김희택(전무이사), 우제완(총무이사), 

인교진(국제협력이사)

 6. 특별회원사 대표 및 산학협력위원회 합동회의：8월 26일(목) 오후 6시, 교대역 남촌

 7.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2010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 선정 심사위원 추천(8/25)：없음

8. 전지연구조합, ‘제3회 초고용량 커패시터 산업기술 워크샵’ 후원기관 승인거절(8/18)

 9. 한국화학관련학회연합회 소식

   - 제6차 운영이사회의 개최：9/8(수) 오후 5시, 연합회 회의실(박상권 교수 참석)

   - 연합회 포럼：9/29(수) 오후 2시 → 이윤식 수석부회장 패널리스트로 참석예정

   - 제10회 화학산업진흥 심포지엄 개최：10/28(목) 9:30~, 신라호텔 

     ※ 제2회 화학산업의 날 기념식에 앞서 개최

10. 공문, 이메일 발송 및 처리내용

   1) 교과부, 2010 국내 연구윤리활동 설문조사 완료(8/17, 구상균 이사)

   2) 연구윤리위원회 회부 민원서류 관련, CA저자 및 투서자에게 결과문 통보(8/19, 이메일 및 우편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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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특별회원사 대표 및 산학협력위원회 합동회의 소집(8/17)

   4) 강원지부, 임원 위촉장 송부(8/19)

   5) 15개 분과회에 2011 분과회장 후보추천 요청 메일 발송(8/19)

   6) 추계학술대회 관련, 교육프로그램 접수 안내 메일(8/20), 우수논문발표(구두)참여 안내메일(8/23)

   7) 학술대회 논문발표 신청안내메일(8/25, 9/1, 9/2, 9/8)

   8) 추계 평의원 회의 소집공문(9/6) 및 이메일 발송(9/7)

   9) 명예회장 및 고문, 추계 연석회의, 총회, 학술대회 참석 요청 공문발송(9/8)

  10) 임원, 지부장, 위원장 및 분과회장, 추계 연석회의, 총회, 학술대회 참석 요청 공문 발송(9/10)

11. 2010 추계학술대회 관련 사전답사：8/30

    참석자(7): 랑문정(부회장), 김희택(전무), 우제완(총무), 구상균(학술), 김연철(학술), 박재희(실장), 

유지연(과장)

12. 한국연구재단

   - 한-베트남 1차년도 사업결과보고서 제출(8/31)

   - 국제학술지발간 지원신청(8/31)

13. 과총

   - 2010 국내 학술대회(추계) 지원금 배정 통보(9/3)

   - 2010 국내학술지 지원신청(9/9)

14. 2010년도 연간 광고 현황

15. 동정：김화중 교수(건국대), 건국대학교 공과대학 학장 취임(9/1)

대주전자재료(임무현 대료), 나노코리아2010 국무총리상 수상(8/18)

심의

 1. 광고협찬업체 및 특별회원사 등록 확대 협조 ☞ 지속적인 관심을 갖기로 함.

 2. 2011년도 수석부회장 추천 ☞ 수석부회장추천위원회에서 후보로 올라온 정광춘 대표(잉크테크)를 

2011년도 수석부회장으로 추대하기로 함.

 3. 2011년도 임원 추천 ☞ 현 수석부회장과 총무이사가 정리하여 차기 이사회에 안을 올리기로 함.

 4. 2011년 위원장 및 분과회장 선임[분과회 재편방안, 선임방안]

    ☞ 현 수석부회장과 총무이사가 차기 이사회에 안을 올리기로 함.

 5. 외부상 추천 외

    1) 대주기술상 수상자 선정：부상 300만원, 추계 총회시 시상.

       ☞ 3~4명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차기 이사회에서 수상자 선정 논의하기로 함.

