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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회의록

❙ 2018년 제1차 이사회 회의록

￭ 일     시：2018년 1월 12일(금) 10:30

￭ 장     소：대전 유성호텔 그랜드볼룸(B1)

￭ 참석자(23), 위임(61)

 일반

보고사항

 1. 2017-2018 임원 상견례 및 송년모임: 2017. 12. 11(월) 17:00, 양재동 엘타워 골드홀

- 신, 구 임원 총 86명 참석

 2. 2017 학회발전상 수상자: 총 5명, 부상 100만원

수상자 소  속 비  고

구기갑 서강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교수 부회장

김기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ICT소재부품연구소 책임연구원 산학연협력이사

박종욱 경희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 전무이사

이기봉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교수 학술이사

※ 홍인권 교수(단국대), 고사

 3. 제22회 우수지부상: 상패+부상 100만원

- 대전⋅세종⋅충남지부(지부장: 조득희, KRICT 화학산업고도화센터 책임연구원)

 4. 제3회 우수분과회상: 상패+부상 100만원

- 환경⋅에너지분과회(분과회장: 이영석, 충남대학교 응용화학공학과 교수)

 5. 산학연공로상(39)  ※ 대표 수상자 외에 이메일로 상장 송부

강미숙(영남대), 강성기(덕산네오룩스), 구기갑(서강대), 김영진(충남대), 김영호(충남대), 

김지만(성균관대), 김진웅(한양대), 김진태(KTR), 문두경(건국대), 박경원(숭실대), 박성영(한국교통대), 

박영권(서울시립대), 박종욱(경희대), 배준원(동덕여대), 손태일(중앙대), 심상준(고려대), 유복렬(KIST), 

유효종(한림대), 윤용승(고등기술연), 이기세(명지대), 이상국(생기원), 이상호(국민대), 

이승목(가톨릭관동대), 이영석(충남대), 이재준(동일시마즈), 이종휘(중앙대), 이준엽(성균관대), 

학회소식
이사회 회의록, 위원회⋅분과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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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연세대), 이혁진(이화여대), 이호원(제주대), 정순용(KRICT), 조성용(경인양행), 채호정(KRICT), 

한상훈(아모레퍼시픽), 허훈(생기원), 현택환(서울대), 홍영택(KRICT), 홍인권(단국대), 박재희(KSIEC)

 6. 학회30주년 준비위원회 10차 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2017/12/11(월) 오후 3시, 양재동 EL Tower 골드홀

- 참석자(10): 이철태, 김정돈, 문두경, 이윤식, 김상범, 홍인권, 장정식, 유복렬, 김희택, 이상국

- 안건: 학회 30주년 준비관련.

 7. 2018 춘계 학술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심상준) 1차 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2017/12/11 오후 2시 30분, 학회회의실

 8. 2017 사무 및 자산 인계인수식: 2018/1/3(수) 11:00, 학회 회의실

- 인계자: 2017 회장, 전무, 재무(김희택, 박종욱, 채호정)

- 인수자: 2018 회장, 전무, 재무(최배진, 심상준, 홍창국)

 9. 화학관련 학회 신년교류회: 1/3(수) 오후 3시, 과학기술회관 12층 SC컨벤션 아나이스홀

- 참석(존칭생략)

현임: 최배진, 문두경, 윤용승, 정순용, 조창기, 심상준, 이태규, 김진웅, 이지훈, 

     채호정, 홍창국, 주지봉, 유의상, 박세규, 유복렬, 이상국, 홍영택

고문, 평의원: 김희택, 이부섭, 이윤식, 이철태, 임선기, 장정식, 박종욱, 이규호 외 

※ 남기동 박사(화학회, 화공학회, 세라믹학회 회장 역임), 100세 기념 축하 인사 

10. ’18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 1/9(화) 15:00,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B1) 

→ 최배진 회장, 심상준 전무 참석

11. 한국공업화학회 2018년 운영과 발전을 위한 워크숍 개최 

- 참석대상: 이사, 감사, 지부장, 위원장 및 분과회장(1박 2일)

- 일정: 1/11~12(목-금), 대전 유성호텔 그랜드볼룸(B1)

12. 한국화학관련학회 연합회 소식

1) 2018년도 연합회 회장: 이철태(단국대학교, 19대 회장 역임)  ※ 공업화학회

2) 2018년도 연합회 총무: 이상국 박사(한국생산기술연구원, 현 분과회장)

3) 이사 추천: 회장/수석부회장/고문(최배진/문두경/김희택) 

4) 편집이사: 윤용승 박사(고등기술연구원, 현 부회장)

5) 편집운영이사: 박세규(광운대, 현 전망지 편집이사)

13. 외부상 추천

1) 과편협, 2018년도 학술상 수상 후보자 추천 건(11/30 마감): 없음

2) 대한민국학술원, 제63회 대한민국학술원상 수상 후보 추천(12/29 마감): 없음

3) 삼양그룹 수당재단, 수당상 후보 추천(12/31 마감): 없음

4) KIST, 송곡과학기술상 후보 추천(1/2 마감): 없음

5) 과학의 날 정부포상(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후보 추천(2017/12/27)

추천: 훈장-장경호 대표(이녹스첨단소재), 포장-이용택 교수(경희대), 

     대통령표창-이상국 박사(한국생산기술연구원)

