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C News, Volume20, No. 3, 2017

KIC News, Volume 20, No. 3, 2017   113

2017년 춘계 학술대회를 마치고

➤ 이 재 영 학술이사 (GIST 환경공학부)

  2017년 한국공업화학회 춘계 총회 및 학술대회가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문화와 에너지 밸리 

도시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공식적인 학술대회에 앞서 5월 10일에는 라마다플

라자 광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연석회의가 박종욱 

전무이사의 사회로 개최되었습니다. 김희택 회장님

의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주요 회무 보고, 위원회 

회무보고, 각 분과회 회무보고, 지부 회무보고, 심의 

안건, 재무보고 그리고 학회 발전과 운영에 대한 심

도 있는 토의와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춘계 

학회에서는 총 1,841편(구두발표 227편, 포스터발

표 1,614편)의 우수한 학술 논문 이 발표되어 학회

의 위상이 한층 격상되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기전시 및 기업 홍보는 총 30개 회사가 참여하여 

33개의 부스를 운영하여 전시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회원님들의 큰 관심과 호응이 있었으며 홍보 

관계 업체 역시 만족을 표하여 성공적인 운영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5월11일 총회에 앞서 포스텍 글로벌프론티어연구단장인 조길원 교수의 첫 번째 기조강연이 있었으며, 

12일 오전에는 포스텍 창의연구단장인 김동표 교수의 두 번째 기조강연이 있었습니다. 총회에서는 공로패

(4인), 공로상(20인), BPA (7인) 그리고 7인의 회원들이 탁월한 연구성과를 인정받아 논문상(박수남 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주학술상(박영권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대주산학연협력상(김기현 박사, 한국전자

통신연구원), LG 젊은공업화학인상(구종민, KIST), 이엔에프창의혁신상(김진웅 교수, 한양대학교), 미원상

사 신진과학자상(서상우 교수, 서울대학교/정현정 교수, KAIST)을 수상하였습니다.

  연구논문 발표회 프로그램은 5월 11일과 12일 양일에 거쳐 25개 세션에서 구두발표가 이루어졌으며, 신

진과학자 포럼, 대학원생 우수논문 경합, 우수 외국인 연구자 세션 그리고 기업홍보 부분세션이 특히 흥미

로운 발표와 토론의 장이었습니다. 2개의 특별세션은 KRICT 미래소재 및 공정, KITECH 기능성 나노소재

의 응용과 산업적 요구로서 해당 기관의 연구경쟁력을 홍보하는 기회로서 많은 관련분야 사람들로부터 관

심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포스터 발표는 오후에 진행되었으나 이번 춘계학술대회에서는 5월 11일과 12

일 양일 모두 오전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오전부터 젊은 과학자와 공학자가 본인들이 

관찰하고 이해한 연구내용을 활발히 논의하는 모습은 앞으로도 한국공업화학회가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

다는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구두발표를 마친 11일, 12일 오후에는 우수 논문상 시상 

및 경품 추첨 행사가 많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춘계 학술대회는 1890여 명의 회원이 등록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성공적인 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게 해 주신 김희택 회장님, 박종욱 전무님, 심상준 총무님을 비롯한 학회 

이사님들과 분과위원장님, 사무국 그리고 학회 회원들과 학술 운영에 헌신적인 노력을 해준 학생 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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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한국공업화학회’가 명실상부한 국내는 물론 아시아에서 최고

의 학회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끝으로 소통과 봉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본 학회가 

끊임없이 비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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