    2) 산기협, 이달의 엔지니어상 후보 추천(9/30 마감, 2011년 1월~4월 수상후보자)

       ☞ OCI에서 후보추천을 받기로 함(학술위원회)

 6. 2011 하계워크숍 장소 ☞ 총무이사가 장소 물색하여 안을 내기로 함.

 7. 추계 학술대회 관련, 광고 및 기기전시 독려(기기전시 참여신청업체：[2] 대화테크, 솔텍트레이딩)

    ☞ 임원들이 관심을 갖고 독려하기로 함.

 8. 외부상(내부상 일부 포함) 후보자 추천 관련(학술위원회 업무임), 상 추천내용과 관련있는 위원회에 추

천 업무 이관. ☞ 추후 재논의 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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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

 1. 재무현황 보고(2010년 8월 31일 현재) 

 2. 2009년도 회비정산 지부보조금 지급완료(8/20)

심의 1. 2011년도 예산(안) ☞ 내년도 행사 등을 고려하여 다음 이사회 때 최종논의하기로 함.

 국문편집 

 1. 2010년 “공업화학” 논문 투고현황(9월 9일 현재)：출판완료 81편, 대기중 30편, 심사중 17편, 기타 9편

 2. 편집회의 개최 예정(9/16) 

 3. 과총 국내학술지 발행지원금 온라인 신청(9/9)

 영문편집 

 1. 연구재단 국제학술지 발행지원금 온라인 신청(8/30)

 2. 편집위원회 회의 개최(9/10)

 3. SCI 등재 안됨(이메일 확인, 9/9)

 4. 2010년 “J. Ind. Eng. Chem.” 논문 투고현황 (9월 9일 현재)：

    출판완료 152편, 대기중 86편, 심사중 91편, 기타 130편

심의

 1. Best Paper Award 신설 건(예산：1,000만원/년) ☞ 상 신설하기로 함.

   ☞ 신설이유：영문지 미등재 이유로 Self Citation을 자제하고, 타 SCI 학술지에 JIEC의 많은 인용을 

유도함. 또한 논문증설로 인한 Impact factor 하락을 우수한 논문인용자를 통하여 보전하기 위함.

   ☞ 세부내용

     1) 영문상장 

     2) 년 10명 이내 선정(100만원/인) 

     3) 自․他 논문에 관계없이 본 학회 JIEC를 제외한 SCI지에 전년도 출간 JIEC 논문의 인용횟수에 대

한 順

     4) 학회 기금에서 예산운영

     5) 수상은 2010도에 게재된 각 회원의 SCI 논문을 조사하여(담당: 영문지 편집이사), 2011년 초 또는 

2011년 춘계학술대회에서부터 실시함  

 2. 대주학술상 선정내규 개정(2010/9/13)건 ☞ 개정 승인 

   ☞ 개정사유․영문지 미등재 이유로 모든 항목에서는 우수했으나 Self citation rate가 41%로 “quite 

high” 표현으로 이번에 SCI가 못되었으며, 기존 SCIE로만 유지되므로.

   ☞ 주요개정 내용

     1) 선정방법․시상 전전년도 JIEC에 발간된 논문을 다른 SCI지에 회원의 전년도에 JIEC를 제외한 

SCI논문에 최다 인용한 자. 

     2) 5년 내 수상 불가 → 연속으로만 재수상 불가

     3) 시상은 2010년도에 게재된 회원의 SCI 논문을 2011년 초에 조사하여(담당: 영문지 편집이사), 

2011년 춘계학술대회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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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망편집

 1. 13권 5호 기획특집：잔류성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 국내 관리 현황 

   ：김기헌(국립환경과학원), 김경수(청주대 화학환경물질관리센터), 김병훈(환경부 화학물질과)

 2. 편집회의 개최 예정(9/30) ☞ 2011년부터 표지변경예정

 학술 

 1. 2010 추계 학술대회 추진 일정

   - 일시：2010년 10월 27일(수)~29일(금)                - 장소：대전컨벤션센터

   - 주제：“21세기 융합기술을 선도하는 공업화학”