6) 과학의 날 정부포상(장관상) 추천(2018/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 1/1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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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휘 교수(중앙대), 홍창국 교수(전남대)

14. 여성인재육성위원회 소식

- 2017 WISET, ｢신진 여성인재 발굴 및 교육 운영｣ 결과보고(11/22)

- 2017 여성과총 단체지원사업 결과보고(11/27)

15. ’18 춘계 학술대회 관련 대구 1차 사전답사 예정

- 일시 및 장소: 2018/2/12(월), 대구

- 참석예정자(6): 전무, 총무, 학술(박성영, 김재홍), 사무국(2~3)

16. 임원등기 완료(1/5, 60명),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변경(1/9), 산업통상자원부에 임원등기필 보고완료

(1/10)

17. 2018 임원수첩 제작 완료(12/24, 300개)

18. 공문, 이메일 발송 및 처리내용

- 임원 등기 서류 법무사 제출(12/29)

- 2018년도 임원워크숍 개최 안내 및 발표자료 송부 요청(12/26 마감)

- 미원상사신진과학자상 후보자 추천 및 신청안내(1/20 마감, 홈피공지 및 전체메일 발송(12/28)

- 춘계 학술대회 특별세션 구성 및 구두발표 신청 안내 홈피공지 및 전체 메일 발송(11/24, 12/30 마감)

- 춘계 구두발표 신청 안내 및 홈피 공지(11/24, 12/30 마감)

- 분과회장께, 춘계 학술대회 분과별 구두세션 구성 안내(12/13)

1차: 세션 주제 및 인원(1/4 마감), 2차: 연사섭외 및 자료 제출(1/16 마감)

- 2018년도 제1차 이사회 소집 안내(1/2)

- 2018 이사, 감사, 지부장, 위원장, 분과회장, 위촉장 이메일 발송(1/2, 122명) 

- 제15대 평의원 위촉장 이메일 발송(1/3, 225명)

- 춘계 학술대회 조직위원회 2차 회의(1/22) 소집 안내(1/8)

19. 동정

- ‘2017년도 자랑스런 KAIST 동문상’ 수상자 선정(1/13 시상식)

장경호 대표(이녹스첨단소재, 현 고문), 정진배 (주)이엔에프테크놀로지 대표(정회원, 후원사), 

김명환 LG화학 사장(배터리연구소장, 후원사) 

- 2018년 한국공학한림원 화학생명공학 신입 회원 선정(본 학회 관련 분)

신입 일반회원: 문두경(건국대, 수석부회장), 심상준(고려대, 전무이사), 

              윤제용(서울대, 연구윤리위원장), 이준혁(동진쎄미켐, 후원사)

신입 정회원: 김은경(연세대, 평의원), 김재정(서울대, 평의원)

- 김건중 교수(인하대, 현 감사) 부친상(12/29)

- 이우걸 교수(단국대, 현 분과회장) 부친상(12/9)

심의

 1. 2018 후원 협조 요청

☞ 전망지, 프로그램 북 등 특별회원사 회비를 참고(2번)하여 각 임원들이 2018년도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후원업체 물색을 협조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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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망지, 프로그램북 광고 금액 확인 건

☞ 현재는 현행대로 시행하며, 추후 관련 학회 광고료 현황을 파악하여 필요 시 인상안 검토하기로 함.

 3. 춘계 기기 및 기업 홍보 혜택 및 조건 확인 건

☞ 2018년 춘계부터 참여업체 혜택 중 숙소 제공은 하지 않기로 하며, 기타 다른 혜택은 동일하게 운

영하기로 함(아래 참조).

 4. 춘계 학술대회 시 후원 건[학술 참조]

1) 네임텍 줄 광고: 연간

☞ 우선적으로 선일아이라에서 연간 후원할 수 있게 하기로 함.

2) 에코백 광고

☞ 산업계 임원을 우선으로 하되, 부족 시 기기 참여 업체 등으로 확대하여 유치 진행하기로 함.

 5. 하계워크숍 일정 및 장소 논의[기획]

- 기간: 7/16~18(수-금), 2박 3일

- 장소: 미정

☞ 기획팀에서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기로 함.

 6. 한국화학관련학회 연합회, 전문위원회 부위원장 및 위원, 대의원 추천 건(1/26 마감)

☞ 총무⋅재정 부위원장을 전무에서 총무로 변경하여 추천하기로 함.

◎ 연합회 전문위원회 위원장

전문위원회 위원장 2018년 담당학회 비  고

총무⋅재정 최배진 한국공업화학회

기획⋅홍보 하현준 대한화학회

산학⋅협력 김철희
한국고분자학회

한국세라믹학회

학술⋅출판 김득중 한국화학공학회

- 추천(안): 총 10명(총무재정 부위원장 1인 및 각 위원회 위원 1인, 무임소 대의원 6)

연합회 직책 성  명 소  속 학회직책

1 총무⋅재정 부위원장 이태규 연세대학교 총무이사

2 기획⋅홍보 위  원 김영진 충남대학교 기획이사

3 산학⋅협력 부위원장 오경근 단국대학교 산학연협력이사

4 학술⋅출판 위  원 김주현 부경대학교 학술이사

5 대의원 무임소대의원 홍창국 전남대학교 재무이사

6 대의원 무임소대의원 이지훈 한국교통대학교 조직이사

7 대의원 무임소대의원 상병인 한양대학교 국제협력이사

8 대의원 무임소대의원 이기세 명지대학교 편집이사(국문지)

9 대의원 무임소대의원 이종휘 중앙대학교 편집이사(영문지)

10 대의원 무임소대의원 진형준 인하대학교 편집이사(전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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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학회 주관하는 모든 회의 개최 관련, 불참 시 회의결과에 대해 자동 위임 건

☞ 2015년도부터 시행한 것으로 2018년에도 회의 불참 시 회의 결과에 대해 자동 위임하는 것으로 간

주하기로 함.

