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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업화학회 정관
1990. 9. 24 제정  1991. 5.     개정  1996.  2. 23 개정
1998. 9. 24 개정  2000. 9. 18 개정  2009. 12.  2 개정

2012. 12. 12 개정  2015.  2. 17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업화학에 관한 학문과 기술의 발전 및 보급을 도모하여 

공업화학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공업화학회(이하 본 회라 한다)”라 하며, 영문으로는 “The Korean Society of 

Industrial and Engineering Chemistry (약칭 KSIEC)”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1. 본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연구발표회, 강연회, 강습회, 전시회 및 교육활동 등의 개최

2) 회지 및 기타 도서의 간행

3) 학회발전에 기여한 우수한 업적의 표창 및 학술활동 장려 

4) 조사연구, 자료수집, 공익사업의 협찬과 건의 및 공업화학에 관한 자문

5) 국내외 학회와의 학술교류

6) 공업화학의 연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산학연협동

7)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사무국, 위원회, 지부 및 분과회) 본 회는 제4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국, 

위원회, 지부 및 분과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6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본 회 회원의 구분 및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공업화학 및 이와 관련된 과학 기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한다. 

1) 종신회원: 정회원 중에서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는 종신회원으로 한다.

2) 원로회원: 정회원 중에서 20년 이상 활동한 만 66세 이상의 회원 및 학회 발전을 위하여 현저하게 공헌한 회

원을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원로회원으로 추대한다.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공업화학 및 이와 관련된 과학 기술에 관한 학문을 배우고 있는 자로 

한다.

3. 명예회원: 본 회의 목적에 관하여 탁월한 공적이 있는 자 또는 본 회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로 한다. 

4. 특별회원: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그 사업수행에 협조하는 개인, 단체, 사업체 등으로 한다.

5. 단체회원: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이에 협조하는 학교, 연구소, 도서관 및 비영리 학술단체 또는 기관으로 

한다.

제7조(회원의 입회) 본 회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 양식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연회비를 납부하거나 

당해년도 춘⋅추계 학술대회에서 1회 이상 등록한 자로 한다. 

제8조(권리) 본 회의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회 이용 등의 모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정회원이 아닌 자는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9조(의무) 1. 회원은 본 회의 정관, 제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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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회의 연회비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당해년도 춘⋅추계 학술대회에서 1회 이상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자격정지 발효 후 연회비를 납부하거나 당해년도 춘⋅추계 학술대회에서 1회 이상 등록하

면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회복된다. 

제10조(탈퇴) 본 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본인 사망도 탈퇴로 간주한다. 다만 납입된 회비 등은 반환하

지 아니한다. 

제11조(제명) 본 회의 회원 중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명예와 권익을 손상시켰을 때

2.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본 회에 대한 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제 3 장  임    원

제12조(임원의 구성 및 정수)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1) 회장 1인

2) 부회장 약간 명(수석 부회장 1인 포함)

3) 전무이사 1인

4) 총무이사 1인

5) 이사 9인 이상 60인 이내(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및 총무이사 포함)

2. 감사 2인

3.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상근임원(부회장 또는 이사)을 둘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임기) 1. 회장과 수석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없다. 

2.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3.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의 임원 선출 시까지 그 임무를 행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6개

월을 초과할 수 없다.

5.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6. 회장 유고 시에는 수석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수석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경우

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한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임원의 선임 및 해임) 1. 수석 부회장은 회장의 임기만료 후 자동으로 후임회장이 된다.

2. 이사회 내에 수석 부회장 추천위원회를 두어 차기 수석 부회장을 추천한다.

3. 상근임원을 제외한 임원은 수석 부회장, 차기 수석 부회장 내정자 및 총무이사가 정회원 중에서 선정하여 이사

회에 추천하고, 이사회와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임하여 감독기관에 보고한다.

4. 상근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기관에 보고한다.

5. 임원의 결원 발생 시에는 후임을 선임하지 않는 것으로 하되, 회장, 수석 부회장, 전무이사, 총무이사 및 감사

는 이사회의 결의로 후임을 선임하고 차기 총회에서 추인을 받는 것으로 한다.

6. 임기 중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와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감독기관에 보고한다.

제15조(임원의 자격 제한)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 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전항의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할 때에는 그 임원은 자연 자격상실 된다.



http://www.ksiec.or.kr

114  공업화학 전망, 제21권 제1호, 2018

3. 전항의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및 평의원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2. 수석 부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는 본 회의 재산과 업무집행 사항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 및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감사는 전항의 감사결과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여 이를 보고한다. 

6. 상근임원은 회장을 보좌하며, 본 회의 일상 업무를 집행한다.

제17조(임원의 보수) 1. 본 회의 임원은 상근임원을 제외하고 무보수로 한다. 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인 업무 

집행을 위한 경우에는 여비 및 기타 실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상근임원의 급여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4 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1. 총회는 평의원회의 제청을 받아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3) 전년도 결산 추인

4) 임원의 선임 및 해임

5) 본 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 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으로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2. 전항의 각 호 중 1)호 및 5)호는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총회소집 및 절차)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할 때

2)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3) 평의원 1/3 이상 또는 정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4) 제16조 5항의 사유로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회장은 적어도 총회 소집일 7일 전에 회의 목적,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이를 각 정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동 회지에 공고, 혹은 인터넷 전자 우편을 통해서 소집한다.

제21조(총회의 의결방법) 1. 총회는 정회원 1/25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되어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

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2. 해산, 통합 등 특히 중요한 사항의 의결은 정회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본 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3조(총회 의사록) 총회의 의사록은 이사회 확인 후 의장의 서명날인을 받아 본 회에서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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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평 의 원 회

제24조(평의원회의 구성) 본 학회의 운영에 대한 회원들의 의사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평의원회

는 다음에 해당하는 후보자 중 총회에서 선임된 자로 구성하되 300인 이내로 한다. 

1. 각 지부, 위원회, 분과회에서 추천하는 정회원

2.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정회원 

제25조(평의원의 의무 및 임기) 평의원은 임기동안 소정의 평의원 회비를 납부해야 하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며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선하지 아니한다. 

제26조(평의원회의 의결사항) 평의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여 총회에 제청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결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제27조(평의원회의 소집) 평의원회는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할 때 회장이 회의 7일 전까지 그 목적 사항을 기재한 통

지서를 발송하거나 인터넷 전자 우편을 통해서 소집한다. 

1.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2. 평의원 1/3 이상 또는 정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제28조(평의원회의 의결방법) 평의원회는 평의원 수의 1/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29조(평의원회의 의사록) 평의원회의 의사록은 이사회 확인 후 의장의 서명날인을 받아 본 회에서 보관한다. 

제 6 장  이 사 회

제30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정관 제12조 1항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31조(이사회 의결사항) 1.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 회의 사업운영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매 사업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의 편성 및 의결

3)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4) 전년도 결산 의결

5) 총회에 부의할 사항

6) 지부장, 위원장, 분과회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8) 회비 부과에 관한 사항

9) 상근 임원의 선임 및 해임

10) 회원의 시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1) 기타 본 회 운영상 중요한 사항 

제32조(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다음의 경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회계연도 초에 이사회에서 정한 정기 이사회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4) 제16조 5항의 사유로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각 이사에게 7일 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때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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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서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3. 회장은 필요할 경우 축소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축소 이사회는 회장단, 전무이사 및 총무이사로 구성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토의 안건에 관련된 이사를 참석시킬 수 있다. 단, 의결사항은 정규이사회에 

보고하여 인준을 받는다. 

제33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제32조 1항 3)호 및 4)호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회장은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회장이 회의 소집을 7일 이상 기피함으로써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경우

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으며, 출석이사 중 최고 연장자의 사회 하에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34조(이사회 의결방법) 1. 이사회는 감사를 제외한 재적이사 구성원 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원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이사회 구성원이 우편(전자우편 포함)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성원을 위한 출석으로 간주한다. 미리 통

지된 안건은 출석이사 과반 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정관 및 규정의 개정 또는 통지하지 않은 안건에 대하여는 출석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5조(이사회 서면결의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로 할 수 없다.

제36조(이사회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은 이사회 확인 후 의장의 서명날인을 받아 본 회에서 보관한다. 

제 7 장  기    구

제37조(기구) 본 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서와 직원을 둔다. 

제38조(직제 및 정원) 본 회의 직제 및 정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39조(직원의 임면, 복무규정, 보수, 기타 처우 및 운영)

1. 직원은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2. 직원의 복무규정, 보수, 기타 처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장  재산 및 회계

제40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를 따른다. 

제41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재산에서 생기는 손익,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42조(회비부과징수) 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43조(예산 및 결산) 1. 본 회는 매 회계년도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본 회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기관에 보

고하고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1) 수지 결산서

2) 대차대조표

3) 감사 의견서

4) 잉여금 처분계산서 

제44조(잉여금의 배분) 매년도 잉여금은 결손을 보전하고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처분한다. 

제 9 장  통합, 해산 및 청산

제45조(통합 및 해산) 본 회를 통합 및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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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6조(청산) 1. 해산할 경우 본 회의 청산인은 이사들로 하며 대표청산인은 회장으로 한다.

2. 본 회의 청산 감사는 현재 감사로 한다.

3. 본 회의 청산 시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일 목적을 가진 유사단체에 기증한다.

제 10 장  보    칙

제47조(제규정) 본 정관으로 정한 이외의 필요한 운영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48조(정관개정) 본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34조 2항에 의한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출석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9조(보고사항) 1.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수지결산,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3) 위탁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4)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양도, 교환, 담보, 기채 등 주요 자산이 증감될 경우

6) 사고에 대한 감사의 보고 

제50조(공고사항 및 방법) 1.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지에 공고하고 시행한다. 

1) 본 회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결정한 사항 

제51조(민법준용)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제3장 법인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정관은 감독기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본 정관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경과조치) 본 정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경과조치) 본 정관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평의원 선임 규정
2007. 10. 22 제정  2009. 12. 2 개정  2013. 7. 1 개정

제1조 평의원의수는 학회 정관에 의거 300명 이내로 한다.

제2조 평의원의 구성은 산업체회원이 전체 평의원 수의 10% 내외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평의원의 자격은 선임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인 회원에 한한다.

제4조 평의원은 각지부별로 적절하게 분포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평의원은 학회임원, 위원장 및 지부장, 분과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6조 다음의 경우에는 차기 평의원 선임 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2회 연속해서 평의원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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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회원 규정
2009.  3.  2 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회 발전에 기여한 원로회원들을 우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자격) 원로회원의 자격은 20년 이상 학회 회원으로 활동하여 학회 발전에 공헌한 만 66세 이상의 회원으로 한

다. 다만,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현저하게 공헌한 회원에 대하여는 자격의 연한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추대) 원로회원은 제2조의 자격을 가진 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제4조(혜택) 원로회원은 연회비와 학회의 각종 행사 참가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제5조(역할) ① 원로회원은 정회원의 신분을 유지한다. ② 원로회원은 년 1회 학회의 제반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학회업무에 대하여 조언을 할 수 있다.

한국공업화학회 학회상 규정
2011. 11. 26 제정  2013.  7.  1 개정  2014.  6. 16 개정  2015.  3. 23 개정
2015.  9.  7 개정  2016.  2. 22 개정  2017.  2.  6 개정  2017.  7. 10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4조 제3항에 의거하여 학회상의 수여절차를 정한다. 

제2조(종류) 학회상에는 공로상, 논문상, 대주기술상, 대주산학연협력상, 대주학술상, 우수논문발표상, 우수지부상, 우

수분과회상, 한국공업화학상, LG젊은공업화학인상, 학회발전상, Best Paper Award, 동남합성이의갑회장상, 경

인양행김동길회장상, 미원상사신진과학자상, 이엔에프창의혁신상, 산학연공로상 및 이녹스학술상을 둔다. 

제3조(내용)

1. 공로상은 본 학회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회원에게 수여한다.

2. 논문상은 공업화학회지 국문지 “공업화학”에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정회원에게 수여한다. 

3. 대주기술상은 공업화학 발전에 획기적인 공적을 이룩한 산업계에 종사하는 회원에게 수여한다. 

4. 대주산학연협력상은 공업화학 산업의 발전에 획기적인 공적을 이룩한 학계 및 연구계에 종사하는 회원에게 수

여한다.

5. 대주학술상은 공업화학회에서 발간되는 SCI(E)급 학회지(현재는 영문지 “Journal of Industrial and 

Engineering Chemistry”)에 게재된 우수한 논문을 최근 4년간(수상 년도 포함) 출간된 SCI(E) 학술지 논문

(JIEC 포함)에 최다 인용을 한 정회원 중에서 선정하여 수여한다. 단, 인용 논문의 범위는 자⋅타 논문에 관계

없이 수상년도 포함 최근 4년간 발표된 논문으로 한정한다.

6. 우수논문발표상은 구두 및 포스터 발표 논문 우수자 중에서 선정하여 수여한다.

7. 우수지부상은 지부의 발전과 총회 및 학술대회의 참가를 독려하기 위하여 학회활동이 우수한 지부에 공로상

을 선정하여 수여한다. 

8. 우수분과회상은 분과회의 발전과 총회 및 학술대회의 참가를 독려하기 위하여 학회활동이 우수한 분과회에 

공로상을 선정하여 수여한다.

9. 한국공업화학상은 국내⋅외 공업화학의 발전 및 연구 활동에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10. LG젊은공업화학인상은 공업화학 분야에서 학술적으로 탁월한 업적을 이룬 만 45세 이하의 젊은 과학자로서 

국내⋅외 공업화학의 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한국공업화학회 회원에게 수여한다.

11. 학회발전상은 본 학회의 발전에 공헌한 임원 중에서 선정하여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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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Best Paper Award는 공업화학회에서 발간되는 SCI(E)급 학회지 (현재는 영문지 “Journal of Industrial and 

Engineering Chemistry(JIEC)”)에 게재된 우수한 논문 으로서 기준 연도(수상 연도의 전 연도) 이전 2년간 

JIEC에 게재된 논문 중 기준 연도(1년 동안)에 인용 횟수가 많은 특정 논문을 대상으로 선정 내규에 의해 교

신저자인 회원 중에서 선정하여 수여한다. 

13. 동남합성이의갑회장상은 국내 공업화학의 콜로이드 및 계면화학 발전에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회원에게 수

여한다.

14. 경인양행김동길회장상은 국내 공업화학의 유기합성 발전에 공이 많은 회원에게 수여한다.

15. 미원상사신진과학자상은 공업화학 분야에서 학술적으로 큰 기여를 할 역량이 우수한 신진연구자로서 한국공

업화학회 춘⋅추계 학술대회 신진과학자 포럼 세션에서 논문을 발표한 자를 대상으로 선정 내규에 의해 선

정하여 수여한다.

16. 이엔에프창의혁신상은 고분자, 정밀화학, 콜로이드계면화학 및 공업화학 유관분야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업적을 이룬 자를 대상으로 선정 내규에 의해 선정하여 수여한다.

17. 산학연공로상은 공업화학회에서 발간되는 SCI(E)급 학회지에 게재된 우수한 논문을 SCI(E) 학술지에 다수 

인용한 자, 광고, 후원금 및 홍보부스 유치자, 그리고 학술대회 기간에 국⋅내외 특별 프로그램 운영자를 대

상으로 선정 내규에 의해 선정하여 수여한다.

18. 이녹스학술상은 공업화학 분야에서 학술적으로 탁월한 업적을 이룬 연구자를 선정 내규에 의해 선정하여 수

여한다. 

제4조(선정방법) 수상자는 당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정하

며 이사회에서 확정한다. 

제5조(선정위원회) 학회상 수상자의 선정위원회는 각각 다음 위원회가 된다.