   - 사전등록 마감：2010년 9월 30일(목) 오후 3시(단, 초록을 제출하는 분은 9월 9일(목) 오후 3시까지)

   - 초록집 광고 및 기기전시 마감：2010년 9월 30일(금)

- 프로그램 회의：2010년 9월 10일 온라인 회의

- 홍보브로셔 발송：2010년 10월 5일

- 프로그램 소식지 게재 홍보：2010년 10월 15일(금)

 2. 2010년도 추계 평의원, 임원, 지부장, 위원장 및 분과회장 연석회의

  - 일시：10월 27일(수) 오후 5시                       - 장소：대전 리베라호텔 1층 토치홀

 3. 추계 총회 

  - 일시：10월 28일(목) 18:30   - 장소：대전 컨벤션센터 3층 301호

 4. 추계 학술대회  

  - 일시：10월 28일~29일 (목∼금)   - 장소：대전 컨벤션센터 1∼3층

 5. 본부 숙소：대전 리베라호텔(☎ 042-823-2111,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444-5)

    숙박비：스탠다드 트윈 108,900원/박(※ 2인 1실 기준, 임원, 고문, 지부장, 위원장, 분과회장 숙소제공)

 6. 10월 27일(수) 운동：4팀 예약, 유성CC (담당이사: 구기갑 교수)

 7. 추계 학술 대회 구성안(총 22세션으로 금요일 오후까지 구성)

    ※ 구성 내용(반일 (3시간) 세션을 1세션으로 함)

    ▶ 프로그램 운영 방법 및 세부 구성

   1) 초청강연 (3)

      국내: 한국공업화학상 수상자 강연: 전기원 박사(KRICT)

           석유대체 화학기술의 진보 현황

      국외: 1) 동진lecture(추천): Professor Martin E. Glicksman

              University of Florida, Department of Materials & Science Engineering

           2) Invieted Lecture: Lawrence T Drzal

              Michigan State University, Chemical Engineering & Material Science Department 

   2) 교육 프로그램(2) 및 관련 심포지엄(1)：3세션

      교육 프로그램 1：나노바이오 분석 기술의 원리 및 응용

      교육 프로그램 2：Bio 기술의 환경 분야 응용

   3) 산학협력관련 세션：2세션(특허청 1세션, 한-베트남 1세션)

   4) 분과 구두세션(1, 촉매/환경에너지) 및 특심

 8. 논문 발표분야별 접수 현황(9/13 현재)：785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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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사전등록 현황

   1) 사전등록：799명(정/종-298, 학생-467, 비회원-2, 연사무료등록-32)

   2) 교육프로그램 등록：6명(학생-6)

10. 우수논문발표(구두)：12편, 20분 발표

    ☞ 우수논문발표는 총 10편으로 해서 15분 발표하기로 함(교신저자가 같은 곳은 1편만 발표 권유).

11. ｢응용화학｣(초록 제출 시 4쪽 논문 업로딩, 선택사항)：25편

    응용화학(프로시딩) 온라인 출판(게재료 2만원/편), 20편 이하 접수될 경우, 출판하지 않을 수 있음. 

(온라인 출판, 홈피에 pdf 올림) 

12. 포스터 우수논문 심사 시간

    

부착시간 발표시간 심사시간 시상시간

10/28(목) 11:00~ 12:00~14:00 13:00~14:00 18:30~

10/29(금) 11:00~ 12:00~14:00 13:00~14:00 17:50~

13. 포스터 세션 우수논문상 개수 및 날짜별 분류(10/28, 10/29 두 번 발표 있음)

   ※ 40편당 1개의 우수논문상 시상)

   ※ 10편 미만 개수 발표 세션에 대한 우수논문상 시상 

      ☞ 기능수+생물공학 = 1개, 석유화학윤활유+펄프제지피혁 = 1개로 함

 

심의

 1. 교육프로그램 참여 독려 ☞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함.