 8. 제2회 이녹스학술상 수상자 선정 건[포상위]

☞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여 후보 추천, 자추 독려하기로 함.

- 상장과 상금 800만원

- 재원: (주)이녹스 후원금

- 인원: 1명

- 시상시기: 춘계총회(5/3)

- 추진 절차: 후보자추천접수(직전년 12/1~1/31), 심사 및 선정(3/31 한)

- 공업화학분야의 학술 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 수상 대상자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 국내⋅외 공업화학 분야에서 15년 이상 연구경력을 갖춘 자

나. 한국공업화학회 정회원 이상으로 최근 10년 이상 활동한 자

다. 최근 3년 이내에 우리 학회에서 수여하는 학술 또는 기술관련 수상경력이 없는 자

라. 최근 5년간 논문실적 중 논문인용지수(impact factor)가 학문분야별 상위 10% 이내 해당하는 

저널에 주저자로 게재된 논문이 15편 이상인 자

마. 과학자로서 생산성과 영향력을 평가하는 지표인 h-index가 20 이상인 자

 9. 이엔에프창의혁신상 수상자 선정 건[포상위원회]

☞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여 후보 추천, 자추 독려하기로 함.

- 고분자, 정밀화학, 콜로이드⋅계면화학 및 공업화학 유관분야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업적을 이

룬 과학자에게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

- 국내⋅외 공업화학의 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한국공업화학회 회원으로서 최근 3년 이상 활동

한 자로 시상일(5/3) 기준 만 45세~55세 이하인 자

- 상장과 상금 600만원

- 재원: (주)이엔에프테크놀로지 후원금 1,200만원 중 일부.

- 인원: 1명

- 시상시기: 춘계총회

- 추진 절차: 후보자추천접수(2/1~2/28), 심사 및 선정(3월 2일~4월 10일)

- 하기 4개의 항목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회원

1) 논문 출판: 최근 5년간 SCI(E)급 논문 출판 실적이 10편 이상.

2) 특허 등록: 국내⋅외 특허등록 실적이 10건 이상

3) 산업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산업기술이전 실적

4) 기타(학회기여도 등, 상훈을 수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10. LG 젊은 공업화학인상 수상자 선정 건[포상위]

☞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여 후보 추천, 자추 독려하기로 함.

- 국내⋅외 공업화학의 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한국공업화학회 회원으로 최근 3년 이상 활동한 

자로 시상일 기준 만 45세 이하에게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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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과 상금 500만원

- 재원: 전년도 LG화학 후원금 1,000만원 중 일부 사용

- 인원: 1명

- 시상시기: 춘계총회

- 추진 절차: 후보자추천접수(1/1~2/29), 심사 및 선정(3월 2일~4월 8일)

- 포상대상

1) 논문 출판: 최근 5년간 SCI(E)급 논문 출판 실적이 10편 이상인 자.

2) 특허 등록: 국내⋅외 특허등록 실적이 10건 이상인 자.

3) 기타 상훈을 수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11. 미원상사신진과학자상 선정 내규 개정 건

☞ 포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있었으며, 후원사의 동의를 받았음. 따라서 아래의 개

정(안)대로 승인하며, 2018년도 춘계 후보자 추천 기간이 촉박한 관계로 2017.12.28.(공지)부

터 소급적용하기로 함.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본 내규는 한국공업화학회 학회상 규정에 

따라 공업화학 분야에서 학술적으로 큰 기여를 할 

역량이 우수한 신진연구자에게 ‘미원상사신진과학

자상’을 수여함에 있어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

적이 있다. 

변경없음

제2조(수상자 자격) 본 상의 포상자는 한국공업화학회 

회원으로서 소속기관(학교, 연구소, 기업)에 부임한 

지 3년 이내인 자로 발표일 기준 만 40세 미만이며

한국공업화학회 춘⋅추계 학술대회 신진과학자 포

럼 세션에서 논문을 발표한 자들 중에서 선정한다.

제2조(수상자 자격) 본 상의 포상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한국공업화학회 정회원

2. 소속기관(학교, 연구소, 기업)에 부임한 지 3년 

이내인 자(발표일 기준)

3. 만 40세 미만인 자(발표일 기준)

4. 박사학위 수여 후 5년 이내인 자(발표일 기준)

제3조(수상자 선정) 본 상의 수상자 선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진행한다.

1. 본 상의 수상자는 춘⋅추계 학술대회 신진과학

자 포럼 세션에서 심사위원들의 평가로 2인의 수상

자를 선정한다. 

2. 심사위원의 선정 및 운영 방식은 선정 운영 내규

에 따라 진행한다.