1. 공로상: 이사회(위원장: 조직이사)

2. 논문상: 공업화학회 국문지 편집위원회(위원장: 공업화학회 국문지 편집위원회 위원장) 

3. 대주기술상 및 대주산학연협력상: 산학연협력위원회(위원장: 산학연협력위원회 위원장)

4. 대주 학술상: 공업화학회 영문지 편집위원회(위원장: 공업화학회 영문지 편집위원회 위원장) 

5. 우수논문발표상: 학술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학술대회 조직위원장)

6. 우수지부상 및 우수분과회상: 이사회(위원장: 조직이사)

7. 한국공업화학상 및 LG젊은공업화학인상: 포상위원회(위원장: 포상위원회 위원장)

8. 학회발전상: 이사회(위원장: 전무이사)

9. Best Paper Award: 공업화학회 영문지 편집위원회(위원장: 공업화학회 영문지 편집위원회 위원장)

10. 동남합성이의갑회장상: 추천위원회(위원장: 콜로이드⋅계면화학분과회장)

11. 경인양행김동길회장상: 추천위원회(위원장: 정밀화학분과회장)

12. 미원상사신진과학자상: 선정 운영 내규에 의한 심사위원회(위원장: 포상위원회위원장)

13. 이엔에프창의혁신상: 포상위원회(위원장: 포상위원회 위원장)

14. 산학연공로상: 선정 내규에 의한 추천위원회(위원장: 선정 내규에 의한 추천위원장)

15. 이녹스학술상: 포상위원회 (위원장: 포상위원회 위원장)

부    칙

1.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5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6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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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규정은 2017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17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경인양행김동길회장상 선정 내규
2013.  8. 19 제정  2017.  3. 27 개정

제1조(목적) 본 내규의 목적은 한국공업화학회 학회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 경인양행김동길회장상 수상자를 선정하

는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제2조(추천위원회) 정밀화학분과회에서 추천한 5인 이내의 추천위원과 (주)경인양행에서 추천한 2인 이내의 추천위원

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장은 정밀화학분과회장이 된다.

제3조(수상자의 자격) 본 상의 수상자는 한국공업화학의 유기합성발전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한국공업화학회의 회원

으로 한다.

제4조(수상자의 결정) 매년 8월 추천위원회에서 선정된 수상예정자를 이사회에서 의결하며, 한국공업화학회 추계총회

에서 시상한다.

제5조(상금운용) (주)경인양행에서 2013년부터 향후 3년간 공업화학회에 기증하기로 한 발전기금 중 일부를 본 학술

상 상금으로 운용하며 그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공로상 선정 내규
1999.  6. 13 제정  2001.  3.  5 개정

2006.  4. 17 개정  2017.  3. 27 개정

제1조(목적) 본 내규의 목적은 한국공업화학회 학회상 규정에 의거 공로상 수상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제2조(추천위원회 구성) 이사들이 추천위원이 되며 조직이사가 추천위원장이 된다.

제3조(자료의 준비) 선정을 위한 자료는 조직이사가 준비한다.

제4조(선정방법) 본 학회의 발전에 공헌한 회장, 이사, 제위원장, 분과위원장, 지부장, 지부임원, 평의원 및 편집위원

들에게, 다음의 각 항에 따른 기준에 의거 300점에 이른 경우 평가하여 수상후보자를 추천한다.

1. 매 전년도까지의 직무와 재임기간에 따라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라 연차별 가중 평가한다.

경 력 재직연수 점    수 비    고

회 장 재 직 1년 300

이 사 재 직 1년 150

제 위 원 장 1년 50

분 과 위 원 장 1년 50

지 부 장 1년 50

지 부 임 원 1년 30

평 의 원 (지부일반이사*) 1년 10

편 집 위 원 1년 30

     * 지부일반이사 : 평의원, 평이사, 이사,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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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한다.

3. 공로상 혹은 공로패의 재 시상은 학회의 공로에 따라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결정한다. 

논문상 선정 내규
1999.  3.  8 제정  2000.  9. 26 개정  2003.  7.  7 개정

2006.  4. 17 개정  2009.  5. 11 개정  2011.  9. 26 개정

2012. 11. 26 개정  2016.  3. 28 개정  2017.  3. 27 개정

제1조(목적) 본 내규의 목적은 한국공업화학회 학회상에 의거한 논문상 수상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제2조(추천위원회 구성) 국문지 편집위원회 위원이 추천위원이 되며 그 위원장은 국문지 편집위원장이 된다.

제3조(자료의 준비) 선정을 위한 자료는 공업화학회 해당 발간회지(국문지)의 편집이사가 준비한다.

제4조(선정방법) 공업화학회지 국문지 “공업화학”에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정회원 중에서 다음의 평가방법에 의해 수

상후보자를 추천한다.

1. 수상자격요건: 

① 수상년도 이전 3년간 총 6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사람에 한한다.

② 수상년도 이전 3년간 수상한 자는 수상후보자에서 제외한다.      

③ 동점자 발생 시 동일기간 투고 논문수가 많은 후보자를 수상후보자로 한다.  

2. 수상년도 이전 3년간 “공업화학(ACE)”에 게재된 논문 편수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연차별로 점수를 부여한다. 

    

년  수 점수

전년도 

전전년도

전전전년도

5

3

1

저자수에 따른 가중평가 기준은 다음의 표에 따른다.

    

저자수 가중치(%)

주저자

2

3

4인 이상

100

 70

 50

 30

가중치를 반영한 총점을 ‘논문발표실적 점수’라 한다.

3. 본 학회지에 발표된 회원의 논문이 SCI(E)급 학술지에 인용된 횟수(Number of Cited)를 다음의 방식에 의해 

‘인용된 점수’로 산출한다.    

인용된 점수 = 수상년도 이전 3년간 인용된 횟수× 5점  

4. 본 학회지에 발표된 타인의 논문을 SCI(E)급 학술지에 인용한 횟수(Number of Citing)를 다음의 방식에 의해 

‘인용한 점수’로 산출한다.  

인용한 점수 : 수상년도 이전 3년간 인용한 횟수 × 5점  

5. 최종 평가점수는 (논문발표실적 점수) + (인용된 점수) + (인용한 점수)로 산출한다.

제5조(승인)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한 결격사유 및 학회발전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는다.  

부    칙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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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기술상 선정 내규
1999.  3.  8 제정  2003.  7.  7 개정  2012. 11. 26 개정

2015.  9. 21 개정  2017.  3. 27 개정

제1조(목적) 본 내규의 목적은 한국공업화학회 학회상 규정에 의거한 기술상 후보자를 선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하는 절

차를 정하는 것이다.

제2조(선정위원회) 산학연협력위원회 위원이 선정위원이 되며 그 위원장은 산학연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제3조(수상신청) 수상 후보자는 산업계 종사자인 회원으로 다음 서류를 본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상후보자의 기관장 추천서 1부 또는 본 학회 종신회원 2인의 추천서 각 1부

2. 이력서 및 업적목록 1부

3. 업적 요약서(A4 용지 1매) 1부

4. 업적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제4조(선정방법) 공업화학 발전에 획기적인 공적을 이룩한 업적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

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후보자 2명을 선정한다.

제5조(인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2명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여 본 학회에 대한 기여도(학회임원 역임 또는 재

직시의 학회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다.

대주산학연협력상 선정 내규
2014.  2. 10 제정  2015.  9. 21 개정  2017.  3. 27 개정 

제1조(목적) 본 내규의 목적은 한국공업화학회 학회상 규정에 의거한 협력상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는 절차를 정하

는 것이다. 

제2조(선정위원회) 산학연협력위원회 위원이 선정위원이 되며, 그 위원장은 산학연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제3조(수상 신청) 수상 후보자는 학계, 연구계 종사자인 회원으로 다음 서류를 본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상 후보자의 기관장 추천서 1부 또는 본 학회의 종신회원 2인의 추천서 각 1부

2. 이력서 및 업적목록 1부

3. 업적 요약서(A4용지 1매) 1부 

4. 업적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제4조(선정방법) 산학연 협력 발전에 획기적인 공적을 이룩한 업적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위임 포함)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후보자 1명 이상을 선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한다. 

제5조(인준) 이사회는 추천된 1인 이상의 후보자를 본 학회에 대한 기여도(학회 임원 역임 또는 재직시의 학회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다. 

대주학술상 선정 내규
2003.  7.  7 제정  2006. 4.  3 개정  2007.  2. 12 개정

2010.  9. 13 개정  2011. 2. 14 개정  2012. 11. 26 개정

2013.  9. 23 개정  2015.  3. 23 개정  2017.  3. 27 개정

제1조(목적) 본 내규의 목적은 한국공업화학회 학회상 규정에 의거한 학술상 수상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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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추천위원회 구성) 공업화학회 영문지 편집위원이 추천위원이 되며 그 위원장은 공업화학회 영문지 편집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제3조(자료의 준비) 선정을 위한 자료는 공업화학회 해당 발간회지(SCI급 등재지(현재는 영문지))의 편집이사가 준비

한다.  

제4조(선정방법) 공업화학회에서 발간되는 SCI급 학회지(현재는 영문지 “Journal of Industrial and Engineering 

Chemistry”)에 게재된 우수한 논문을 JIEC 포함 SCI(E) 학술지에 인용을 한 정회원 중에서 다음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수상자를 추천한다.

1. 회원의 수상년도 포함 최근 4년간 SCI(E) 논문을 바탕으로 자⋅타 논문에 관계없이 수상년도의 수상년도 포

함 최근 4년간에 출간된 해당 학회지의 논문을 본 학회지(JIEC) 포함 SCI(E) 학회지에 교신저자로 최다 인

용한 자. 단 BPA 수상 대상자인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2. 수상후보자 선정시 본 대주학술상 기수상자는 수상년도 포함 4년간 다시 수상할 수 없다. 

3.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한 결적사유 및 학회발전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승

인한다.

제5조(상금운용) 대주전자재료주식회사에서 2004년부터 공업화학회에 기증한 기금 중 일부를 본 학술상 상금으로 운

용하며 그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동남합성이의갑회장상 선정 내규
2013. 7. 1 제정  2017.  3. 27 개정

제1조(목적) 본 내규의 목적은 한국공업화학회 학회상 규정에 의거한 동남합성이의갑회장상 수상자를 선정하는 절차

를 정하는 것이다.

제2조(추천위원회) 콜로이드⋅계면화학분과회에서 추천한 5인 이내의 추천위원과 (주)동남합성에서 추천한 2인 이내

의 추천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장은 콜로이드⋅계면화학분과회장이 된다.

제3조(수상자의 자격) 본 상의 수상자는 한국공업화학의 콜로이드 및 계면화학 발전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한국공업

화학회의 회원으로 한다.

제4조(수상자의 결정) 매년 7월 추천위원회에서 선정된 수상예정자를 이사회에서 의결하며, 한국공업화학회 추계총회

에서 시상한다.

제5조(상금운용) (주)동남합성에서 2013년부터 향후 10년간 공업화학회에 기증하기로 한 발전기금 중 일부를 본 학

술상 상금으로 운용하며 그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미원상사신진과학자상 선정 내규
2016.  2.  1 제정  2016.  4. 11 일부개정  2016.  8. 29 일부개정  

2017.  3. 13 일부개정  2018.  1. 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본 내규는 한국공업화학회 학회상 규정에 따라 공업화학 분야에서 학술적으로 큰 기여를 할 역량이 우수

한 신진연구자에게 ‘미원상사신진과학자상’을 수여함에 있어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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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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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 40세 미만인 자(발표일 기준)

4. 박사학위 수여 후 5년 이내인 자(발표일 기준)

제3조(수상자 선정) 본 상의 수상자 선정은 다음에 따라 진행한다.

1. 본 상의 후보로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서면 심사를 수행하여 춘⋅추계 학술대회 신진과학자 포럼 세션에서 

발표할 수상 후보자 각 10명 이내를 선정한다.

2. 심사위원의 선정 및 심사위원회 운영 방식은 선정 운영 내규에 따른다.

3. 선정된 수상 후보자는 춘⋅추계 학술대회 신진과학자 포럼 세션에서 발표를 완료하면, 수상자로 확정된다.

4. 수상자는 해당 학술대회 이후 첫 번째 이사회에 보고하고 차기 학술대회에서 시상한다.

제4조(시상 및 포상내용) 포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세부사항은 포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시    상 : 차기 학술대회 총회

2. 포상내용 : 미원상사신진과학자상(상장 및 상금 50만원)

3. 수상인원 : 춘, 추계 학술대회 시 각 10명 이내

4. 상금재원 : 미원상사 후원 기금

5. 춘⋅추계학술대회별 신진과학자 포럼 발표 후보 추천 및 본인 응모 기간 : 춘계학술대회는 1/1~1/20, 추계

학술대회는 7/1~7/20로 한다.

제5조(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미원상사신진과학자상 선정 운영 내규

2016.  2.  1 제정  2016.  8. 29 일부개정  2017.  3. 13 일부개정  2018.  1. 12 일부개정

  

제1조(심사위원회 구성) 미원상사신진과학자상의 심사위원은 춘⋅추계 학술대회 미원상사신진과학자상 지원 신청일 

후 1주 내에 각 분과회에 요청하여, 심사위원 1인씩을 추천 받아 선정한다. 요청 후 2주 내에 추천하지 않는 분

과회는 심사 참여의사가 없는 걸로 간주하고 재요청을 하지 않는다. 심사위원회는 미원상사에서 추천받은 2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5인 미만일 경우 포상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미원상사신진과학자상 후보자

의 추천인은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심사위원의 자격: 부교수 이상, 연구소, 기업은 부임 5년 이상 되신 분).

제2조(수상자수) 미원상사신진과학자상 수상자수는 다음에 따라 정한다.

1. 수상자수는 춘⋅추계 학술대회 각 10명 이내로 한다.

2. 1항에도 불구하고 춘계 학술대회 수상자가 10명에 미달하는 경우, 추계 학술대회에서 추가로 선정할 수 있

다. 다만, 수상자 수는 춘⋅추계학술대회를 합쳐 20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평가방법) 심사위원회의 후보자 서면 평가방법은 다음을 따른다.

1. 심사위원들은 각 신청자들의 순위를 그대로 역순으로 점수화하여 포상위원회에 제출한다. 

예시 : 12명 지원 시 1등은 12점, 12등은 1점

2. 채점 기준은 연구의 독창성, 우수성을 중점으로 하고, 연구성과물의 질적 평가를 반영한다.

제4조(수상 후보자 발표) 발표 양식은 자유이며 발표순서는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발표시간은 15분 발표에 질의응

답 5분으로 각각의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엄수한다. 

제5조(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포상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기타) 한번 수상한 자는 재신청 불가하며 탈락자는 재신청 가능하다. 심사위원들에게는 포상위원회에서 정한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7조(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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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녹스학술상 선정 내규

2017.  7. 10 개정

제1조(목적) 본 내규는 한국공업화학회 학회상 규정에 의거하여 공업화학분야에서 학술적으로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회원에게 이녹스학술상을 수여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수상자 자격) 공업화학분야의 학술 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 수상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국내⋅외 공업화학 분야에서 15년 이상 연구경력을 갖춘 자

2. 한국공업화학회 정회원 이상으로 최근 10년 이상 활동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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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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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게재된 논문이 15편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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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수상후보 심사) 심사 대상자는 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서류에 고의에 의

한 오류가 있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수상 후에도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녹스학술상 추천서(신청서): 별지 서식 1

2. 최근 5년 SCI 논문 및 생애 대표 논문 10편 실적: 별지 서식 2

3. 본인의 h-index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4조(수상자 선정) 한국공업화학회 학회상 규정 제5조에 따라 구성된 포상위원회에서 학술적 업적을 심사하고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제5조(포상 내용) 포상 및 시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추가적인 보상은 포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포상 내용: 상장 및 상금 8백만원

2. 상금 재원: (주)이녹스 후원 기금

3. 포상 시기: 춘계 총회

4. 추진 절차: 후보자추천 접수(직전년 12/1~1/31), 심사 및 선정(3월 31일 한)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내규 제5조 4호에도 불구하고 2017년에 시행되는 최초 포상 시기는 추계 총회로 하며 이를 위한 

추진 절차는 포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이엔에프창의혁신상 선정 내규

2016.  4. 11 제정  2017.  3. 27 개정

제1조(목적) 본 내규는 한국공업화학회 학회상 규정에 의거하여 고분자, 정밀화학, 콜로이드계면화학 및 공업화학 유

관분야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업적을 이룬 과학자에게 ENF테크놀로지 창의혁신상을 수여함에 있어 세부사

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포상자 자격) 본 상의 포상자는 최근 3년 이상 한국공업화학회 회원으로 활동한 자로서 시상일 기준 만 45세 

이상이고 한국공업화학회 회원으로서 국내외 공업화학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면서 향후 더 기여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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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한국공업화학회 회원에게 수여한다.