 2. 우수논문발표(구두) 심사위원 선정(3) (대학원 우수논문상(50)/ 우수논문상(30, 20, 10))

    ☞ 김건중, 유복렬, 조영민 이사

 3. 우수논문상 선정위원회(5) 구성 ☞ 다음과 같이 구성하기로 함.

    28(목)：학술위원장, 김재훈, 정인우, 구상균, 김연철

    29(금)：학술위원장, 진병석, 박상권, 심중표, 이종찬 

 4. 응용화학 온라인 출판 여부 ☞ 20편 이상이므로 온라인 출판하기로 함.

 산학협력 

 1. 산학협력위원회 회의 개최(8/26(목) 오후 6시, 남촌)

 국제협력 

 1. 연구재단, 한-동남아시아협력기반조성사업 

    1) 과제명：한국공업화학회-베트남화학회 양자교류협력 사업증진

    2) 책임자：임경희

    3) 연구비：2010년도(6/30 입금)

      - kick-off 미팅：2010. 8. 9, 교과부, 임경희 교수 참석

      - 사업 주제 도출을 위해 임경희 고문 베트남 방문(8/10~8/18) 

      - 연구비카드(2개) 수령(9/9)

 2. 국제협력위원회 베트남실무팀 회의：8월 24일(화) 오후 6시 30분, 방배동 램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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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석자：이영무(위원장), 임경희(고문), 이윤식(수석부회장), 김희택(전무이사), 우제완(총무이사), 

인교진(국제협력이사)

    - 안  건：베트남방문보고(임경희 고문) 외 추계 심포지엄 논의

 3. 한-베 특별심포지엄(POPs Symposium)

    - 일시：2010년 10월 28일(목) 오후 2시                  - 장소：대전 컨벤션센터

    - 주제：위해성관리 (예정)

    - 연사：3(베트남), 2~3(한국-환경부, 환경과학원, risk assement분야)

      1) 베트남 (총 5명)

        ① Mr. Le Quoc Khanh, Chairman of CSV (베트남 화학회 회장)

        ② Mr. Tran Quang Han, CSV Office director (베트남 화학회 사무국장)

        ③ Mai Duc Thang, CSV member (연사)

        ④ Le Bach Chuc, CSV member (연사)

        ⑤ Do Thanh Bai, director of CECS (연사)

        ※ 2박 3일(10/27~29) 초청, 기간 중 한국내 환경 관련연구소나 기관의 방문 추진 예정 

 공지사항 및 기타

 1. 제14차 이사회 개최：9월 27일(월) 오후 5시, 학회 회의실

 2. 기금관리운영위원회 회의 개최：9월 17일(금) 오후 5시, 학회 회의실

 3. 연구윤리위원회 회의 개최：9월 13일(월) 오후 4시, 학회 회의실

 4. 연합회 포럼：9월 29일(수) 오후 2시, KSIT 국제협력관 컨벤션홀

 5. 연합회, 제10회 화학산업진흥심포지엄 개최：10월 28일(목) 9:30~, 신라호텔

 분과소식    

❙정밀화학분과  (분과회장：나재운 교수, 순천향대)

 제3회 한․중․일 불소화학 공동세미나

￭ 일  시：2010년 9월 9일∼10일

￭ 장  소：대전 유성 리베라호텔

￭ 연  사：한국 7명, 일본 12명, 중국 7명

  이번 한․중․일 불소화학 공동세미나를 통하여 참석자들의 연구 발표 주제가 기초연구에서부터 응용연

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여 최근의 세계적인 연구동향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불소화학에 관심이 

있는 산학연 연구자들의 교류의 장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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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부소식    

❙강원지부  

 한국공업화학회 강원지부 6기 임원명단 (2010∼2011)