3. 수상자는 해당 학술대회 이후 첫 번째 이사회에 

보고하고 차기 학술대회에서 시상한다.

제3조(수상자 선정) 본 상의 수상자 선정은 다음에 따

라 진행한다.

1. 본 상의 후보로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서면 심사

를 수행하여 춘⋅추계 학술대회 신진과학자 포럼 

세션에서 발표할 수상 후보자 각 10명 이내를 선정

한다.

2. 심사위원의 선정 및 심사위원회 운영 방식은 선

정 운영 내규에 따른다.

3. 선정된 수상 후보자는 춘⋅추계 학술대회 신진

과학자 포럼 세션에서 발표를 완료하면, 수상자로 

확정된다.

4. 수상자는 해당 학술대회 이후 첫 번째 이사회에 

보고하고 차기 학술대회에서 시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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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미원상사신진과학자상 선정 운영 내규 개정 건

☞ 아래의 개정(안)대로 승인함.

현  행 개정(안)

제4조(시상 및 포상내용) 포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세부사항은 포상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시상: 차기 학술대회 총회

2. 포상내용: 미원상사 신진과학자상 최우수상(상

장 및 상금 250만원), 우수상(상장)

3. 수상인원: 춘, 추계 학술대회 시 각 최우수상 2

인 및 우수상 22인 이내

4. 상금재원: 미원상사 후원 기금

5. 춘⋅추계학술대회별 신진과학자 포럼 발표 후보 

추천 및 본인 응모 기간: 춘계학술대회는 1/1~ 

1/20, 추계학술대회는 7/1~7/20로 한다.

...

2. 포상내용: 미원상사 신진과학자상(상장 및 상금 

50만원)

3. 수상인원: 춘, 추계 학술대회 시 각 10명 이내

...

제5조(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변경없음

현  행 개정(안)

제1조(심사위원 선정) 신진과학자상의 심사위원은 춘

⋅추계 학술대회 신진과학자포럼 발표일 8주전에 

각 분과회에 요청하여 심사위원 1인씩을 발표일 4

주전까지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4주전까지 추천인

이 없는 분과회는 심사 참여의사가 없는 걸로 간주

하고 재요청을 하지 않는다. 심사위원은 미원상사

에서 2인을 추천 받아 최소 총 5인 이상으로 정하

되 총 5인을 미 충족 시 포상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한다. 발표자의 추천인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심사위원의 자격: 부교수 이상, 연구소, 기업은 부

임 5년 이상 되신 분)

제1조(심사위원회 구성) 미원상사신진과학자상의 심

사위원은 춘⋅추계 학술대회 미원상사신진과학자

상 지원 신청일 후 1주 내에 각 분과회에 요청하여, 

심사위원 1인씩을 추천 받아 선정한다. 요청 후 2

주 내에 추천하지 않는 분과회는 심사 참여의사가 

없는 걸로 간주하고 재요청을 하지 않는다. 심사위

원회는 미원상사에서 추천받은 2인을 포함하여 5

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5인 미만일 경우 포상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미원상사신진과학자상 후보자

의 추천인은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심사위원의 자

격: 부교수 이상, 연구소, 기업은 부임 5년 이상 되

신 분).

...

제2조(수상자수) 신진과학자상 최우수상과 우수상 수

상자수는 다음 각호에 따라 정한다.

1. 최우수상 수상자수는 신진과학자포럼의 발표자

가 3배수(6명) 이상일 때 2명을 선정한다. 최우수

상 수상자 1인당 지원자가 3배수가 안 될 때는 해

당 수상자 선정을 차기 학술대회로 이월한다. 

2. 신진과학자포럼 발표자로 선정되어 발표를 수행

한 자 중 최우수상 수상자를 제외한 자에게는 우수

상을 시상한다. 다만, 우수상 수상자 수는 춘⋅추계

학술대회 각 22인을 초과할 수 없다.

제2조(수상자수) 미원상사신진과학자상 수상자수는 

다음에 따라 정한다.

1. 신진과학자상 수상자수는 춘⋅추계 학술대회 각 

10명 이내로 한다.

2. 1항에도 불구하고 춘계 학술대회 수상자가 10명

에 미달하는 경우, 추계 학술대회에서 추가로 선정

할 수 있다. 다만, 수상자 수는 춘⋅추계학술대회를 

합쳐 20명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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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춘계 미원상사신진과학자상 수상자 선정 건[포상위원회]

☞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여 후보자 추천 및 자추 독려하기로 함.

(상기 11번 규정 개정내용을 포함하여 변경함, 2017년 12월 20일 공지)

- 공업화학분야에서 학술적으로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우수한 신진연구자를 격려하고, 발굴하

기 위함

- 소속기관(학교, 연구소, 기업)에 부임한 지 3년 이내인 자로 발표일 기준 만 40세 미만, 박사학위 취

득 후 5년 이내인 자

- 재원: 미원상사 관계사 후원금 2,000만원 중 일부 사용

- 상장과 상금 50만원 

- 인원: 10명 이내 

- 시상: 차기 총회(※ 춘계 수상자는 추계총회에서 시상)

- 춘계 학술대회 신진과학자 포럼 세션에서 연구논문 발표한 자.