포상자는 다음 각 호 항목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공업화학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 이를 

심사하여 시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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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특허 등록: 국내외 특허등록 실적이 10건 이상인 자.

3. 기타 상훈을 수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3조(포상자 선정) 포상 1차 추천은 고분자분과, 정밀화학분과, 콜로이드⋅계면화학분과에서 각 분과회장이 1~3인

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일반 회원 및 포상위원회 위원도 별도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학회상 규정 

제5조에서 정한 위원장과 선정위원으로 구성된 포상위원회에서 수상 후보자를 심의하고 최종 수상 후보자를 이

사회에 추천하여 학회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제4조(포상내용) 포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세부사항은 포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

할 수 있다.

1. 시상: 상장

2. 부상: 총 1인(시상금 6백만원)

3. 포상 시기: 춘계 총회(단, 후보자 1차 추천 이전에 상금 재원이 확보된 경우에 한함)

4. 추진 절차: 후보자 추천 접수(매년 1-2월 중), 심사 및 선정(춘계총회 이전)

제5조(후원재원) 상금 재원은 (주)이엔에프테크놀로지의 년 1200만원 후원 중 시상금 6백만원을 사용한다.

제6조(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우수논문발표상 운영 규정
2002.  7. 22 제정  2014.  4.  7 개정  2015.  9.  7 개정  

2017.  3. 27 개정  2017.  6. 12 개정  2017. 11. 27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의 목적은 한국공업화학회 회원들의 활발한 연구를 장려하고 미래 한국공업화학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국공업화학회상(이하 학회상) 규정에 의거하여 우수논문발표상(구두, 

포스터) 신청, 후보 선정 및 이사회 추천을 위한 운영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제2조(신청) 우수논문발표상(구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지도교수나 연구책임자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단, 우수논문발표상(포스터)은 별도의 신청을 받지 않고 모든 포스터 발표를 심사 대상으로 한다.

제3조(신청자의 구비서류 및 제출처) 우수논문발표상(구두)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신청자의 구비서류를 한국공

업화학회에 제출한다.

1. 지도교수나 연구책임자의 추천서 각 1통

제4조(선정위원회 구성)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학술위원장으로 하고 조직이사를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5조(선정 자료의 준비) 선정을 위한 자료는 학술이사가 준비한다.

제6조(구두발표 수상후보선정) 선정위원회는 우수논문발표상(구두) 후보들의 논문초록에 대한 예비심사를 통하여 학

술발표대회 전에 발표후보자를 선정한 후, 그 결과를 본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7조(수상자 선정) 선정위원회 위원들은 학술발표대회에서 수상후보자들의 발표내용과 질의 응답을 통해 수상후보

자들을 평가하고, 한국공업화학회상 규정에 따라 수상자를 확정한다.

1. 구두발표 논문에 대해서는 최우수논문상(구두)과 우수논문상(구두) 수상자를 선정한다. 

2. 포스터발표 논문에 대해서는 각 분과별 심사위원에 의해 평가한 후 선정위원회에 추천하고 선정위원회는 추천 

서류를 평가하여 우수논문상(포스터) 수상자를 선정한다. 

제8조(상의 규모) 본 상은 상장과 부상으로 하고 시상은 해당 발표대회 중 실시한다. 선정위원회는 발표논문의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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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고려하여 수상자수를 결정하고 부상을 차등지급할 수 있다. 

1. 최우수논문상 및 우수논문상(구두, 포스터)은 상장과 소정의 부상을 시상할 수 있다.

2. 최우수논문상 및 우수논문상(구두, 포스터)의 부상과 수상인원은 “학술대회 조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4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5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7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17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17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우수분과회상 시상 내규
2015.  2.  9 제정  2017.  3. 27 개정

제1조(목적) 본 내규의 목적은 한국공업화학회 학회상에 의거하여 분과회의 발전과 총회 및 학술대회의 참가를 독려하

기 위하여 학회활동이 우수한 분과회에 공로상(패, 부상)을 선정하는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제2조(추천위원회 구성) 이사들이 추천위원이 되며 조직이사가 추천위원장이 된다.

제3조(자료의 준비) 선정을 위한 자료는 조직이사가 준비한다.

제4조(선정방법)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분과회 총회원 중 춘⋅추계 학술발표회에 발표한 논문편수를 고려하여 다음

에 의거하여 수상을 추천한다.

1. 분과회의 춘⋅추계 학술대회 발표 논문건수(15%)와 전년도 대비 증가율(85%)을 감안하여 우수상을 추천한다. 

[계산식: (총 논문건수) × 0.15 + (전년도 대비 증가율, %값) × 0.85]

2.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분과회에 대한 최종결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한다.

제5조(시상) 부상은 상금 100만원으로 하고 분과회장에게 수여한다.

제6조(기타) 당해 년도에 학술활동이 활발하고 기타 학회의 발전을 위해 공을 세워 특별히 수상할 필요가 있는 분과회

가 있다고 판단되면 본 내규 제4조 1항의 점수에 관계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분과회를 우수분과회로 

결정할 수 있다.

우수지부상 시상 내규
2001.  9. 24 제정  2003.  8.  4 개정  2005.  3. 21 개정  
2006. 10. 16 개정  2015.  2.  9 개정  2017.  3. 27 개정

제1조(목적) 본 내규의 목적은 한국공업화학회 학회상 규정에 의거하여 지부의 발전과 총회 및 학술대회의 참가를 독

려하기 위하여 학회활동이 우수한 지부에 공로상(패, 부상)을 선정하는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제2조(추천위원회 구성) 이사들이 추천위원이 되며 조직이사가 추천위원장이 된다.

제3조(자료의 준비) 선정을 위한 자료는 조직이사가 준비한다.

제4조(선정방법)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지부총회원 중 춘⋅추계 학술발표회에 발표한 논문편수를 고려하여 다음에 

의거하여 수상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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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부의 춘⋅추계 학술대회 총 등록자수(5%)와 전년도 대비 증가율(95%)을 감안하여 우수상을 추천한다.

[계산식: (총 등록자수) × 0.05 + (전년도 대비 증가율, %) × 0.95]

2.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지부에 대한 최종결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한다.

제5조(시상) 부상은 상금 100만원으로 하고 지부장에게 수여한다.

제6조(기타) 당해 년도에 학술활동이 활발하고 기타 학회의 발전을 위해 공을 세워 특별히 수상할 필요가 있는 지부가 있다

고 판단되면 본 내규 제4조1항의 점수에 관계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지부를 우수지부로 결정할 수 있다.

학회발전상 선정 내규
2004.  9.  6 제정  2017.  3. 27 개정

제1조(목적) 본 내규의 목적은 한국공업화학회 학회상 규정에 의거하여 학회발전상 수상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제2조(추천위원회 구성) 이사들이 추천위원이 되며 학회 기금 발전 위원장이 추천위원장이 된다.

제3조(자료의 준비) 선정을 위한 자료는 조직이사가 준비한다.

제4조(선정방법) 본 학회의 발전에 공헌한 재직 중인 회장, 이사, 제위원장, 분과위원장, 지부장, 지부임원, 평의원 및 

편집위원들에게, 다음의 각 항에 따른 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수상 후보자를 추천한다.

1. 학회발전상 선정은 다음의 평가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평가 항목 평가율 (%)

재직 기간 중 출석률
재직 기간 중 학회 발전 기여도
재직 임원의 지지율

50
25
25

1) 재직 기간 중의 출석률은 학회 관련 모임 전반에 관한 출석률을 의미하며, 모임에 대한 범위는 이사회에서 결

정한다.

2) 재직 기간 중 학회 발전에 기여한 사항은 이사회, 제위원회, 분과 위원회, 지부 모임에서 추천 내용을 대상으

로 한다.

3) 재직 임원의 지지율은 평가 기간 중 투표, 우편 및 이메일 전달 방법으로 추천 받아 평가한다. 상기 평가의 구

체적 내용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4) 재직 기간이라 함은 회기 년도 시작일부터 평가 직전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2.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한다.

3. 학회발전상 수상은 해당년의 업적으로 평가하며, 연속 수상이 가능할 수 있다.

4. 후보자의 대상 수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상의 규모) 본 상은 상장과 부상 100만원으로 하며, 대상자의 수는 5명 이하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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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공로상 선정 내규 
2017.  2.  6 제정  2017.  3. 27 개정

제1조(목적) 본 내규의 목적은 한국공업화학회 학회상 규정에 의거 산학연공로상 수상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정하는 것

이다.

제2조(추천위원회 구성) 본 학회에서 발간되는 SCI(E)급 학회지에 게재된 우수한 논문을 SCI(E) 학술지에 다수 인용한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해당 학회지의 편집이사가 추천위원이 되며 그 편집위원장이 추천위원장이 된다. 그 

이외의 사항은 이사들이 추천위원이 되며 조직이사가 추천위원장이 된다.

제3조(자료의 준비) 본 학회에서 발간되는 SCI(E)급 학회지에 게재된 우수한 논문을 SCI(E) 학술지에 다수 인용한 회

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선정을 위한 자료는 해당 학회지의 편집이사가 준비한다.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한 선정

을 위한 자료는 조직이사가 준비한다.

제4조(선정방법) 산학연공로상은 본 학회에서 발간되는 SCI(E)급 학회지에 게재된 우수한 논문을 SCI(E) 학술지에 다

수 인용한 자, 광고, 후원금 및 홍보부스 유치자, 그리고 학술대회 기간에 국⋅내외 특별 프로그램 운영자를 대상

으로 평가하여 수상후보자를 추천한다.  

1. 본 학회에서 발간되는 SCI(E)급 학회지 (현재는 영문지 “Journal of Industrial and Engineering Chemistry”)에 

게재된 우수한 논문을 SCI(E) 학회지에 인용한 정회원 중에서 다음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수상자를 추천한다. 

  (1) 당해 연도(수상연도)를 기준연도로 하고, 이전 2년간 본 학회에서 발간되는 SCI(E)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당해 연도(1년) 동안  SCI(E) 학회지에 교신저자로 인용한 건수를 산정하여 수상자를 결정한다.

  (2) 선정과 부상 금액은 영문지 편집위원장이 정하며, 부상 지급 대상은 5회 이상 인용한 회원이며, 부상 금액

은 인용 횟수에 비례한다.

  (3)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한 결격사유 및 학회발전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한다.

2. 광고, 후원금 및 홍보부스 유치자와 학술대회 기간에 국⋅내외 특별 프로그램 운영자에게는 수익금의 10%를 

상금으로 지급한다. 수상 대상은 부회장 이하로 한다.

제5조(심의) 최종 결정은 이사회 승인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시상) 시상은 당해 연도 상반기(6월중)와 하반기(12월중)로 구분하여 연 2회 시행한다.

한국공업화학상 선정 내규
2002.  5. 27 제정  2004.  6.  7 개정  2005.  6. 13 개정  2008. 10.  6 개정

2013.  4.  8 개정  2014.  2. 24 개정  2015.  2.  9 개정  2016.  8. 29 개정

2017.  3. 13 개정  2017.  3. 27 개정  2017.  7. 10 개정

제1조(목적) 본 내규는 한국공업화학회 학회상 규정에 의거하여 국내⋅외 공업화학의 발전 및 연구 활동에 탁월한 업

적을 이룩한 사람에게 한국공업화학상을 수여함에 있어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수상자 요건) 학회상 규정 제2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본 상의 수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외 공업화학 

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하고,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자로 한다. 

제3조(수상자 선정) 학회상 규정에 따라 포상위원회에서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제4조(포상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내외 공업화학의 발전 및 연구 활동에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자를 심사하여 

시상한다. 

1. 한국공업화학회에 10년 이상 회원으로 활동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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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문, 특허, 기술이전, 저서 등에 관한 대표실적 10건을 제출한 자.

3. 최근 3년 이내에 동일한 업적으로 학술 또는 기술관련 수상자는 제외한다.

제5조(포상 내용) 포상 및 시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추가적인 보상은 포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포상 내용: 상패 및 상금 10백만원

 3. 상금 재원: (주)동진쎄미켐 후원 기금

 4. 포상 시기: 추계 총회

 5. 추진 절차: 후보자추천 접수(6/1~7/31), 심사 및 선정(9월말 한)

제6조(시행일) 본 내규는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Best Paper Award 선정 내규
2010. 10. 11 제정  2011.  2.  4 개정  2011. 11. 26 개정

  2014.  3. 10 개정  2016.  2.  1 개정  2017.  3. 27 개정  

제1조(목적) 본 내규의 목적은 한국공업화학회 학회상에 관한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한 Best paper Award를 선정하는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제2조(추천위원회 구성) 영문지 편집위원회가 추천위원이 되며 그 위원장은 영문지 편집위원장이 된다.

제3조(자료의 준비) 선정을 위한 자료는 공업화학회 해당 발간회지(SCI급 등재지)의 편집이사가 준비한다.

제4조(선정방법) 공업화학회에서 발간되는 SCI급 학회지 (현재는 영문지 “Journal of Industrial and Engineering 

Chemistry”)에 게재된 논문 중에서 자⋅타 SCI(E) 학술지에 인용된 횟수가 많은 논문의 교신저자(정회원) 중에서 다음

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수상자를 추천한다. 

1. 기준연도 이전 2년 동안 영문학회지(J. Ind. Eng. Chem.)에 출간된 논문의 교신저자(회원)를 수상 대상으로 한

다. 대상자 중 기준연도(1년) 동안 자⋅타 SCI(E) 학술지에서 인용된 횟수가 많은 논문(교신저자)의 순. 단 기준 

연도는 수상년도의 이전연도를 의미함. 

2. 년 10명 이내 선정하며 수상년도 초 또는 춘계학술대회 시에 시상한다.

3. 수상자에게는 영문상장과 함께 부상 100만원을 지급한다.

4.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한 결적사유 및 학회발전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한다.

제5조(상금운용) 학회기금에서 예산을 운용하며 그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LG젊은공업화학인상 선정 내규
2015.  2.  9 제정  2017.  3. 13 개정  2017.  3. 27 개정

제1조(목적) 본 내규는 한국공업화학회 학회상 규정에 의거하여 공업화학 분야에서 학술적으로 탁월한 업적을 이룬 젊

은 과학자에게 LG젊은공업화학인상을 수여함에 있어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포상자 자격) 국내⋅외 공업화학의 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한국공업화학회 회원에게 수여한다.

1. 최근 3년 이상 한국공업화학회 회원으로 활동한 자.

2. 시상일 기준 만 45세 이하

3. LG젊은공업화학인상 수상 경력이 없는 자

제3조(포상자 선정) 학회상 규정 제5조에서 정한 위원장과 선정위원으로 구성된 포상위원회에서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

여,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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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심사 대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공업화학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시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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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포상 내용) 포상 및 시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추가적인 보상은 포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시상: 상장

2. 부상: 시상금 5백만원

3. 상금 재원: (주)LG화학 출연

4. 포상 시기: 춘계 총회, 단, 직전년도 말 기준 상금 재원이 확보된 경우에 한한다.

단, 직전년도 말 기준 상금 재원이 확보된 경우에 한한다.

5. 추진 절차: 후보자추천접수(1/1∼2/28), 심사 및 선정(3월말 한)

제6조(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문위원회 규정
2003.  9. 22 제정  2013. 3. 11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6조에 의거 본 한국공업화학회의 전문분야별 활동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각 전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부른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구성) 각 위원회는 해당 전문분야의 교육, 연구, 응용, 산학협동 및 학회활동에 관심을 가진 10명 이상의 정회

원이 발기하여 설립취지(목적)와 사업계획을 학회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설치 구성할 수 있다. 

제3조(위원위촉) 1. 각 위원회의 위원은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위원회에서 정하는 회비

를 납부한 자로 한다. 

     2. 각 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및 운영위원 약간 명을 두어 회무를 관장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장이 위촉한다.

    4. 간사와 운영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기 내에 사퇴할 경우 제

3조에 의하여 위원을 교체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국문지, 영문지, 전망지 편집위원장 및 위원의 임

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선정위원회) 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다.

