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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한국공업화학상 수상

➤ 수상자: 박 수 진 교수 (인하대학교)

  2017년 11월에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한국

공업화학회 추계 총회에서 한국공업화학상을 수

상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에

게 수상의 기쁨을 안겨 주신 김희택 회장님과 

최배진 수석부회장님 그리고 포상위원님들께 심

심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제가 한국공업화학회와 본격적으로 인연을 맺

고 애정을 갖게 된 계기는 2003년도에 학술이

사를 맡고부터입니다. 저로서는 메이저 학회에

서 처음 맡는 이사직이라 두려움도 많았었습니

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당시 김중현, 장정식, 

민병훈 전무이사님을 모시고 학술대회 활동을 

준비했던 그 기간은 정말 유익하고 보람있는 시

간이었습니다. 춘⋅추계 학술대회 준비부터 마무리하는 일을 꼼꼼이 가르쳐 주셨던 당시 전무이사님들께 

무한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3년 간의 학술이사직을 마치고, 다시 2006년도부터 당시 김훈식 영문지 편집위원장님을 모시고 영문지 

편집위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뚜렷이 생각납니다. 어느 추운 겨울에, Impact Factor를 올리고자, 

서울 종로의 한 음식점에서 당시 안정호, 이성철, 최형진 편집위원님들과 저랑 같이 신규로 합류했던 유복

렬 現영문지 편집위원장님과 한종희 박사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 말입니다. 

  2008년도부터 새로이 장정식 영문지 편집위원장님을 모시고 영문지 편집위원 활동을 계속하게 되었습

니다. 2014년도에 장 위원장님께서 학회 수석부회장직을 수락하셨을 때, 그때 저도 영문지 편집위원직을 

떠나 학회 총무이사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연적으로 2015년도에는 학회에서 장정식 회장님

을 모시고 전무이사로서 학회활동의 전반을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2015년 춘계 학술대회에서 우리 학회의 역대급 논문발표 숫자인 1,866편과 등록인원수 1,963명을 보였

었습니다. 이는 장정식 회장님의 수월한 지도력과 학회임원님들의 헌신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박

재희 실장님과 학회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수치였다고 지금도 믿어 의심치 않고 있

습니다. 이에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드디어, 올 2017년도에서 또 다시 새로운 지평이 열렸습니다. 이번 추계학술대회에서 現 김희택 회장님

과 박종욱 전무이사진이 등록인원 2,039명이라는 2,000명대 숫자를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이 역시 전임 

학회임원으로서 무한한 감사의 뜻을 전해 드리며 축하드립니다.

  또한 영문지 JIEC의 Impact Factor는 4.421이라는 분야별 세계 상위 10%에 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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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엘스비어에서 발표되어 알려진 바와 같이, Green Chemical Engineering으로 분류된 270개 저널 중에

서 15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즉, Top 5.5%라는 엄청난 저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JIEC를 세계적인 학술

지로 발전시켜 전임 편집위원들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신 유복렬 편집위원장님과 편집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국공업화학회는 발표논문 수와 등록인원 수에서 국내에서는 실질적으로 최고가 되었습니다. 여

기서 제가 감히 제11회 한국공업화학상을 수상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그리고 이부섭 前과총회장님께는 따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2년도에 한국공업화학상를 처음으로 

제정하셨고, 5억이라는 어마한 기금 내에 작년까지 본 상을 실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 2017년부터 

2036년까지 향후 20년간 매년 1,250만원씩 후원하시겠다며, 올해 일시불로 2억5천만원을 입금시키신 이

부섭 고문님이십니다. 회장님은 정말로 저희 학회의 자랑이자 보배이십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가내의 화목

과 축복이 있으시길 마음 속 깊이 기원드립니다.

  또한 학회 발전의 토대를 크게 이루신 이본수, 이호인, 임무현 고문님을 비롯하여 역대 회장님께도 무한

한 감사의 뜻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3년간 학회 이사직을 무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전, 현

직 학회 선, 후배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박재희 실장님을 비롯하여 학회 직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인하대학교 화학과內 고분자-탄소나노재료연구실을 꿋꿋이 지켜주고 있는 석, 박사과정 학

생들과 연구원들께 감사드리며, 본 수상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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