- 추천 및 응모기간: 1/1~1/20 

현  행 개정(안)

제3조(평가방법) 심사위원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신진과학자상의 심사위원들은 각 발표자들의 순

위를 그대로 역순으로 점수화하여 포상위원회에 제

출한다. 예시: 8명 지원 시 1등은 8점, 8등은 1점

2. 채점 기준은 아이디어 독창성, 아이디어 우수성, 

결과의 우수성, 파급효과를 중점으로 하고 채점기

준에 대해 발표자들에게 사전공지한다. 심사자 상

호간 순위 협의는 금지한다.

제3조(평가방법) 심사위원회의 후보자 서면 평가방법

은 다음을 따른다.

1. 심사위원들은 각 신청자들의 순위를 그대로 역

순으로 점수화하여 포상위원회에 제출한다. 

예시: 12명 지원 시 1등은 12점, 12등은 1점

2. 채점 기준은 연구의 독창성, 우수성을 중점으로 

하고, 연구성과물의 질적 평가를 반영한다.

제4조(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포상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내용 변경없음. 5조로 변경

제5조(발표) 발표 양식은 자유양식이며 발표순서는 응

모 순서의 역순으로 한다. 발표시간은 15분 발표에 

질의응답 5분으로 각각의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엄수한다. 발표자의 인원이 10명 이상일 경우는 2 

Track으로 운영한다. 총 발표자는 각 학술대회 당 

24명으로 제한하며, 발표 신청 인원이 24명을 초과

할 경우 후순위 응모자는 차기 학술대회 우선 순위

로 이월한다.

제4조(수상 후보자 발표) 발표 양식은 자유이며 발표

순서는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발표시간은 15분 

발표에 질의응답 5분으로 각각의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엄수한다.

제6조(기타) 한번 수상한 자는 재신청 불가하며 탈락

자는 재신청 가능하다. 심사위원들에게는 포상위원

회에서 정한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7조(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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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외부상 추천 

☞ 학술위원회에서 임원워크숍 자료의 연간 외부상 추천목록을 참조하여 충분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

도록 사전 추천에 신경 쓰기로 하며, 아래의 외부상에 대하여 후보 물색하기로 함. 

1)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제56차 대한민국엔지니어상 후보 추천 건(2/28 온라인 접수마감)

- 새로운 제품의 설계. 제조, 공정의 개선 및 기술개발 결과의 산업현장 적용 등을 담당하는 기업의 

생산현장 엔지니어로서 최근 3년 이내의 공적이 우수한 자

※ 특히, 여성 엔지니어의 육성과 지원, 과학기술역량강화를 위해 여성 엔지니어를 우대

- 시상인원: ’18년 5~8월 대기업 및 중소기업 우수 엔지니어, 여성엔지니어 등 10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상장 및 트로피, 상금 500만원(각 1인)

15. 2018 임원워크숍에서 보고된 각 지부, 위원회, 분과 조직 승인 건(517명)

☞ 각 지부, 위원회, 분과회에서 올린 조직(안, 517명) 승인, 조속한 시일 내에 위촉장(회장명) 이메일

로 발송하기로 함.

16. 학술대회 등록비 인상 건

☞ 학술대회 등록비가 인상(※ 2016년 인상)된 지 얼마되지 않았으며, 새로운 인상 이유에 대하여 충

분한 논의와 홍보가 없었음. 등록비 인상 건은 주요한 사항이므로 추후 재논의하기로 하며, 평의원

회의 및 총회에서 승인을 받기로 함. 따라서 금년 춘계 학술대회 등록비는 인상 없이 현행대로 진행

하기로 함.

17. 2018 국제심포지엄 개최 관련 법인 카드 1개 사용 승인 건

☞ 법인 카드 1개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하되, 학회 재무/회계 세칙 등 관련 규정에 맞추어 사용될 수 

있도록 재무이사가 관리하기로 함. 

- 생체재료분야 

- 용도: 국제심포지엄 행사 관련 경비(회의비 등)

- 담당: 박성영 학술이사(한국교통대)

- 행사 후 10일 이내 반납

18. 학술대회 시 기술세미나 운영 건

☞ 다음과 같이 춘계 학술대회 기간(5/2~4, 수-금, 대구 엑스코) 중. 5/2(수)에 아래와 같이 기술세미

나를 운영하기로 함.

☞ 기술세미나 등록비는 2건이 동일하게 하며, 학술대회 등록비와 함께 결재할 수 있도록 시스템(결제

창)을 만들기로 함. 

1) 교육위원회(위원장: 조영민, 부위원장: 최석순)

2) 생체재료분과회(분과회장: 이우걸)/콜로이드계면화학분과회(분과회장: 이상엽)

EXCO 321A (50명) 321B (50명)

위원회/분과회 교육위원회 생체재료분과회/콜로이드계면화학분과회

12:30~14:30 기술 1-1 기술2-1

14:40~16:40 기술 1-2 기술2-2

19. 지부/분과회/위원회 후원 수주 관련 건

☞ 현재 행사(심포지엄)를 할 경우는 규정에 따라 지급하며(수익금 배분 학회 : 주관팀 = 3 : 7),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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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기전시를 수주 시, 학회에서 지급하는 인센티브(산학연공로상 부상)를 지급하며,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지 않기로 함.