     1. 해당 전문분야의 교육⋅연구 및 응용에 관련된 워크숍, 세미나, 심포지엄 등 개최

     2. 학회 국문지 “공업화학”의 발간

     3. 학회 영문지 “Journal of Industrial and Engineering Chemistry”의 발간

     4. 학회 소식지 “공업화학전망”의 발간

     5. 본 학회에 관련된 제반 시상 및 수상 후보 추천 업무

     6. 공업화학분야의 국제회의 및 국제연구발표회 개최 및 참가에 관한 사항

     7. 국내⋅외의 공과대학 및 대학원의 공업화학분야 교과과정과 시설기준 및 관련학과 학생들의 전공분야 활동

에 관한 연구

     8. 공업화학분야의 산학협동 촉진방안에 관한 연구

     9. 여성 공업화학인의 적극적 학회 참여와 역할 증대를 위한 활동

     10. 공업화학 술어집 및 기타 관련 술어집의 발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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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공업화학분야 계속교육강좌 및 산학협동 심포지엄 개최

     12. 학회의 발전기금 조성 및 미래 발전계획 수립

     13. 기타 각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과 이사회에서 의뢰하는 전문적인 업무

제6조(임무) 1. 각 위원회는 매 사업연도(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

회의 승인을 받는다. 이때 회원명단을 함께 제출한다.

     2. 각 위원회는 그 활동사항의 내용 또는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공업화학전망”지에 게재한다.

제7조(관리) 1. 각 위원회의 신축성 있는 활동과 위원회 상호간의 협조에 관련된 사항은 위원장이 총괄한다.

     2. 각 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한 업무위원회 관련된 활동은 행사 종료 후 그 내용을 관련업무위원회에 제

출하여 학회 차원에서 취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8조(회계) 1. 각 위원회별 운영예산은 특별회계로 취급한다.

     2. 각 위원회 위원장은 매 행사 종료 후 및 연도 말에 예산집행 실적을 총괄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그 내용을 총회에 보고한다.

     3. 각 위원회 행사의 결과 수익금이 발생하였을 시는 그중 일부를 학회예산수입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의 발효당시 설치되어 있는 전문위원회는 모두 본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전문위원회로 인정한다.

2. 이 규정은 200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공업화학｣ 편집위원회 규정
1998. 7. 13 제정  2001. 1. 30 개정  2003. 9. 22 개정 

2004. 9. 20 개정  2013. 10. 7 개정  2016. 2.  1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4조 2항에 의거하여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공업화학｣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

여 설치되는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편집이사 및 위원 30명 내외  

제3조(위원 위촉) 1. 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장이 위촉한다.

2. 편집위원은 편집이사 및 각 분과위원회가 추천한 회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기 내에 사퇴할 경우 제3조에 의하여 편집위원을 교체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사업)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하고 추진한다.

(1) 정기 국문학술지의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사항

(2) 논문투고요령에 관한 사항

(3) (논문 심사위원 선정 및) 논문 심사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제6조(학술지 발행시기) 연 6회(2, 4, 6, 8, 10, 12월) 발행하며, 발행일은 각 발행 월의 10일로 정한다.

제7조(관리) 1. 본 위원회의 신축성 있는 활동과 위원회 상호간의 협조에 관련된 사항은 위원장이 총괄한다.

2. 본 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한 업무위원회 관련된 활동은 행사 종료 후 그 내용을 관련업무위원회에 제

출하여 학회 차원에서 취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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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회계) 1. 본 위원회별 운영예산은 특별회계로 취급한다.

2. 본 위원회 위원장은 매 행사 종료 후 및 연도 말에 예산집행 실적을 총괄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그 내용을 총회에 보고한다.

3. 본 위원회 행사의 결과 수익금이 발생하였을 시는 그중 일부를 학회예산수입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98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1년 1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03년 9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04년 9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3년 10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공업화학전망｣ 편집위원회 규정
2000.  2. 10 제정  2002.  2. 18 개정 

2003.  9. 22 개정  2013.  3. 11 개정  2015.  2.  9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공업화학회 정관 제4조 2항에 의거하여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소식 공업화학전망
발행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구성)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편집이사 및 위원 20명 내외

제3조(위원 위촉) 1. 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장이 위촉한다.

2. 편집위원은 편집이사 및 각 분과위원회가 추천한 회원 중에서 학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기 내에 사퇴할 경우 제

3조에 의하여 편집위원을 교체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기능)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하고 추진한다.

1. 정기 학회소식지 ｢공업화학전망｣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

2. 논문투고 및 심사에 관한 사항

3.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하는 편집위원회 사항

제6조(학술지 발행시기) 매년 2월부터 격월로 발행하여 연 6회의 학술지를 발행한다. 발행일은 각 발행 월의 15일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관리) 1. 각 위원회의 신축성 있는 활동과 위원회 상호간의 협조에 관련된 사항은 위원장이 총괄한다.

2. 각 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한 업무위원회 관련된 활동은 행사 종료 후 그 내용을 관련업무위원회에 제

출하여 학회 차원에서 취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8조(회계) 1. 각 위원회별 운영예산은 특별회계로 취급한다.

2. 각 위원회 위원장은 매 행사 종료 후 및 연도 말에 예산집행실적을 총괄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그 내용을 총회에 보고한다.

3. 각 위원회 행사의 결과 수익금이 발생하였을 시는 그중 일부를 학회예산수입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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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이 규정은 2000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002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3. 이 규정을 2003년 9월 22일부터 소급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5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교육위원회 규정
2003. 9. 22 제정  2013. 3. 11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경쟁력 있는 공업화학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다루기 위해 설치되는 공업화학 교육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부른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구성)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위원 1명,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 위촉) 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한다. 

1.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현장위주의 공업화학 교과목의 설치방안 연구

2. 공과대학의 공업화학분야 교과과정과 시설기준에 관한 연구, 설치기준 및 교육내용의 평가 방안에 관한 연구

3. 대학원 공업화학분야 학위과정의 설치기준 및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

4. 공업화학 관련학과 학생들의 전공분야 활동에 관한 연구

5. 산업체 및 연구소 등에 근무하는 현장 공업화학 기술자의 계속교육에 관한 사항

6. 기타 공업화학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제6조(임무) 1. 위원회는 매 사업연도(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본 회 이

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2. 위원회는 그 활동사항의 내용 또는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공업화학전망”지에 게재한다. 

제7조(관리) 1. 본 위원회의 신축성 있는 활동과 위원회 상호간의 협조에 관련된 사항은 위원장이 총괄한다.

2. 본 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한 업무위원회 관련된 활동은 행사 종료 후 그 내용을 관련업무위원회에 제

출하여 학회 차원에서 취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8조(회계) 1. 본 위원회별 운영예산은 특별회계로 취급한다.

2. 본 위원회 위원장은 매 행사 종료 후 및 연도 말에 예산집행 실적을 총괄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그 내용을 총회에 보고한다.

3. 본 위원회 행사의 결과 수익금이 발생하였을 시는 그중 일부를 학회예산수입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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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위원회 규정
2003. 9. 22 제정  2013. 3. 11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공업화학분야의 국제협력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국제협력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부른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구성)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위원 1명,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 위촉) 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기 내에 사퇴할 경우 제3조에 의하여 

위원을 교체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사업)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한다.

1. 외국 관련 분야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교류 방안 확대

2. 공업화학회 회원들에게 외국 기관에의 연구 fund 정보 전달하여 본 학회를 통한 외국으로의 연구제안서 제

출 확대방안 마련

3. 공업화학 분야의 국제회의 및 국제연구발표회 개최에 관한 사항

4. 국내외의 국제회의 및 국제연구발표회 참가에 관한 사항

5. 외국 학회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

6. 기타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6조(임무) 1. 위원회는 매 사업 연도(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본 회 이

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2. 위원회는 그 활동사항의 내용 또는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공업화학전망”지에 게재한다.

제7조(관리) 1. 본 위원회의 신축성 있는 활동과 위원회 상호간의 협조에 관련된 사항은 위원장이 총괄한다.

2. 본 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한 업무위원회 관련된 활동은 행사 종료 후 그 내용을 관련업무위원회에 제

출하여 학회 차원에서 취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8조(회계) 1. 본 위원회별 운영예산은 특별회계로 취급한다.

2. 본 위원회 위원장은 매 행사 종료 후 및 연도 말에 예산집행 실적을 총괄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그 내용을 총회에 보고한다.

3. 본 위원회 행사의 결과 수익금이 발생하였을 시는 그중 일부를 학회예산수입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산학연협력위원회 규정
2003.  9. 22 제정  2010.  3. 29 개정  2013.  3. 11 개정  2014.  2. 24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공업화학분야의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산학연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부른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구성)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소위원장 2인, 간사위원 2명, 위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산하 조직으로 산

학연협력기술자문단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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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위원 위촉) 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장이 위촉하고 소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

장이 위촉한다. 

제4조(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기 내에 사퇴할 경우 제

3조에 의하여 위원을 교체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사업)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한다.

     1. 산업현장 애로기술지원을 위한 산학연협력기술자문단을 상시 설치 운영

     2. 산학연공동 연구사업 촉진화를 위한 지원

     3. 학계, 연구계 및 산업계의 공동관심과제에 관한 심포지엄, 워크숍, 세미나 등 개최

     4. 현장실습 등 산학연협력교육 사업지원

     5. 기타 산학연협력에 관한 사항

제6조(임무) 1. 위원회는 매 사업년도(회계년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당해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본 회 이사

회의 승인을 받는다.

     2. 위원회는 그 활동사항의 내용 또는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공업화학전망”지에 게재한다.

제7조(관리) 1. 본 위원회의 신축성 있는 활동과 위원회 상호간의 협조에 관련된 사항은 위원장이 총괄한다.

     2. 본 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한 업무위원회 관련된 활동은 행사 종료 후 그 내용을 관련업무위원회에 제

출하여 학회 차원에서 취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8조(회계) 1. 본 위원회별 운영예산은 특별회계로 취급한다.

     2. 본 위원회 위원장은 매 행사 종료 후 및 연도 말에 예산집행 실적을 총괄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그 내용을 총회에 보고한다.

     3. 본 위원회 행사의 결과 수익금이 발생하였을 시는 그중 일부를 학회예산수입으로 할 수 있다.

수석부회장 추천위원회 규정
2009.  9. 14 제정  2013.  3. 11 개정  2017.  4. 10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12조 2항에 의한 수석부회장을 추천하기 위하여, 수석부회장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

회)를 이사회에 둔다.

제2조(위원의 선임) 추천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외부인사를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하며,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선임한다.

제3조(위원의 구성 및 활동) (1) 본 회 회장이 추천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위원장 이외의 추천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고문 및 외부인사로 구성한다.

(2) 추천위원회 위원이 구성되면, 회장은 추천위원회의 활동개시를 회원에게 즉시 공지한다. 

제4조(추천일정) (1) 회장을 선임하기 위한 총회가 개최되기 6개월 전에 회장은 추천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여 활동하

게 하여야 한다. 

(2) 추천위원회는 이사회와 평의원회의 일정을 고려하여 회장을 선임하기 위한 총회가 개최되기 1개월 이전에 

수석부회장 후보를 추천하여야 하며, 추천후보의 이력서와 소견서를 첨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수석부회장의 추천은 복수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단독 추천도 가능하다.

제5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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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규정은 2016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7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술어제정위원회 규정
2000.  8. 28 제정  2003.  9. 22 개정  2013.  3. 11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술어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부른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구성)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위원 1명,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 위촉) 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기 내에 사퇴할 경우 제3조에 의하여 

위원을 교체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사업)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한다.

1. 국어 및 외국어로 표기된 공업화학 술어의 조사 연구

2. 국어로 표기된 공업화학 술어의 영어표기방안 및 외국어로 표기된 공업화학 술어의 국어표기방안 연구

3. 공업화학 술어집 및 기타 관련 술어집의 발간에 관한 사항

제6조(임무) 1. 위원회는 매 사업연도(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본 회 이사

회의 승인을 받는다.

2. 위원회는 그 활동사항을 매년 “공업화학전망”지에 게재한다.

제7조(관리) 1. 본 위원회의 신축성 있는 활동과 위원회 상호간의 협조에 관련된 사항은 위원장이 총괄한다.

2. 본 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한 업무위원회 관련된 활동은 행사 종료 후 그 내용을 관련업무위원회에 제

출하여 학회 차원에서 취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8조(회계) 1. 본 위원회별 운영예산은 특별회계로 취급한다.

2. 본 위원회 위원장은 매 행사 종료 후 및 연도 말에 예산집행 실적을 총괄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그 내용을 총회에 보고한다.

3. 본 위원회 행사의 결과 수익금이 발생하였을 시는 그중 일부를 학회예산수입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1. 초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000년 8월 28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이 규정은 2000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03년 9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여성인재육성위원회 규정
2001.  4.  2 제정  2003.  9. 22 개정  

2013.  3. 11 개정  2015.  2.  9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공업화학분야의 여성공업화학인의 역할 증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여성인재육성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부른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구성)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위원 1명,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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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위원 위촉) 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다. 다만, 연임을 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한다.

1. 여성공업화학인의 적극적 학회 참여와 역할 증대를 위한 활동

2. 여성공업화학인의 취업 증대 및 지속적 능력 개발을 위한 활동

3. 여성 공업화학인력 관리

4. 여성 공업화학인의 업적 홍보

5. 여성 공업화학인 간의 상호 교류를 통한 정보 교환

6. 기타 여성공업화학인 관련 활동

제6조(임무) 1. 위원회는 매 사업년도(회계년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당해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본 회 이사

회의 승인을 받는다.

2. 위원회는 그 활동사항의 내용 또는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공업화학 전망”지에 게재한다.

제7조(관리) 1. 본 위원회의 신축성 있는 활동과 위원회 상호간의 협조에 관련된 사항은 위원장이 총괄한다. 

2. 본 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한 업무위원회 관련된 활동은 행사 종료 후 그 내용을 관련업무위원회에 제

출하여 학회 차원에서 취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8조(회계) 1. 본 위원회별 운영예산은 특별회계로 취급한다.

2. 본 위원회 위원장은 매 행사 종료 후 및 연도 말에 예산집행 실적을 총괄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사회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그 내용을 총회에 보고한다.

3. 본 위원회 행사의 결과 수익금이 발생하였을 시는 그중 일부를 학회예산수입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5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2007. 10. 22 제정 2008.  4. 28 개정 2011.  9.  5 개정  2013.  3. 11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공업화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회원의 연구 및 출판, 기타 연구 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

의하는 한국공업화학회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1. 연구윤리강령의 제정 및 개정

2. 연구 부정행위, 논문표절 등과 같은 연구윤리에 관련된 사항의 심의와 제재절차를 규정하는 내규의 제정 및 

개정

3. 기타 학회 내의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심의

제3조(구성 및 위원위촉)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학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한다. 

3.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4. 위원회 간사는 학술이사로 한다.

제4조(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기 내에 사퇴할 경우 제

3조에 의하여 위원을 교체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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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위원회는 논의된 사항에 관한 기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2. 위원회는 학회와 회원의 윤리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제6조(회의) 위원회 회의의 소집과 의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2.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부득이하여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의 찬반은 

위원장이 이를 확인하는 별도의 절차를 둘 수 있다.

3. 위원회의 논의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고, 의결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후 효력을 발생한다.

제7조(심의) 연구윤리의 심의를 위하여 학회 내 관련부서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심의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부    칙

1.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장기발전위원회 규정
2013.  3. 11 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본 회 정관 제5조에 의거하여 본 학회의 발전기금 조성을 비롯한 미래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연구 검토하기 위하여 설치한 중장기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그리고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 위촉) 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기 내에 사퇴할 경우 제

3조에 의하여 위원을 교체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사업)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한다. 

1. 본 회의 중장기발전 계획 수립

2. 본 회의 발전기금조성과 운영

3. 기타 학회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

제6조(기타)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포상위원회 규정
2014.  2. 10 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내⋅외 공업화학 분야의 연구와 학술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본 학회에 관련된 한국공업

화학상의 포상에 대해 관리하고 운영하며, 또한 본 학회에 기부된 기금을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포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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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위원회”라 부른다)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구성 및 위원위촉) 1.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장이 위촉한다.