직  책 성    명 소  속 직  급 지  역

지 부 장 김 한 수 강릉원주대학교 교    수 강릉

부지부장 김 교 선 강원대학교 교    수 춘천

감    사 심 상 연 강원대학교 교    수 춘천

감    사 김 경 남 강원대학교 교    수 삼척

총무이사 염 승 호 강릉원주대학교 부 교 수 강릉

학술이사 이 원 규 강원대학교 교    수 춘천

재무이사 박 지 호 포세라 대표이사 강릉

섭외이사 김 수 종 한라대학교 교    수 원주

기획이사 박 대 규 RIST 강원산업기술연구소 책임연구원 강릉

산학협력이사 김 성 휘 대영 C&E 부 사 장 강릉

고    문 박 광 하 강릉대학교 교    수 강릉

고    문 최 선 도 강원대학교 교    수 삼척

❙대구․경북지부  (지부장：최흥진 교수, 경북대학교)

  공업화학회 대구․경북지부 하계세미나를 이달 8월 27일

(금) 오후에 대구 인터불고호텔(수성구 만촌동)에서 개최하였

습니다. 태양전지와 관련해서 대구․경북지역에서 열심히 연

구하시는 두 분 연사님을 모시고, 본 지부의 많은 분들께서 

참석하셔서 활발한 토론의 장이 열렸습니다.

￭ 일  시：2010년 8월 27일 15시

￭ 장  소：인터불고호텔(수성구 만촌동) 아망떼 홀

￭ 하계세미나 주제：태양전지

￭ 일정(연사 및 강연제목)：

  15:00∼15:10 지부장인사

  15:10∼16:00 DGIST 한윤수 박사(Effects of Liquid Crystal Additives on Power Conversion Efficiency of 

Polymer Solar Cells Based on P3HT:PCBM Bulk Heterojunction)

  16:00∼16:20 휴식

  16:20∼17:10 영남대 김재홍 교수(Molecular Design and Photovoltaic Performance of Organic Dyes for 

the Dye-Sensitized Solar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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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지부  (지부장：박성훈 교수, 부산대학교)

  부산대학교 화공생명공학부 박대원 교수가 부산대학교 ‘Best Researcher’ 2010년 수상자로 선정. 부산

대는 Best Researcher 선정위원회 및 교수업적관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근 3년간 연구실적 상위 

2% 내외의 우수 교원을 ‘2010 Premier 교수’로 선정하고 이들의 대표논문을 질적평가하여 심사한 결과, 

올해 최고의 연구자로 박 교수를 선정하였습니다.

❙전북지부  (지부장：이연식 교수, 전북대학교)

￭ 신임 지부장 선출

  전북 지부는 지난 9월 2일 지부 이사회를 개최하고, 2년 임기가 끝난 이대수 지부장의 후임으로 전북대

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부 이연식 교수를 지부장으로 선출하였다. 전주 소재 음식점에서 개최된 지부 이사

회의에는 학계 임원으로 이수형 교수 등 5명과 산업계 임원으로 마영길 부장 등 3명이 참석하였으며 전임 

지부장이신 남기석 교수께서 자리를 함께하시고 격려하였다. 이날 이사회의에서는 향후 지부 활성화를 위

하여 산업계 인사를 적극 모시고, 관련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전개하기로 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논의되었다.

  - 지부 학술 세미나 확대 개최

  - 환경부 및 산업안전관리공단 등의 관계자 초청 세미나 개최

  - 지부 회원들의 지역 관련 산업 견학 기회 확대

  - 친목 유대를 높일 수 있는 행사 개최 

❙충북지부  (지부장：박수길 교수, 충북대학교)

  ∙2010년  7월  3일  한일공동 에너지심포지엄(경주교육문화회관)

  ∙2010년  9월  9일  공업화학회 충북지부 임원회의(충북대)

  ∙2010년 10월  6일  공업화학회 충북지부 특별 Seminar 

(부제：첨단고분자 및 바이오복합체의 산업에의 응용)

  ∙2010년 11월 30일  충북지부회 총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