20. 국문지편집위원 개인 임기 조정 위촉장 발송 건

☞ 계영식 교수(육사)는 임기 시작 전에 관에 승인을 받았어야 함. 따라서 위촉장의 임기 시작일 변경 

요청에 의거하여 1월 1일부에서 3월 1일부 변경, 발행해 주기로 함. 

(현행: 2018.1.1.~2018.12.31. → 변경: 2018.3.1.~2018.12.31.)

21. 각 지부, 위원회 및 분과회에 관련 회원 정보 제공 건

☞ 개인 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법이 엄격하므로, 관련 팀에서 행사 등 홍보 요청내용들을 학회로 보내 

학회 본부에서 직접 홍보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성명과 소속 정도를 제공하기로 함.

 재무

보고사항

 1. 2018년도 회의 준비비(여비, 1/5 기준) 지급(안) 

※ 서울 방배동 학회 기준

☞ 대전지역, 강원(삼척)지역의 준비비를 보완하여 차기 이사회에 재상정하기로 함.

 학술

보고사항

▣ 2018 춘계 총회 및 학술대회 관련 일정

 1) 일시: 2018년 5월 2일(수)~5월 4일(금)

 2) 장소: 대구 엑스코

 3) 초록제출 웹 오픈: 2/6(화) 

 4) 초록제출 마감: 3/6(화) 

 5) 초록수정 제출마감: 3/13(화) 

 6) 사전등록 마감: 3/30(금) 

(단, 초록 제출을 위해 계좌이체를 이용할 경우는 오후 3시까지) 

 7) 사전답사: 1차(2월 12일), 2차(미정) 

 8) 프로그램북 광고 및 기기전시 마감: 3/30(금) 

 9) 조직위원회 회의: 12/11(2시), 1/22(4시), 3/19(2시), 3/19일은 5차 이사회 있음

10) 프로그램 소식지 게재 홍보 4/15

▣ 1차 춘계 조직위원회 결과 요약

- 일시 및 장소: 2017/12/11 14:00, 학회 회의실 

- 참석자: 심상준, 이태규, 김진웅, 이경진, 김영진, 김주현, 박성영, 최정규, 봉기완, 상병인

 1. 2018년도 학술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심상준 전무이사, 28명)

(전무, 총무, 기획, 조직, 학술, 국제협력)

 2. 2018 학술이사 업무 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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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계 학술대회(대구): 박성영(선임), 김재홍, 박호석, 임상혁, 최정규

- 추계 학술대회(제주): 김주현(선임), 김  석, 김영진, 윤순도, 목영선 

 3. 평의원회 및 임원회의/총회 개최

1) 연석회의(평의원, 이사, 감사, 지부장, 위원장 및 분과회장):

2018년 5월 2일(수) 오후 5시, 장소 미정

2) 총회: 2018년 5월 3일(목), 대구 엑스코

 4. 2018 춘계 타임 테이블

5/2(수) 평의원 회의, 엑스코 인터불고호텔

 17:00~ 춘계 평의원 및 임원회의(평의원, 이사, 감사, 지부장, 위원장, 분과회장)

5/2(수) 학술대회, EXCO

시  간 내  용 발표장소 주관팀

12:30~16:40 기술세미나 1 321 A 교육위원회

12:30~16:40 기술세미나 2 321 B 생체제료/콜로이드계면화학 분과회

5/3~5/4(목-금) 학술대회, EXCO

시  간 5/3(목) 시  간 5/4(금)

08:00~ 등  록 08:00~ 등  록

09:00~10:30 포스터발표 1 09:00~10:30 포스터발표 2

10:40~11:20

수상자 강연

(2017한국공업화학상 수상자, 

박수진 교수, 인하대)

10:40~11:20
Plenary Lecture

(서울대 김진수 교수/IBS단장)

11:20~12:10 총  회
11:20~12:30 점심/분과회의

12:10~13:20 점심/분과회의

13:20~15:20 구두세션 1 12:30~14:30 구두세션 1

15:30~17:30 구두세션 2 14:40~16:40 구두세션 2

17:40~18:40 우수논문시상식 및 경품 추첨 16:50~17:50 우수논문시상식 및 경품 추첨

 5. 영문 일정표 행사 및 세션명 변경

한  글 영문(현행) 변  경

평의원 및 임원회의 Committee Meeting General Assembly and Board Meeting

기업홍보 Corporate communication Industrial Information & Communication

우수논문상 시상 및 

경품추첨

Award for Outstanding Presentation & 

Prize Drawing
좌  동

 6. 구두세션 발표일 배정 방법

※ 기존: 춘계/추계 교차방식으로 진행

1) 2017년도와 반대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추후 세션 제목 확정 후 비슷한 주제는 겹치지 

않게 요일을 배정하기로 함 

2) 고분자와 생체재료, 환경과 고분자 세션이 겹치지 않게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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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포스터세션 발표 시간 배정

날  짜 부착완료시간 우수논문 심사시간 시상시간 비  고

1일차(목) 08:50 09:00~10:30 17:40~18:40

2일차(금) 08:50 09:00~10:30 16:50~17:50

※ 포스터발표시간 30분 이후 부착, 게시는 미발표로 간주함.