     3. 위원회 위원수는 10인 내외로 하며 5인은 당연직으로 한다.

     4. 당연직 위원은 부회장 중 1인, 총무이사, 기획이사, 재무이사, 학술이사 중 각 1인으로 한다.

     5. 선임직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제3조(역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1. 한국공업화학상의 포상에 대해 관리하고 운영한다.

     2. 학회 기금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규정을 제정한다.

     3. 기금 사업을 기획하고 선정한다.

     4. 기금 사용에 관한 예산과 결산을 담당한다.

     5. 1-4항은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 

제4조(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기 내에 사퇴할 경우 제

2조에 의하여 위원을 교체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학술위원회 규정
1998. 10. 12 제정  2003. 9. 22 개정  2013. 3. 11 개정

제1조(목적) 본 학회의 사업 중 다음 사항을 심의 추천하기 위하여 학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둔다.

1. 본 학회에 관련된 제반 시상 및 수상 후보 추천 업무

2. 기타 본 학회 학술진흥에 관한 사업

제2조(구성)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1명

3. 위원 약간 명

제3조(위원 위촉) 1. 본 학회의 학술위원장은 본 학회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2. 본 학회의 총무이사가 당연직 부위원장이 된다.

3. 위원은 학술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하며, 편집이사(국문지 편집이사 1인, 영문지 편집이사 1인), 

학술이사(2인)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4조(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기 내에 사퇴할 경우 제

3조에 의하여 위원을 교체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사업) 본 위원회는 다음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다.

1. 본 학회에 관련된 제반 시상 및 수상 후보 추천 업무포상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 받아야 하고, 포상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서면에 의하여서만 행할 수 있다. 포상 심의를 위하여 학회 내 관련 부서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수상후보에 관한 자료가 불충분할 때는 추천자에게 보충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다. 

2. 기타 본 학회 학술진흥에 관한 사업

제6조(임무) 1. 위원회는 매 사업연도(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본 회 이

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2. 위원회는 그 활동사항의 내용 또는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공업화학전망”지에 게재한다.

제7조(관리) 1. 본 위원회의 신축성 있는 활동과 위원회 상호간의 협조에 관련된 사항은 위원장이 총괄한다.

2. 본 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한 업무위원회 관련된 활동은 행사 종료 후 그 내용을 관련업무위원회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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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여 학회 차원에서 취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8조(회계) 1. 본 위원회별 운영예산은 특별회계로 취급한다.

2. 본 위원회 위원장은 매 행사 종료 후 및 연도 말에 예산집행 실적을 총괄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그 내용을 총회에 보고한다.

3. 본 위원회 행사의 결과 수익금이 발생하였을 시는 그중 일부를 학회예산수입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98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3년 9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Journal of Industrial and Engineering Chemistry｣ 편집위원회 규정
1998.  7. 13 제정  2000.  1. 18 개정  2000. 11. 20 개정  2002.  1. 25 개정

2003.  9. 22 개정  2013.  3. 11 개정  2015.  2.  9 개정  2017.  3. 27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회에서 발간하는 ｢Journal of Industrial and Engineering Chemistry｣ 및 기타 영문 도서의 

발행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editor-in-chief) 1명

2. 편집이사(editor) 및 위원(editorial board) 40명 내외

제3조(위원 위촉) 1. 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장이 위촉한다.

2. 편집위원은 편집이사 및 각 분과위원회가 추천한 회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기 내에 사퇴할 경우 

제3조에 의하여 편집위원을 교체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기능)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획하고 수행한다. 

1. 정기 영문학술지의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사항

2. 논문투고요령에 관한 사항

3. (논문 심사위원 선정 및) 논문 심사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제6조(학술지 발간) 학술지 발간은 연 12회로 하며 매월 25일에 발행한다.

제7조(관리) 1. 본 위원회의 신축성 있는 활동과 위원회 상호간의 협조에 관련된 사항은 위원장이 총괄한다.

2. 본 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한 업무위원회 관련된 활동은 행사 종료 후 그 내용을 관련업무위원회에 제

출하여 학회 차원에서 취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8조(회계) 1. 본 위원회별 운영예산은 특별회계로 취급한다.

2. 본 위원회 위원장은 매 행사 종료 후 및 연도 말에 예산집행 실적을 총괄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그 내용을 총회에 보고한다.

3. 본 위원회 행사의 결과 수익금이 발생하였을 시는 그중 일부를 학회예산수입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98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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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규정은 2000년 1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00년 11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03년 9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15년 2월 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17년 3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지부 및 지부분회 규정
2003.  9. 22 제정  2011.  3. 28 개정  2013.  4. 8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3조에 의거 지부 및 분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절차를 정한다.  

제2조(구성) 지부는 지방별로 40명 이상, 분회는 직장별로 5명 이상의 정회원이 있으면 구성할 수 있다. 단, 제주지부

는 예외로 한다. 

제3조(설치) 지부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고, 지부분회는 지부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업무) 지부는 정관 제 4조에 기술된 사업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지부임원) 지부장은 지부규정에 의거하여 선임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장이 임명한다. 지부장은 지부규

약에 따라 약간 명의 지부 임원을 두어 지부 회무를 관장한다. 지부장은 본 규정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

여 필요한 지부 규약을 제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부분회장) 지부분회장은 지부장의 제청으로 학회장이 임명한다. 분회장은 분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제7조(임기) 지부장, 분회장 및 지부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기는 해당 년 1월 1일에 시작하

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8조(보고) 지부장 및 분회장은 당해 연도 12월에 다음해의 임원 명단과 사업계획을, 그리고 2월에 전연도 회무 및 

감사보고서를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회원의 변동이 있을 시는 즉시 본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1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3.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3년 4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강원지부 규정

제1조(목적) 본 지부는 “사단법인 한국공업화학회” 정관 제3조에 의거 회원을 통괄하고 “사단법인 한국공업화학회”의 

운영을 도우며, 본 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조(명칭) 본 지부는 “사단법인 한국공업화학회 강원지부”(이하 지부라 칭한다)라 부른다.

제3조(사무소 소재지) 본 지부의 사무소는 강원도 내에 둔다.

제4조(회원의 자격) 본 지부의 회원은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 강원지역에서 활동하는 자로 한다.

제5조(지부총회) 1. 지부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임시총회는 지부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와 정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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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부총회의 소집시기 및 방법은 본 학회의 규정에 준한다.

3. 지부총회는 재적 정회원 1/5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지부 임원) 1. 본 지부에는 지부장 및 약간명의 부지부장을 포함한 15인 내외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

2. 지부 임원은 지부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 총회의 인준을 받은 후 직임한다.

3. 지부장, 분회장 및 지부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기는 해당 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

월 31일에 종료한다. 

4. 지부 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지부 이사회를 소집하여 보선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7조(지부 임원의 직무) 1. 지부장은 지부를 대표하여 지부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지부장의 유고 시에는 부지

부장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

2. 지부감사는 지부 회무 및 재무 상황을 감사한다.

제8조(고문) 고문은 정회원으로서 본 회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 중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추대한다.

제9조(지부 이사회) 1. 지부 이사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지부 이사는 지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지부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회무보고) 지부장은 매년 당해연도의 결산보고서 및 차기연도 사업보고서를 학회장 앞으로 보고 승인을 받아

야 한다.

제11조(지부 시행세칙) 지부 규약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부 이사회에서 정하여 지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기타사항) 본 지부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한국공업화학회 지부 및 지부분회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3년 11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1년 6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광주⋅전남지부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본 회는 한국공업화학회 광주⋅전남지부(이하 본 회라 칭함)라 한다.

제2조 본 회는 회원의 학문연구 활동을 서로 도우며, 심오한 학문연구로서 국가와 지역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 회는 한국공업화학회의 종신회원, 정회원, 학생회원 및 명예 또는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 본 회의 본부는 본 회 지부장이 소속하는 기관의 부서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5조 본 회의 회원은 대학에서 공업화학, 화학, 화학공학 및 기타 화학과 관련된 학문을 이수하였거나 또는 그 분야에

서 다년간 종사하고 광주⋅전남 지방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과 같은 회원을 둔다.

1. 종신회원 : 한국공업화학회에서 종신회원의 자격을 기득한 자

2. 정 회 원 : 한국공업화학회에서 정회원의 자격을 기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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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회원 : 한국공업화학회에서 학생회원의 자격을 기득한 자

4. 명예 또는 준회원 : 본 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여 물질적, 정신적으로 공헌한 자

제6조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칙에서 정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단, 명예 또는 준회원은 의무와 권

리를 가지지 않는다.

제 3 장 기  구

제7조 본 회는 운영을 위하여 총회, 이사회를 둔다.

1. 총회 : 본 회의 중대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또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에 지부장이 소집하며, 지부장은 

의장이 된다.

2. 이사회 : 지부장, 부지부장, 이사를 포함하여 20인 내외로 구성하며, 지부장이 의장이 된다.

제 4 장 임원과 책무

제8조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고문 : 전임지부장 및 본 회공헌자

2. 지부장 : 1명

3. 부지부장 : 3~5명

4. 이사 : 20명 내외(총무이사, 재무이사, 학술이사 외 포함)

5. 감사 : 2명

제9조 본 회의 지부장, 부지부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과반수 이상의 출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0조 임원의 책무는 다음과 같다.

1. 지부장 : 본 회를 대표하며 제반 지부 업무를 관장한다. 매년 12월에 이사회를 소집하여 예⋅결산을 하여야 

하며, 한국공업화학회 이사 및 평의원 추천 예정자 명단을 본 이사회에 제출하여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부지부장 : 지부장의 유고시에 대리하여 본 회의 업무를 대신한다. 

제11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기 중에 결원이 생기면 지부장이 적임자를 선정하여 잔

여 임기를 위촉한다.

제 5 장 사  업

제12조 본 회는 본 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한국공업화학회 및 본 회 주체의 각종 학회세미나

2. 한국공업화학회 제잡지에 게재할 광고 모집, 본 회의 육성을 위한 기부금 및 찬조금 등 모금운동

제 6 장 보  칙

제13조 본 회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세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14조 본 회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발효한다. 단, 본 회 회칙은 이사회에서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된 날부터 발효

한다.

제15조 본 지부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한국공업화학회 지부 및 지부 분회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1년 6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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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부 규정

제1조(목적) 본 지부는 “사단법인 한국공업화학회” 정관 제6조의 지부 및 분회규정에 의지 회원을 통괄하고 “사단법인 

한국공업화학회”의 운영을 도우며, 본 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조(명칭) 본 지부는 “사단법인 한국공업화학회 대구⋅경북지부”(이하 지부라 칭한다)라고 부른다.

제3조(사무소 소재지) 본 지부의 사무소는 대구시 또는 경북도 내에 둔다.

제4조(회원의 자격) 본 지부의 회원은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 대구⋅경북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

제5조(지부총회) 1) 지부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임시총회는 지부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와 정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2) 지부총회의 소집시기 및 방법은 본 학회의 규정에 준한다.

3) 지부총회는 재적 정회원 1/5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지부 임원) 1) 본 지부에는 지부장 및 약간명의 부지부장을 포함한 15인 내외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

2) 지부 임원은 지부평의원회의 재청을 받아 지부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 총회의 인준을 받은 후 직임한다.

3) 지부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지부장과 지부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4) 지부 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지부 이사회를 소집하여 보선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지부 임원회 직무) 1) 지부장은 지부를 대표하여 지부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지부장의 유고시

에는 부지부장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 

     2) 지부감사는 지부 회무 및 재무 상황을 감사한다. 

제8조(평의원회) 지부총회의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15명 이내의 지부평의원을 지부총회에서 선정하여 지부 평의

원회를 구성한다.

제9조(지부 이사회) 1) 지부 이사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지부 이사는 지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지부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회무보고) 지부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해당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전년도 결산 보고서를 학회장 앞으로 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지부 시행세칙) 지부 규약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부 이사회에서 정하여 지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기타사항) 본 지부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한국공업화학회 지부 및 지부분회규정에 따른다.

제13조(지부 고문단)  원활한 지부활동을 위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5명 이내의 고문단을 구성한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부장이 직임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93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 제6조 1항의 개정안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 제13조의 개정안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1년 6월 27일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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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지부 규정

제1조(목적) 본 지부는 “사단법인 한국공업화학회” 정관 제6조의 지부 및 분회규정에 의거 회원을 통괄하고 “사단법인 

한국공업화학회”의 운영을 도우며, 본 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조(명칭) 본 지부는 “사단법인 한국공업화학회 대전⋅세종⋅충남지부”(이하 지부라 칭한다)라고 부른다.

제2조(사무소 소재지) 본 지부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또는 충청남도 내에 둔다.

제4조(회원의 자격) 본 지부의 회원은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 대전⋅세종⋅충남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

제5조(지부총회) 1. 지부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임시총회는 지부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와 정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2. 지부총회의 소집시기 및 방법은 본 학회의 규정에 준한다.

3. 지부총회의 재적 정회원 1/5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지부 임원 및 조직) 1. 본지부의 임원은 지부장, 수석 부지부장 및 부지부장을 포함한 15인 내외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둔다.

2. 이사는 총무, 기획, 재무, 편집, 조직, 사업이사로 구성하며, 지부이사회는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부지부장, 감

사와 지부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며 지부 운영전반에 관한 심의를 한다.

3. 지부 임원은 지부평의원회의 재청을 받아 지부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 총회의 인준을 받은 후 직임한다.

4. 지부장을 포함한 지부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 지부 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지부 이사회를 소집하여 보선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지부 임원회 직무) 1. 지부장은 지부를 대표하여 지부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지부장의 유고시

에는 수석 부지부장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 

2. 지부감사는 지부 회무 및 재무 상황을 감사한다.

제8조(평의원회) 지부총회의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15명 이내의 지부평의원을 지부총회에서 선정하여 지부 평의

원회를 구성한다.

제9조(지부 이사회) 1. 지부 이사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지부 이사는 지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지부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자문위원회) 본 지부의 운영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두며, 전임 지부장 전원과 평의원회에서 

추천된 인사로 구성한다.

제11조(회무보고) 지부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해당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전년도 결산 보고서를 학회장 앞에서 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지부 시행세칙) 지부 규약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부 이사회에서 정하여 지부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기타사항) 본 지부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한국공업화학회 지부 및 지부분회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93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 제6조 1항의 개정안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1년 6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4년 3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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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지부 규정

제1조(목적) 본 지부는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공업화학에 관한 학문과 기술의 발전 및 보급을 도모하여 공업화학

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지부는 사단법인 한국공업화학회(이하 본 회라 한다) 부산⋅울산⋅경남 지부(이하 본 지부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지부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혹은 경상남도에 둔다.

제4조(사업) 본 지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회와의 협조아래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연구 발표회, 강연회, 강습회 및 전시회 등의 개최

2. 회보 및 기타 도서의 간행

3. 조사 연구, 자료수집 및 연구의 장려와 우수 업적의 표창

4. 공익사업의 협찬 건의 및 공업화학에 관한 자문

5. 기타 본 지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회원자격) 본 지부의 회원은 본 회의 회원 중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 연고가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임원의 구성) 본 지부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지부장 1인, 부 지부장 3인, 총무이사 1인, 재무이사 1인, 기획이사 1인, 섭외이사 1인, 학술이사 1인, 산학협동이

사 1인, 감사 2인, 평이사 약간명, 자문위원 약간명

제7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기는 해당 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

료한다. 

제8조(임원의 선임방법) 지부장, 부지부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사진은 정⋅부 지부장이 협의하여 임명

한다.

제9조(지부장 및 이사의 직무) 1. 지부장은 지부를 대표하고 본 지부의 사업을 총괄하여 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지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지부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0조(지부장 직무 대행자의 지명) 지부장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부 지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본 지부의 업무 집행 및 재무사항을 감사하고 날인한다.

제12조(분회장) 분회장은 지부장이 제청하여 학회장이 임명한다.

제13조(분회장의 직무) 분회장은 분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제14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정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 사항

제15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 결의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제16조(총회의 의결 정족수) 총회는 정회원의 1/10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총회의 의사는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로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17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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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규정에서 정한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제18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다.

제19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회장은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또는 감사 전원이 

소집을 요구한 때 그 소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7일 이상 기피함으로써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21조(재정) 본 지부의 재정은 회비, 기부금, 본 회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22조(회계연도) 본 지부의 회계연도는 본 회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3조(규정개정) 본 지부의 규정을 재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4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5조(기타사항) 본 지부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한국공업화학회 지부 및 지부분회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93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1년 6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전북지부 규정

제1조(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공업화학회 전북지부”(이하 지부)라 부른다.

제2조(목적) 1. 본 지부는 “사단법인 한국공업화학회”(이하 본 회) 지부 및 분회규정에 의거 회원 통괄 및 운영을 도우

며 본 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2. 본 지부는 전북에 거주하는 학회 회원의 학술 및 기술향상과 정보교환 및 상호 친목을 도모함에 있다.

제3조(사무소 소재지) 본 지부의 사무소는 전라북도(전북) 내에 둔다.

제4조(회원) 본 지부의 회원은 본 회의 회원 중 전북 지역에 연고가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임원 및 조직) 1. 본 지부의 임원은 지부장 및 약간 명의 부지부장을 포함한 20인 내외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 

2. 지부 임원은 지부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 총회의 인준을 받은 후 직임한다.

3. 지부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임기는 해당 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4. 지부 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지부 이사회를 소집하여 보선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총회) 1. 지부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임시총회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와 정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2. 지부총회의 소집시기 및 방법은 본 학회의 규정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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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부총회는 재적 정회원 1/5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 1. 지부장은 지부를 대표하며 지부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지부장의 유고시에는 부지부장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

2. 이사는 총무, 재무, 기획, 학술, 섭외, 산학협력, 평이사로 구성하며 지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지부 업무를 분

장한다.

3. 지부 감사는 지부 회무 및 재무 상황을 감사한다.

제7조(이사회) 1. 지부 이사회는 지부장, 부지부장, 감사와 지부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며 지부운영 전반에 관한 심의를 

한다.

2. 지부 이사회는 재적 1/3 이상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

한다.

제8조(고문) 고문은 본 회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 중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추대한다.

제9조(회무보고) 지부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전년도 결산 보고서를 학회장 앞으로 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시행 세칙) 지부 규약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부 이사회에서 정하여 지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기타사항) 본 지부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한국공업화학회 지부 및 지부분회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1년 6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주지부 규정

제1조(명칭) 본 지부는 “사단법인 한국공업화학회(이하 학회라 칭함) 제주지부(이하 본 지부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지부는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학회 회원의 학술 및 기술향상과 정보교환 및 상호 친목을 도모하고, 학

회 지부 및 분회규정에 의거 회원 통괄 및 운영을 도우며 본 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3조(사무소 소재지) 본 지부의 사무소는 제주도 내에 둔다.

제4조(회원) 

1. 본 지부회원은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학회 회원으로 하며, 회원으로는 정회원, 학생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

을 둔다.

2. 본 지부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로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특별회원으로 한다.

제5조(지부 임원) 1. 본 지부에는 지부장 및 약간명의 부지부장을 포함한 10인 내 외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

2. 지부 임원은 지부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 총회의 인준을 받은 후 직임한다.

3. 지부장 및 지부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기는 해당 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

에 종료한다. 

4. 지부 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지부 이사회를 소집하여 보선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지부 임원의 직무) 1. 지부장은 지부를 대표하여 지부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지부장의 유고 시에는 부지

부장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

2. 지부감사는 지부 회무 및 재무 상황을 감사한다.

제7조(고문) 고문은 정회원으로서 본 회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 중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추대한다.

제8조(회의의 종류) 본 지부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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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총회 개최) 본 지부 정기총회는 년 1회 12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지부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0조(총회 정족수) 지부총회는 회원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

는 지부장이 결정한다. 다만, 결석회원의 위임장은 출석정족수에 적용하되 표결권으로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1조(총회의 기능) 정기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지부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의 승인

3. 임원 선출

4. 사업 계획

5. 기타 이사회에서 제정한 사항

제12조(이사회 소집) 이사회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제13조(이사회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

수인 때는 지부장이 결정한다. 다만, 결석이사의 위임장은 출석정족수에 적용하되 표결권으로서는 인정하지 아

니한다.

제14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예산, 결산의 변경과 심의

2. 사업보고 및 계획의 작성 및 심의

3. 기타 지부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15조(회무보고) 지부장은 매년 당해연도의 결산보고서 및 차기연도 사업보고서를 학회장 앞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지부 시행세칙) 지부 규약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부 이사회에서 정하여 지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기타사항) 본 지부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한국공업화학회 지부 및 지부분회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3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충북지부 규정

제1조(명칭) 본 지부는 사단법인 한국공업화학회(이하 학회라 칭함) 충북지부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지부는 충북에 거주하는 학회 회원의 학술 및 기술향상과 정보교환 및 상호 친목을 도모함에 있다.

제3조(사업) 본 지부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학술 발표 및 강연회의 개최

2. 현장 견학 및 시찰

3. 공업화학 분야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기술 협력

4. 기타 본 지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위치) 본 지부의 사무소는 지부장이 소속하는 기관에 두고 관할 구역은 충북지역으로 하고 각 지역에 분회를 둔다.

제5조(회원) 1. 본 지부회원은 충북지역에 거주하는 학회 회원으로 한다. 회원으로는 정회원, 학생회원, 단체회원, 특별

회원, 명예회원을 둔다.

2. 본 지부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로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특별회원으로 한다.

제6조(임원과 임기) 1. 본 지부의 임원으로 지부장 1인(지부이사겸)과 부지부장 2인(지부이사겸)을 포함한 지부이사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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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명과 지부감사 2인을 둔다(이하 이사 및 감사라 칭한다).

2.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기는 해당 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3. 임원의 자격은 정회원으로 한다.

제7조(임원선임) 1. 지부장, 부지부장 및 감사는 지부총회에서 선출한다.

2. 이사는 지부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임원의 결원이 생길 때는 지부총회에서 보궐선거로 선출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임무) 1. 지부장은 지부의 회무를 통괄하고 지부를 대표하며 지부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지부장은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리한다.

3. 지부장, 부지부장과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지부총회의 위임사항을 관장한다.

4. 지부장은 총무이사, 재무이사, 학술이사 및 산학협동이사를 이사 중에서 임명하여 임명된 이사는 지부장 명에 

의하여 회무를 집행한다.

5. 감사는 본 지부사업과 회계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지부총회 또는 지부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 감사는 

지부총회 또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회의의 종류) 본 지부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로 구분한다.

제10조(총회 개최) 본 지부 정기총회는 년 1회 11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지부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1조(총회정족수) 지부총회는 회원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지부장이 결정한다. 다만, 결석회원의 위임장은 출석정족수에 적용하되 표결권으로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2조(총회의 기능) 정기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지부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의 승인

3. 임원 선출

4. 사업 계획

5. 기타 이사회에서 제정한 사항

제13조(이사회 소집) 이사회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

집한다.

제14조(이사회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

인 때는 지부장이 결정한다.

제15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예산, 결산의 변경과 심의

2. 사업계획과 사업보고의 작성, 심의

3. 기타 지부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16조(예산 및 결산) 본 지부의 예산 및 결산을 지부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1개월 이내에 학회에 제출한다.

제17조(사업 보고) 본 지부총회의 의결사항은 학회 회장에게 보고하며 중요한 활동이나 사업은 학회 회장의 승인을 얻

어야 한다.

제18조(지부정관의 변경) 본 지부 정관은 총회에서 출석회원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학회 회

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9조(기타사항) 본 지부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한국공업화학회 지부 및 지부분회규정에 따른다.

제20조(지부 정관 효력 발생 및 시행) 본 지부정관은 학회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1년 6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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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업화학회 분과회 규정
2010.  4. 26 제정  2011.  3. 28 개정

2012. 11. 26 개정  2015.  2.  9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4조에 의거 본 한국공업화학회 산하 분과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설치) 1. 각 위원회는 해당 전문분야의 교육, 연구, 응용, 산학협동 및 학회활동에 관심을 가진 20명 이상의 정회

원이 발기하여 설립취지(목적)와 사업계획과 함께 학회에 신청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설치될 수 있다.

2. 신청 당시 이전 2년간 해당 분야의 전문가 20인 이상이 참석한 세미나, 심포지엄 또는 워크숍을 총 3회 이상 

개최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필요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분과회를 신설, 폐지, 병합할 수 있다.

제3조(회원) 1. 분과회 회원은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2. 본 학회의 회원은 최대 2개 분과회까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4조(임원) 1. 각 분과회는 회장 1인, 간사 및 운영위원 약간 명을 두어 회무를 관장한다.

2. 분과회장은 해당 분과 소속 정회원 혹은 학술이사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장이 위

촉한다.

3. 간사와 운영위원은 분과회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4. 회장, 간사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기는 해당 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

일에 종료한다.

제5조(사업) 각 분과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다.

1. 정기 학술대회의 논문발표, 특별강연 및 교육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2. 정기 학술대회의 좌장 및 연사 추천, 우수논문 선정 및 발표장 운영

3. 해당 전문분야의 교육, 연구 및 응용에 관련된 워크숍, 세미나 및 심포지엄 등 개최

4. 해당 전문분야의 국제회의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및 참가

5. 기타 각 분과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과 이사회에서 의뢰하는 전문적인 업무

제6조(임무) 1. 각 분과회는 매 사업연도(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 승인을 받는다. 이때 회원명단을 함께 제출한다.

2. 각 분과회는 그 활동사항의 내용 또는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공업화학전망”지에 게재한다.

3. 각 분과회는 최근 2년간 연간 기준 20명 이상의 회원을 소속 회원으로 확보한다.

4. 각 분과회는 최근 2년간 정기 학술대회 중 연간 기준 2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다.

제7조(유지) 각 분과회는 매 2년마다 본 규정 제6조에 근거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유지된다. 2회 연속 본 규정 제6조 

규정을 위반한 분과회의 유지 여부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8조(관리) 1. 각 분과회의 세칙은 각 분과회에서 작성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각 분과회의 신축성 있는 활동과 회원 상호간의 협조에 관련된 사항은 분과회장이 총괄한다.

3. 각 분과회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한 학회 관련 활동은 행사 종료 후 그 내용을 관련 업무위원회에 제출하여 학

회 차원에서 취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9조(회계) 1. 각 분과회별 운영예산은 특별회계로 취급한다.

2. 각 분과회 회장은 매 행사 종료 후 및 연도 말에 예산집행 실적을 총괄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회

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그 내용을 총회에 보고한다.

3. 각 분과회 행사의 결과 수익금이 발생하였을 시는 그중 일부를 학회 수입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의 발효 당시 설치되어 있는 분과회는 모두 본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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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규정은 2010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1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2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5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고분자분과회 규정

제1조(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공업화학회의 고분자분과회(이하 본 분과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분과회는 고분자 분야의 학술발전과 보급에 이바지하고 회원 상호 간의 협조와 친목을 도모하여 한국

공업화학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제3조(회원의 자격 및 가입) 본 분과회 회원은 본 학회 회원 누구나 희망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다. 본 학회 신규회원

의 경우에는 본 학회에 가입할 때, 본 학회 기존회원의 경우에는 본 학회 본부(또는 본 분과회)에 참여의사를 표

시할 때, 본 분과회원으로 등록된다. 

제4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본 분과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 및 의무를 갖는다.

1. 본 분과회의 임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본 분과회 학술활동에 직접 참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자료를 수령한다.

3. 본 분과회가 회비를 징수할 경우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임원) 1. 본 분과회는 회장 1인, 간사 및 운영위원 약간 명을 두어 회무를 관장한다.

2. 분과회장은 해당 분과 소속 정회원 혹은 학술이사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장이 위

촉한다.

3. 간사와 운영위원은 분과회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4. 회장, 간사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기는 해당 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

일에 종료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본 분과회장은 분과회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약간 명의 운영위원을 위촉하여 운

영위원회를 조직하고 업무를 협의한다.

제7조(회의) 본 분과회장은 분과회의 발전과 운영을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및 분과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각 

회의의 의결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안의 경우 전자통신 등에 의

해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8조(활동) 본 분과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이나 활동을 수행한다.

1. 산학협동을 위한 심포지엄이나 워크샵

2. 본 분과회의 발전에 필요한 기타 사항

제9조(회비) 본 분과회의 회원은 회의 결의에 따라서 회의 운영상 필요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비는 정기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한다. 정기회비와 특별회비는 필요시에 본 분과회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서 정하기로 한다.

제10조(기타사항) 본 분과회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한국공업화학회 분과회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1년 6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2년 11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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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분과회 규정 

제1조(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공업화학회의 나노분과회(이하 본 분과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분과회는 나노기술분야의 국가경쟁력 및 위상 제고, 산학연 협동체제에 의한 연구 효율의 극대화, 심포

지엄을 통한 나노연구의 활성화, 기업에 신속한 나노기술 보급의 접촉점으로 활용함으로써, 나노기술과 전통산업

의 융합을 통한 신화학의 장을 펼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의 자격 및 가입) 본 분과회 회원은 본 학회 회원이고, 누구나 희망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다. 본 학회 신규

회원의 경우에는 본 학회에 가입할 때, 본 학회 기존회원의 경우에는 본 학회 본부(또는 본 분과회)에 참여의사를 

표시할 때, 본 분과회원으로 등록된다. 본 분과회의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특별회원으로 한다. 특별회원은 단

체가 가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회원 : 나노기술소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한다. 다만, 정회원 중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는 종신회원으로 한다.

2. 학생회원 : 대학에서 정회원에 준한 학문을 배우고 있는 자로 한다.

3. 특별회원 :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그 사업수행에 협조하는 개인, 단체 또는 사업체로 한다.

4. 명예회원 : 나노기술소재와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에서 탁월한 공적이 있는 자 또는 본 분과회 발전에 크게 이

바지한 자로 한다.

제4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본 분과회의 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분과회 이용 등의 모든 권리를 가진다.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

1. 회원은 본 분과회의 회칙, 제규정 및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본 분과회 사업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회비를 매년 납부하여야 한다. 단, 명예회원은 회비

납부를 면제한다.

3. 본 분과회의 회비를 연속 2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자격 정지 발효 후 회비를 납

부하면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회복된다.

제5조(임원) 본 분과회장은 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본 학회 회장이 위촉한다. 분과회장은 본 분과회의 모든 업무를 관장

하며 약간 명의 간사를 지명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게 할 수 있다. 분과회장이 유고했을 때, 후임에 관한 사항은 운

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분과회장 및 간사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제한을 두지 않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또한,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운영위윈회에서 임원을 선출

할 때까지 그 임무를 행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본 분과회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본 분과회의 각 사업을 진행하고,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총무간사 및 간사는 분과회장을 보좌

하며, 본 분과회의 업무를 집행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본 분과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분과회장, 간사를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조직한다.

제7조(회의) 분과회장은 본 분과회의 발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운

영위원회는 매년 본 학회 학술총회 전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본 운영위원회의 결의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한 경우는 전자통신(이메

일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합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8조(활동) 본 분과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발표회, 강연회 등의 개최

2. 산학협동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에 관한 사항

3. 본 분과회 활동에 필요한 간행물 발간

4. 본 분과회의 발전에 필요한 기타사항

제9조(회비) 본 분과회의 회원은 회의 결의에 따라서 회의 운영상 필요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비는 정기회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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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비로 구분한다. 정기회비와 특별회비는 필요시에 본 분과회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서 정하기로 한다.

제10조(기타사항) 본 분과회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한국공업화학회 분과회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본 회칙은 200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3년 9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1년 6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디스플레이분과회 규정

제1조(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공업학회의 디스플레이분과회(이하 본 분과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분과회는 정보 및 전자산업 소재 분야의 학술 및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협조와 친목을 

도모하여 한국공업화학회 발전에 일익을 담당한다.

제3조(회원의 자격 및 가입) 한국공업화학회 회원 중 정보 및 전자산업 재료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희망에 의하

여 참여할 수 있다. 본 학회 신규회원의 경우에는 본 학회에 가입할 때, 본 학회 기존회원의 경우에는 본 학회 본

부(또는 본 분과회)에 참여의사를 표시할 때, 본 분과회원으로 등록된다.

제4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본 분과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 및 의무를 갖는다.

    1. 본 분과회의 임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본 분과회의 학술활동에 직접 참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자료를 수령한다.