 8. 학술대회 어플리케이션 계속 진행여부 건

- 어플리케이션(App)은 활용도가 떨어지므로 2018년엔 제작하지 않기로 함.

(※ 2017년도 연간 제작비 550만원)

 9. 기업홍보세션(job fair) 운영 여부 재검토 건

- 매회 참여도가 매우 낮은 점을 고려하여 기업홍보세션을 진행하지 않기로 함.

10. 학회 첫날(5/2, 수) 기술교육세미나(Tutorial) 진행

1) 5/2 수요일 오후에 진행하며, 각 분과회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하기로 함. 춘계에는 콜로이드⋅계면

화학분과회와 생체재료분과회가 주제를 정하고 각각 연사 2인을 섭외해서 진행하기로 함(춘계 담

당: 김진웅 기획이사).

2) 추계 때는 분과회에 공모하여 진행하기로 하고, 추후 교육위원회에서 주관하여 기기분석이나 기초

교육 등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하기로 함.

11. 우수논문발표(구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구분하여 발표 진행 

- 현재 연구실당(교신저자별) 석사 1명, 박사 1명으로 제한

12. 우수논문발표상(포스터)_10편 이상 제출 시 우수논문상 1편 추천 건 진행

- 기존과 동일하게 연구실당(교신저자별) 10편 제출 시, 1편 수상(교신저자로 서치)

13. 프로그램 북 준비

1) 표지 디자인 선정

2) 초대의 글(회장) 작성: 최정규 학술이사

3) 학술대회 후기글: 박호석 학술이사

14. 초록집 인쇄 진행 확인

- 하드카피는 기본 30부만 인쇄하고, 앱(App), USB는 따로 제작하지 않고, 홈페이지에서 초록을 다운

받도록 함.

15. 학술대회 시 기기전시 참여 업체 혜택 변경

- 숙소제공은 없애고 나머지 혜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하기로 함.

16. 학술대회 명찰 목걸이 제작

1) 기존에 학회에서 제작했던 줄(사진)과 동일하게 제작하되, 기업의 후원을 받아 앞, 뒤로 기업명과 학

회명을 줄에 인쇄하기로 함. 

2) 2018년에는 명찰 제작비 견적을 확인 후 선일아이라(최배진 회장님)에게 홍보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기로 함.

(명찰 제작비를 지원받고 회사명을 줄에 인쇄, 줄두께 1 cm)

17. 학술대회 부직포 가방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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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적으로 임원(기업체)에게 안내하여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고, 신청 기업이 없을 경우 기기전시/광

고 후원업체에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기로 함.

18. 구두세션 운영 시 필독사항

1) 학회 본부에서는 연사 강연료는 따로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종일세션: 4시간, 발표자 8명-12명

세션 예상 시간: 5월 3일(목) 13:20~15:20, 15:30~17:30 

                5월 4일(금) 12:30~14:30, 14:40~16:40 

3) 발표시간은 1인당 20분~30분 (질의응답 포함)을 원칙으로 함.

4) 발표자는 박사과정 이상(산업체의 경우 동등 자격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자격은 Organizer가 판단

하기로 함.

5) 모든 연사(비회원 포함)에게 등록비는 지원하지 않음.

※ 모든 발표자(비회원 포함)는 학술대회 참가 등록비를 납부해야 함.

19. 춘계 구두세션 프로그램 구성 준비

1) 5/3(목), 수상자강연(2017한국공업화학상): 박수진 교수(인하대학교)

2) 5/4(금) 기조강연: 김진수 교수/단장(서울대 화학과/IBS), 생물공학분야

3) 분과세션

4) 위원회세션: 우수외국인연구자세션 외

5) 특별세션

6) 우수논문발표(구두-석사과정, 박사과정)(최우수상/우수상 선정)

7) 신진과학자포럼(미원상사신진과학자상 수상자)

8) 영어발표 국제세션

- 담당: 상병인 국제협력이사

- 춘계/추계 각 분야별로 국제영어 세션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함. 주제(융합분야, 나노바이오, 배

터리 등)를 정해서 해외연사 2~3인, 국내연사 2~3인을 섭외하여 영어로 세션을 진행. 학회에서 예

산(100-200만원)을 지원해주기로 함.

- 박성영 학술이사가 2018 추계 예정인 생체재료분야 국제심포지엄 행사 날짜를 최종 확인하여 상병

인 국제협력이사에게 전달해 주기로 하고, 그에 따라 추계 영어발표세션 구성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9) 기타 본부 주관 특별세션

 - 각 분과 구두세션 운영 현황을 보고 필요시 구성하기로 함.

20. 특별세션 신청 시 운영 수락 조건 

- 외부 신청 특별세션의 경우 대관료 납부에 대해 안내해드리고, 대관료를 후원하시도록 유도.

21. 춘계 학술대회 조직위원회 2차 회의 개최: 1/22(월) 16:00, 학회 회의실 

심의

 1. 춘계학술대회 기간 중, 5/2(수) 기술세미나 개최 관련 논의

☞ 기술세미나 개최 2건에 대해 승인하며, 2개의 기술세미나 등록비(일반 8만원/학생 5만원)가 동일하

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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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위원회

2) 생체재료분과회/콜로이드계면화학분과회

EXCO 321A (50명) 321B (50명)

위원회/분과회 교육위원회 생체재료분과회/콜로이드계면화학분과회

12:30~14:30 기술 1-1 기술2-1

14:40~16:40 기술 1-2 기술2-2

 국문편집
보고사항

 1. 공업화학 28권 1~6호(2017): 108편 출판완료

 2. 2018년 “공업화학” 논문 투고현황(1월 4일 현재)

- 출판대기 25편, 심사 중 9편

 3. 과총 국내학술지 지원금 결과보고(1/8)

 4. 제1차 국문지편집회의: 1월 26일(금) 16:30, 학회 회의실

 5. 2018 공업화학 편집위원(이사 제외, 19명, *신임)

계영식(육군사관학교), 김건중(인하대학교), 김동욱(육군사관학교), 김상훈(KIST), 김영민(한림대학교), 

김영운(한국화학연구원), 김영호(충남대학교), 김정원(강원대), 나현빈(명지대학교), 

박준규(시지바이오(주)), 변재철(연세대학교), 엄성현(고등기술연구원(IAE)), *윤순도(전남대),

이재광(광주과학기술원), 임영관(한국석유관리원), 전종호(한국원자력연구원), 조득희(한국화학연구원), 

최봉길(강원대학교), 하정협(평택대학교)

 영문편집
보고사항

 1. 2018 “J. Ind. Eng. Chem.” 투고된 논문 처리현황

2011/7/1~2018/01/02; Elsevier system 기준

기간 
투고 

논문 수

게재승인 

(Accepted)

게재 불가 

(Rejected)

저자수정 

(Revise)

심사 중

(Under review)
기타 

’110701-’180102 14733 3023 11047 66 386 211

2017년 3452 423 2538 46 353 92

2018년 12 0 0 0 12 0

○ 2011-2017 논문집 발행 현황

발행연도 발행권호 총권 논문수 발행연도 발행권호 총권 논문수

2011 17권 1-6호 6 145편 2014 20권 1-6호 6 610편

2012 18권 1-6호 6 350편 2015 21권-32권 12 741편

2013 19권 1-6호 6 300편 2016 33권-44권 12 415편

2017 45권-56권 12 486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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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발행분 In press 151편

No. Vol. 논문수 No. Vol. 논문수

1 57권(1/25) 50편 2 58권(2/25) 49편

 2. 편집위원(27, 이사 제외, *신임)

김동표(포항공대), 김병수(서울대), 김상도(에기원), 김승욱(고려대), 김영대(전남대), 김영조(충북대), 

김은경(연세대), 김재호(아주대), 김지만(성균관대), 김진수(경희대), 김화중(건국대), 남기석(전북대), 

류혁현(인제대), 문두경(건국대), 문성용(한양대), 심상은(인하대), 원종옥(세종대), 

윤주영(표준과학연구원), 이영관(성균관대), 전기원(KRICT), 정광덕(KIST), *정성화(경북대), 

제갈영순(경일대), 최원용(포항공대), 홍성수(부경대), 홍영택(KRICT), 황석호(단국대)

 3. 과총 국제학술지 지원금 결과보고(1/8)

 4. 2017년도 제4차 편집회의 개최: 2017/12/15, 서초원

- 토의: 최근 연구 동향과 흐름 변화에 따른 IF 변화 추이 분석 및 대응 방안 논의

심의

 1. 신임 영문지 편집이사 추가 건

☞ 영문지 편집을 맡았던 이태규 교수(연세대학교)가 총무직으로 변경됨에 따라 안익성 교수(연세대학

교)를 영입하는 것을 승인함.

 전망편집
보고사항

 1. 공업화학전망 21권 1호(2월 15일 발행)

1) 기획특집 주제: 전자피부(웨어러블 전자 소재 및 소자)(미정)

- 전자피부(E-Skin)용 유연 촉각센서 연구동향: 김도환 교수(한양대학교)

- 전자피부(E-Skin)용 유연 광센서 연구동향: 오준학 교수(포항공과대학교)

- 유기반도체 기반 유연 가스센서 연구동향: 이위형 교수(건국대학교)

-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위한 유연/신축 전극소재 연구동향: 조정호 교수(성균관대학교) 

2) 칼럼

- 칼럼: 이상은 교수(상지대학교)

- 여행칼럼: 조영민 교수(경희대학교)

- 영화칼럼: 강정원 교수(고려대학교)

3) 신진과학자 소개: 박호석 교수(성균관대학교), 오승주 교수(고려대학교)

 2. 2018 편집위원(이사 제외, 19, *연임 또는 신임)

- 편집위원: 고형림(한경대학교), 구현철((주)글랜젠), *김선회(상지대학교), 김성수(경기대학교), 

*김진일(고등기술연구원), *김희수(건설기계부품연구원), *문홍철(서울시립대학교),

*박해경(한서대학교), *성대진(현대오일뱅크), 소대섭(한KISTI), 심봉섭(인하대학교), 

오세용(서강대학교), *육경수(성균관대학교), *이봉진(신우특허법률사무소), *이창현(단국대학교),

장광석(한경대학교), *정순관(KIER), *제정호(KIST), 조영민(경희대학교)

 3. 편집회의 개최예정: 1/25(목) 17:00, 학회 회의실

 4. e-Newsletter 발간: 144호(11/24), 145호(12/15), 146호(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