    3. 본 분과회가 회비를 징수할 경우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임원) 본 분과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한국공업화학회 추계 정기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한다. 회장은 본 분과

회의 모든 업무를 처리하며 간사 약간 명을 지명하여 회장을 보좌하게 한다. 회장과 간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기는 해당 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단 회장 유고 시에는 부회장이 잔여 

임기 동안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회장은 본 분과회의 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간사를 포함하는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7조(회의) 회장은 본 분과회의 발전과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정기총회는 매년 추계 한국공업화학회 총회시에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필요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본 분과회의 모든 결의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8조(활동) 본 분과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기술세미나 및 학술심포지엄

(2) 분과회 활성화를 위한 활동 

(3) 본 분과회의 발전에 필요한 기타사항

제9조(회비) 본 분과회의 회원은 분과회 규정에 따라서 분과회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비는 정기회비와 특별회비

로 구분한다. 정기회비와 특별회비는 필요시에 본 분과회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서 정한다. 

제10조(기타사항) 본 분과회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한국공업화학회 분과회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1년 6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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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규정은 2012년 11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4년 1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무기재료분과회 규정

제1조(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공업화학회의 무기재료분과회(이하 본 분과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분과회는 무기재료 관련분야의 학술발전과 기술보급을 통해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회원 상호간

의 협조와 친목을 도모하여 한국공업화학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의 자격 및 가입) 본 분과회 회원은 한국공업화학회 회원으로서 무기재료 관련 산업 및 연구 분야에 종사하

는 사람, 또는 희망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다. 본 학회 신규회원의 경우에는 본 학회에 가입할 때, 본 학회 기존회

원의 경우에는 본 학회 본부(또는 본 분과회)에 참여의사를 표시할 때, 본 분과회원으로 등록된다.

제4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본 분과회 회원은 분과회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 및 의무를 갖는다.

1. 본 분과회 회원은 분과회의 제반규정 및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분과회의 임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3. 본 분과회 학술활동에 직접 참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자료를 수령한다.

4. 본 분과회가 회비를 징수할 경우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임원) 본 분과회 회장은 분과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한국공업화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회장은 본 분과회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기는 해당 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

에 종료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본 분과회장은 분과회의 제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간사 1인, 위원 5인 이내)을 

위촉하여 운영위원회를 조직하고 제반업무를 협의한다.

제7조(회의) 본 분과회장은 분과회의 발전과 운영을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및 분과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각 

회의의 의결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안의 경우 전자통신 등에 의

해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8조(활동) 본 분과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이나 활동을 수행한다.

1. 무기재료 관련 제 분야에 대한 세미나, 워크샵 및 심포지엄 개최 등에 관한 사항

2. 산학협동을 위한 기술교류 및 간담회

3. 본 분과회의 발전에 필요한 기타 제반 사업

제9조(회비) 본 분과회 운영을 위한 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회비를 비롯한 보조금, 기부금 및 기타 수익

금으로 한다.

제10조(기타사항) 본 분과회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한국공업화학회 분과회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1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2년 11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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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공학분과회 규정 

제1조(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공업화학회의 생물공학분과회(이하 본 분과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분과회는 생물공학분야의 학술발전과 기술보급에 이바지하고 회원 상호간에 협조와 친목을 도모하여 

본 학회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의 자격 및 가입) 본 분과회 회원은 한국공업화학회 회원으로서 생물공학분야의 연구, 교육, 개발 및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희망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다. 본 학회 신규회원의 경우에는 본 학회에 가입할 때, 본 학회 

기존회원의 경우에는 본 학회 본부(또는 본 분과회)에 참여의사를 표시할 때, 본 분과회원으로 등록된다.

제4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본 분과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 및 의무를 갖는다.

1. 본 분과회의 임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본 분과회 학술활동에 직접 참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자료를 수령한다.       

3. 본 분과회가 회비를 징수할 경우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임원) 본 분과회의 회장은 본 학회 추계총회에서 선출한다. 본 분과회의 회장은 본 분과회의 모든 업무를 관장한

다. 단, 회장 유고 시에는 간사 중에서 연장자가 잔여임기 동안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본 분과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10인 이내의 간사를 포함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7조(회의)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연 1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요구 또는 회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8조(활동) 본 분과회는 다음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활동 또는 사업을 수행한다.

1. 생물공학의 제 분야에 대한 세미나, 워크샵, 심포지엄 등의 학술행사

2. 산학협동을 위한 기술교류 및 간담회

3. 기타 본 분과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9조(회비) 본 분과회의 재정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회비, 보조금, 기부금, 그리고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10조(기타사항) 본 분과회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한국공업화학회 분과회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본 분과회의 초대 회장은 본 학회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2. 이 규정은 200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1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2년 11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생체재료분과회 규정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공업화학회의 생체재료 분과회(이하 본 분과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분과회는 생체재료 분야의 학술발전과 보급에 이바지하고 회원 상호 간의 협조와 친목을 도모하여 한

국공업화학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제3조(회원의 자격 및 가입) 본 분과회 회원은 본 학회 회원 누구나 희망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다. 본 학회 신규회원

의 경우에는 본 학회에 가입할 때, 본 학회 기존회원의 경우에는 본 학회 본부(또는 본 분과회)에 참여의사를 표

시할 때, 본 분과회원으로 등록된다. 

제4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본 분과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 및 의무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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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분과회의 임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본 분과회 학술활동에 직접 참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자료를 수령한다.

3. 본 분과회가 회비를 징수할 경우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임원) 1. 본 분과회는 회장 1인, 부회장, 간사 및 운영위원 약간 명을 두어 회무를 관장한다.

2. 회장과 간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기는 해당 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

다. 단 회장 유고 시에는 부회장이 잔여 임기 동안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본 분과회장은 분과회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약간명의 운영위원을 위촉하여 운

영위원회를 조직하고 업무를 협의한다.  

제7조(회의) 본 분과회장은 분과회의 발전과 운영을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및 분과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각 

회의의 의결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안의 경우 전자통신 등에 의

해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8조(활동) 본 분과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이나 활동을 수행한다. 

1. 기술세미나 및 학술심포지엄

2. 분과회 활성화를 위한 활동 

3. 본 분과회의 발전에 필요한 기타사항 

제9조(회비) 본 분과회의 회원은 회의 결의에 따라서 회의 운영상 필요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비는 정기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한다. 정기회비와 특별회비는 필요시에 본 분과회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서 정하기로 한다. 

제10조(기타사항) 본 분과회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한국공업화학회 분과회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5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석유화학⋅윤활유분과회 규정

제1조(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공업화학회의 석유화학 윤활유 분과회(이하 본 분과회)라 칭하며 분과회 국⋅영문 

명칭은 다음과 같다.

국문 : 한국 공업화학회 석유화학⋅윤활유 분과회

영문 : Division of Petrochemical and Lubricant, Korean Society of Industrial & Engineering Chemistry.  

제2조(목적) 본 분과회는 회원 상호간의 협조와 친목을 도모하며 분과회 분야의 학술발전 및 보급에 이바지하고 아울

러 한국공업화학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의 자격 및 가입) 본 분과 회원은 본 학회 회원이면 누구나 희망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다. 신규회원의 경우 

본 학회 가입시, 기존회원의 경우 학회 본부(또는 분과회)에 본 분과 참여의사를 표시하면 본 분과회원으로 등록

된다. 본 분과회의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특별회원으로 한다. 특별회원은 단체가 가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본 분과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 및 의무를 갖는다. 

(1) 본 분과회의 임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본 분과회 학술활동에 직접 참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자료를 수령한다.

(3) 본 분과회가 회비를 징수할 경우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임원) 분과회장 1명, 분과회부회장 1명, 총무간사, 기획간사, 재무간사 각 1명, 학술간사, 섭외간사 약간 명, 부회

장은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분과회장이 임명한다. 분과회장, 간사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기는 해당 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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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내에 충원하되 임기만료 전 90일 이내에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 또는 분과회장에 의하

여 충원하지 않을 수 있다.

집행부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분과회장은 분과회를 대표하여 분과회 업무를 수행한다.

(2) 분과회 부회장은 회장의 임기 만료에 따라 회장이 되고, 분과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

행한다.

(3) 총무간사는 분과회 업무를 총괄하면서 간사와 협의하여 분과회장을 돕는다.

(4) 기획간사는 분과회의 기획업무를 관장하여 총무간사를 돕는다.

(5) 재무간사는 분과회의 재무업무를 관장하며 총무간사를 돕는다.

(6) 학술간사는 분과회의 학술업무를 관장하며 총무간사를 돕는다.

(7) 섭외간사는 분과회의 산학교류를 관장하며 총무간사를 돕는다.  

제6조(운영위원회) 본 분과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분과회장, 간사를 포함한 50명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조

직한다.  

제7조(회의) 분과회장은 본 분과회의 발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운

영위원회는 매년 본 학회 학술총회 전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시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본 운영위원회의 결의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한 경우는 전자통신(이메

일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합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8조(활동) 본 분과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전문분야의 교육, 연구, 응용에 관련된 워크샵, 세미나, 심포지엄, 계속 교육 등의 개최

(2) 석유화학 및 윤활유 관련분야의 자문 및 건의

(3) 석유화학 및 윤활유 관련분야의 교재개발

(4) 학회 이사회 또는 본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9조(회비) 본 분과회의 회원은 회의 결의에 따라서 회의 운영상 필요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비는 정기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한다. 정기회비와 특별회비는 필요시에 본 분과회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서 정하기로 한다.

제10조(기타사항) 본 분과회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한국공업화학회 분과회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1년 6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2년 11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에너지저장⋅변환분과회 규정

제1조(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공업학회의 에너지저장⋅변환분과회(이하 본 분과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분과회는 에너지저장⋅변환소재 분야의 학술 및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협조와 친목을 도

모하여 한국공업화학회 발전에 일익을 담당한다.

제3조(회원의 자격 및 가입) 한국공업화학회 회원 중 에너지저장⋅변환 관련 분야조사하거나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진 

사람, 또는 희망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다. 본 학회 신규회원의 경우에는 본 학회에 가입할 때, 본 학회 기존회원

의 경우에는 본 학회 본부(또는 본 분과회)에 참여의사를 표시할 때, 본 분과회원으로 등록된다.

제4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본 분과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 및 의무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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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분과회의 임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본 분과회의 학술활동에 직접 참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자료를 수령한다.

3. 본 분과회가 회비를 징수할 경우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임원) 본 분과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한국공업화학회 추계 정기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한다. 회장은 본 분과

회의 모든 업무를 처리하며 간사 약간명을 지명하여 회장을 보좌하게 한다. 회장과 간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기는 해당 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단 회장 유고 시에는 부회장이 잔여 

임기 동안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회장은 본 분과회의 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간사를 포함하는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7조(회의) 회장은 본 분과회의 발전과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정기총회는 매년 추계 한국공업화학회 총회시에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필요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본 분과회의 모든 결의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8조(활동) 본 분과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기술세미나 및 학술심포지엄

(2) 분과회 활성화를 위한 활동 

(3) 본 분과회의 발전에 필요한 기타사항

제9조(회비) 본 분과회의 회원은 분과회 규정에 따라서 분과회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비는 정기회비와 특별회비

로 구분한다. 정기회비와 특별회비는 필요 시에 본 분과회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서 정한다. 

제10조(기타사항) 본 분과회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한국공업화학회 분과회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1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2년 11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전기화학분과회 규정

제1조(명칭) 1.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공업화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의 전기화학분과회(이하 본 분과회라 한다)라 칭

한다.

2. 본 분과회의 영문 명칭은 Division of Electrochemistry, Korean Society of Industrial and Engineering 

Chemistry로 한다.

제2조(목적) 본 분과회는 전기화학 분야의 학술발전과 기술보급에 이바지하고 회원 상호간의 협조와 친목을 도모하여 

본 학회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활동) 본 분과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이나 활동을 수행한다.

1. 전기화학 제 분야에 대한 학술발표회, 세미나, 워크샵, 심포지엄 등의 학술행사

2. 본 분과회 활동에 필요한 간행물 발간

3. 기타 본 분과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회원의 자격 및 가입) 1. 본 학회 회원 중 전기화학 분야의 연구, 교육, 기술개발, 제품생산에 종사하는 사람 또

는 희망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다. 본 학회 신규회원의 경우에는 본 학회에 가입할 때, 본 학회 기존회원의 경우

에는 본 학회 본부(또는 본 분과회)에 참여의사를 표시할 때, 본 분과회원으로 등록된다.

2. 회원은 본 학회 정관에 따라 정회원, 학생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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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분과회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본 분과회의 임원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본 분과회 학술활동에의 참가 및 학술활동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령

3. 본 분과회가 회비를 징수할 경우 회비의 납부

제6조(임원) ① 본 분과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이사 5명 이상

②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본 학회 추계 정기총회 시에 선출하고 본 학회에 추천하여 본 학회 회장의 임명을 받으며, 그 외의 임

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회장은 본 분과회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며,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회장 유고 시에는 부회장이 잔여 임기

동안의 회장직무를 수행한다.

⑥ 이사는 학계, 산업체, 연구소, 관계에서 각각 1명 이상씩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 회장은 본 분과회의 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본 분과회 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 학회의 임원을 

배석시킬 수 있다.

제8조(총회) ① 회장은 본 분과회의 발전과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소

집할 수 있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추계 본 학회 총회 시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요구 또는 회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9조(의결) 본 분과회의 모든 결의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안인 경우는 전자

메일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회장이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재정) 본 분과회의 재정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회비, 보조금, 기부금, 그리고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

한다.

제11조(기타사항) 본 분과회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한국공업화학회 분과회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이 개정규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1년 6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2년 11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접착제⋅도료⋅잉크분과회 규정

제1조(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공업화학회의 도료분과회(이하 본 분과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분과회는 도료(도료, 잉크, 접착제) 분야의 학술발전과 기술보급에 이바지하고 회원 상호간의 협조와 친

목을 도모하여 한국공업화학회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한다.

제3조(회원의 자격 및 가입) 한국공업화학회 회원 중 도료 분야의 연구자 또는 도료의 제조,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 또

는 희망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다. 본 학회 신규회원의 경우에는 본 학회에 가입할 때, 본 학회 기존회원의 경우



http://www.ksiec.or.kr

162  공업화학 전망, 제21권 제1호, 2018

에는 본 학회 본부(또는 본 분과회)에 참여의사를 표시할 때, 본 분과회원으로 등록된다.

제4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본 분과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 및 의무를 갖는다.

1. 본 분과회의 임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본 분과회 학술활동에 직접 참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자료를 수령한다.

3. 본 분과회가 회비를 징수할 경우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임원) 본 분과회 회장, 간사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기는 해당 년 1월 1일에 시

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회장은 본 분과회의 모든 업무를 처리하며,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단, 회장 

유고 시에는 운영위원회의 간사가 잔여 임기 동안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회장은 본 분과회의 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포함하는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운

영할 수 있다.

제7조(회의) 회장은 본 분과회의 발전과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정기총회는 매년 추계 한국공업화학회 총회 전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필요할 시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8조(활동) 본 분과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이나 활동을 수행한다.

1. 산학 협동을 위한 심포지엄이나 워크샵

2. 본 분과회의 발전에 필요한 기타 사항

제9조(회비) 본 분과회의 회원은 회의 결의에 따라서 회의 운영상 필요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비는 정기 회비와 

특별 회비로 구분한다. 정기회비와, 특별 회비는 필요시에 본 분과회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서 정하기로 한다.

제10조(기타사항) 본 분과회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한국공업화학회 분과회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초대 회장은 본 학회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2. 이 규정은 199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03년 9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1년 6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12년 11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정밀화학분과회 규정

제1조(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공업화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함)의 정밀화학분과회(이하 본 분과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분과회는 회원 상호간의 협조와 친목을 도모하며 정밀화학 분야의 학술발전 및 보급에 이바지하고 아

울러 한국공업화학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의 자격 및 가입) 본 분과 회원은 본 학회 회원이면 누구나 희망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다. 신규회원의 경우 

본 학회 가입 시, 기존회원의 경우 학회본부(또는 분과회)에 본 분과 참여의사를 표시하면 본 분과회원으로 등록

된다. 본 분과회의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특별회원으로 한다. 특별회원은 단체가 가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본 분과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 및 의무를 갖는다.

1. 본 분과회의 임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본 분과회 학술활동에 직접 참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자료를 수령한다.

3. 본 분과회가 회비를 징수할 경우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임원) 본 분과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본 학회 회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본 분과회의 모든 업무를 관

장하며 1명의 간사를 지명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게 할 수 있다. 단, 위원장이 유고시 후임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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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에서 결정한다. 위원장 및 간사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

다. 위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 위원장은 본 분과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

하며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본 분과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장, 간사를 포함한 10명 이내의 운영 위원회를 조직한다.

제7조(회의) 위원장은 본 분과회의 발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운영

위원회는 매년 본 학회 학술총회 전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시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본 

운영 위원회의 결의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한 경우는 전자통신(이메일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합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8조(활동) 본 분과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산학협동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에 관한 사항

2. 본 분과회 활동에 필요한 간행물 발간

3. 본 분과회의 발전에 필요한 기타사항

제9조(회비) 본 분과회의 회원은 회의 결의에 따라서 회의 운영상 필요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비는 정기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한다. 정기회비와 특별회비는 필요시에 본 분과회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서 정하기로 한다.

제10조(기타사항) 본 분과회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한국공업화학회 분과회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5년 3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1년 6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2년 11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촉매분과회 규정

제1조(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공업화학회의 촉매분과회(이하 본 분과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분과회는 회원 상호간의 협조와 친목을 도모하며 분과회 분야의 학술발전 및 보급에 이바지하고, 아울

러 한국공업화학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의 자격 및 가입) 본 분과 회원은 본 학회 회원이면 누구나 희망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다. 신규회원의 경우 

본 학회 가입시, 기존회원의 경우 학회본부(또는 분과회)에 본 분과 참여의사를 표시하면 본 분과회원으로 등록

된다. 본 분과회의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특별회원으로 한다. 특별회원은 단체가 가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본 분과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 및 의무를 갖는다. 

(1) 본 분과회의 임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본 분과회 학술활동에 직접 참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자료를 수령한다.

(3) 본 분과회가 회비를 징수할 경우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임원) 분과회장 1명, 분과회부회장 1명, 총무간사, 기획간사, 재무간사 각 1명, 학술간사, 섭외간사 약간 명, 부회

장은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분과회장이 임명한다. 분과회장, 간사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기는 해당 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충원하되 임기만료 전 90일 이내에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 또는 분과회장에 의하

여 충원하지 않을 수 있다.

집행부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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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과회장은 분과회를 대표하여 분과회 업무를 수행한다.

(2) 분과회 부회장은 회장의 임기 만료에 따라 회장이 되고, 분과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

행한다.

(3) 총무간사는 분과회 업무를 총괄하면서 간사와 협의하여 분과회장을 돕는다.

(4) 기획간사는 분과회의 기획업무를 관장하여 총무간사를 돕는다.

(5) 재무간사는 분과회의 재무업무를 관장하며 총무간사를 돕는다.

(6) 학술간사는 분과회의 학술업무를 관장하며 총무간사를 돕는다.

(7) 섭외간사는 분과회의 산학교류를 관장하며 총무간사를 돕는다. 

제6조(운영위원회) 본 분과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분과회장, 간사를 포함한 50명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조

직한다.  

제7조(회의) 분과회장은 본 분과회의 발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운

영위원회는 매년 본 학회 학술총회 전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시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본 운영위원회의 결의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한 경우는 전자통신(이메

일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합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8조(활동) 본 분과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촉매 관련분야의 교육, 연구, 응용에 관련된 워크샵, 세미나, 심포지엄, 계속 교육 등의 개최

(2) 촉매 관련분야의 자문 및 건의

(3) 촉매 관련분야의 교재개발 및 간행물 발간

(4) 학회 이사회 또는 본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9조(회비) 본 분과회의 회원은 회의 결의에 따라서 회의 운영상 필요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비는 정기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한다. 정기회비와 특별회비는 필요시에 본 분과회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서 정하기로 한다.

제10조(기타사항) 본 분과회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한국공업화학회 분과회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1년 6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2년 11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콜로이드⋅계면화학분과회 규정

제1조(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공업화학회의 콜로이드⋅계면화학분과회(이하 본 분과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분과회는 계면화학 분야의 학술발전과 기술보급에 이바지하고 회원 상호간의 협조와 친목을 도모하여 

한국공업화학회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한다.

제3조(회원의 자격 및 가입) 한국공업화학회 회원 중 계면화학 및 관련 분야 연구자 혹은 종사자, 또는 희망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다. 본 학회 신규회원의 경우에는 본 학회에 가입할 때, 본 학회 기존회원의 경우에는 본 학회 본부

(또는 본 분과회)에 참여의사를 표시할 때, 본 분과회원으로 등록된다.

제4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본 분과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 및 의무를 갖는다.

1. 본 분과회의 임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본 분과회 학술활동에 직접 참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자료를 수령한다.

3. 본 분과회가 회비를 징수할 경우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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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임원) 본 분과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회장, 간사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

임할 수 있다. 임기는 해당 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회장은 본 분과회의 모든 업무를 처리

하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단 회장 유고시에는 운영위원회의 간사가 잔여임기 동안의 업무를 수행하도

록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회장은 본 분과회의 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포함하는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운

영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분과회의 제반 업무를 통괄한다. 회장은 본 분과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산학연에서 저명한 인사로 자문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자문회의는 분과회의 자문을 할 수 있다.

제7조(회의) 회장은 본 분과회의 발전과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정기총회는 매년 추계 한국공업화학회 총회 전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필요할 시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8조(활동) 본 분과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이나 활동을 수행한다.

1. 심포지엄이나 워크샵

2. 기타 사항

제9조(회비) 본 분과회의 회원은 회의 결의에 따라서 회의 운영상 필요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비는 정기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한다. 정기회비와 특별회비는 필요시에 본 분과회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서 정하기로 한다.

제10조(기타사항) 본 분과회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한국공업화학회 분과회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초대 회장은 본 학회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2. 계면화학 분과회는 이전의 유지⋅계면활성제 분과회의 활동을 승계한다.

3. 이 규정은 2003년 9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1년 6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2년 11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펄프⋅제지분과회 규정

제1조(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공업화학회의 펄프제지피혁분과회(이하 본 분과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분과회는 펄프제지피혁 분야의 학술발전과 보급에 이바지하고 회원 상호간의 협조와 친목을 도모하여 

한국공업화학회 발전에 기여하고, 그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한다.

제3조(회원의 자격 및 가입) 본 분과 회원은 본 학회 회원이면 누구나 희망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다. 신규회원의 경우 

본 학회 가입 시, 기존회원의 경우 학회본부(또는 분과회)에 본 분과 참여의사를 표시하면 본 분과회원으로 등록

된다. 본 분과회의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특별회원으로 한다. 특별회원은 단체가 가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본 분과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 및 의무를 갖는다.

(1) 본 분과회의 임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본 분과회 학술활동에 직접 참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자료를 수령한다.

(3) 본 분과회가 회비를 징수할 경우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임원) (1) 본 분과회장은 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본 학회 회장이 위촉한다. 

(2) 분과회장은 본 분과회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며 약간 명의 간사 및 운영위원을 지명하여 분과회장을 보좌하게 

할 수 있다. 단, 분과회장이 유고시 후임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위원장 및 간사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종료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제한을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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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운영위원회) 회장은 본 분과회의 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포함하는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운

영할 수 있다.

제7조(회의) 위원장은 본 분과회의 발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운영

위원회는 매년 본 학회 학술총회 전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시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본 

운영위원회의 결의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한 경우는 전자통신(이메일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합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8조(활동) 본 분과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이나 활동을 수행한다.

(1) 펄프제지피혁의 제 분야에 대한 세미나, 워크샵, 심포지엄 등의 학술행사

(2) 산학협동을 위한 기술교류 및 간담회

(3) 본 분과회 활동에 필요한 간행물 발간

(4) 기타 본 분과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9조(회비) 본 분과회의 회원은 회의 결의에 따라서 회의 운영상 필요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비는 정기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한다. 정기회비와 특별회비는 필요시에 본 분과회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서 정한다.

제10조(기타사항) 본 분과회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한국공업화학회 분과회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초대 회장은 본 학회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2. 이 규정은 2005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1년 6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2년 11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화학공정분과회 규정

제1조(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공업화학회의 화학공정분과회(이하 본 분과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분과회는 화학공정 분야의 학술발전과 보급에 이바지하고 회원 상호간의 협조와 친목을 도모하여 한국

공업화학회 발전에 기여, 한국공업화학회 발전에 일익을 담당한다.

제3조(회원의 자격 및 가입) 한국공업화학회 회원 중 화학공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희망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다. 본 학회 신규회원의 경우에는 본 학회에 가입할 때, 본 학회 기존회원의 경우에는 본 학회 본부(또는 본 분

과회)에 참여의사를 표시할 때, 본 분과회원으로 등록된다.

제4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본 분과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 및 의무를 갖는다.

1. 본 분과회의 임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본 분과회 학술활동에 직접 참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자료를 수령한다.

3. 본 분과회가 회비를 징수할 경우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임원) 본 분과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마다 한국공업화학회 추계 정기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한다. 회장은 본 

분과회의 모든 업무를 처리하며 간사 약간 명을 지명하여 회장을 보좌하게 한다. 회장과 간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

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 유고 시에는 간사 중 연장자가 유고 회장의 잔여 임기 동안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회장은 본 분과회의 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간사를 포함하는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7조(회의) 회장은 본 분과회의 발전과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정기총회는 매년 추계 한국공업화학회 총회시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필요할 시에 수시로 개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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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본 분과회의 모든 결의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8조(활동) 본 분과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산학협동을 위한 심포지엄이나 워크샵

2. 본 분과회의 발전에 필요한 기타사항

제9조(회비) 본 분과회의 회원은 회의 결의에 따라서 회의 운영상 필요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비는 정기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한다. 정기회비와 특별회비는 필요시에 본 분과회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서 정한다.

제10조(기타사항) 본 분과회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한국공업화학회 분과회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초대회장은 본 학회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2. 이 규정은 2002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03년 9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1년 6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12년 11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화학물질 안전⋅위해성분과회 규정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공업화학회의 화학물질 안전⋅위해성분과회(이하 본 분과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분과회는 화학물질 안전⋅위해성 관련분야의 학술발전과 기술보급을 통해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회원 상호간의 협조와 친목을 도모하여 한국공업화학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의 자격 및 가입) 본 분과회 회원은 한국공업화학회 회원으로서 화학물질 안전⋅위해성 관련 산업 및 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희망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다. 본 학회 신규회원의 경우에는 본 학회에 가입할 때, 

본 학회 기존회원의 경우에는 본 학회 본부(또는 본 분과회)에 참여의사를 표시할 때, 본 분과회원으로 등록된다.

제4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본 분과회 회원은 분과회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 및 의무를 갖는다.

1. 본 분과회 회원은 분과회의 제반규정 및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분과회의 임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3. 본 분과회 학술활동에 직접 참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자료를 수령한다.

4. 본 분과회가 회비를 징수할 경우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임원) 본 분과회 회장은 분과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한국공업화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회장은 본 분과회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기는 해당 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

에 종료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본 분과회장은 분과회의 제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부회장 2인, 간사 5인, 위원 

5인 이내)을 위촉하여 운영위원회를 조직하고 제반업무를 협의한다.

제7조(회의) 본 분과회장은 분과회의 발전과 운영을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및 분과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각 

회의의 의결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안의 경우 전자통신 등에 의

해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8조(활동) 본 분과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이나 활동을 수행한다.

1. 화학물질 안전⋅위해성 관련 제 분야에 대한 세미나, 워크샵 및 심포지엄 개최 등에 관한 사항

2. 산학협동을 위한 기술교류 및 간담회

3. 본 분과회의 발전에 필요한 기타 제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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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회비) 본 분과회 운영을 위한 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회비를 비롯한 보조금, 기부금 및 기타 수익

금으로 한다.

제10조(기타사항) 본 분과회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한국공업화학회 분과회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5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환경⋅에너지분과회 규정

제1조(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공업화학회의 환경에너지 분과회(이하 본 분과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분과회는 회원 상호간의 협조와 친목을 도모하며 분과회 분야의 학술발전 및 보급에 이바지하고 아울

러 한국공업화학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의 자격 및 가입) 본 분과 회원은 본 학회 회원이면 누구나 희망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다. 신규회원의 경우 

본 학회 가입시, 기존회원의 경우 학회본부(또는 분과회)에 본 분과 참여의사를 표시하면 본 분과회원으로 등록

된다. 본 분과회의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특별회원으로 한다. 특별회원은 단체가 가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본 분과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 및 의무를 갖는다. 

(1) 본 분과회의 임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본 분과회 학술활동에 직접 참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자료를 수령한다.

(3) 본 분과회가 회비를 징수할 경우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임원) 본 분과회 회장은 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본 학회 회장이 위촉한다. 분과회장은 본 분과회의 모든 업무를 관

장하며 약간 명의 간사를 지명하여 분과회장을 보좌하게 할 수 있다. 단, 분과회장이 유고시 후임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분과회장, 간사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기는 해당 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충원하되 임기만료 

전 90일 이내에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 또는 분과회 위원장에 의하여 충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본 분과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분과회장, 간사를 포함한 50명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조

직한다.  

제7조(회의) 분과회장은 본 분과회의 발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운

영위원회는 매년 본 학회 학술총회 전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시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본 운영위원회의 결의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한 경우는 전자통신(이메

일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합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8조(활동) 본 분과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산학협동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에 관한 사항

(2) 본 분과회 활동에 필요한 간행물 발간

(3) 본 분과회의 발전에 필요한 기타사항 

제9조(회비) 본 분과회의 회원은 회의 결의에 따라서 회의 운영상 필요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비는 정기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한다. 정기회비와 특별회비는 필요시에 본 분과회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서 정하기로 한다.  

제10조(기타사항) 본 분과회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한국공업화학회 분과회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3년 9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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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규정은 2011년 6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2년 11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4년 7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연구윤리 강령
2007. 10.  8 제정  2008.  4. 28 개정

  한국공업화학회 회원은 인간이 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화학 기반기술을 개발하고, 자연과 더불어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한, 교육 및 학술 연구의 원활한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정보 교환 및 유대를 강화하는

데 있어 전문인으로서의 높은 윤리 의식과 신의를 가지고 정직하고 공정하게 행동한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다짐하

고자 한다. 

1. 우리는 전문 지식인으로서 우리나라의 발전과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고, 자신이 속한 전문 분야를 발전시키는 데 기

여한다. 

2. 우리는 공익에 위배되지 않는 한, 사업이나 직업상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지켜 자신이 속한 단체나 사회에 

신의를 지킨다.

3. 우리는 과학적 자료에 근거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게 결론을 제시하고 허위자료를 사용하거나 표절을 하지 않는다.

4. 우리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타인의 업적을 공정하게 밝힌다.

5. 우리는 자신의 업적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수용하고 잘못이 발견되면 바로 정정한다.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앞세우지 않고 타인의 업적을 공정하게 평가한다.

6. 우리는 친환경기술과 지속발전가능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생태계를 보존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

연구윤리 규정
2008.  9.  1 제정, 2011.  9.  5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공업화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소속의 회원이 연구 및 출판, 기타 이와 관련된 

행위를 실행할 때 발생하는 연구 윤리에 관련된 사항을 학회 전문위원회 규정 제5조 13항에 의거하여 연구윤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하고 의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부정행위의 정의) 연구, 학술발표 및 출판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를 부정행위로 본다.  

1.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 발표하는 행위 

2. 변조 : 데이터나 연구결과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변형 및 삭제함으로써 연구의 내용이나 결과를 심각하

게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 이미 발표된 저술 또는 연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법한 인용형식 없이 사용하는 행위

4. 도용 : 타인의 아이디어나 연구내용 등을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 

5. 중복 투고 및 게재 : 자신의 기 발표 논문을 기 발표 학술지의 승인 없이 타 논문지에 새로이 투고하거나, 자기

의 논문이 기 발표되었다는 사실을 새로이 게재하는 학술지에 통보하지 않고 투고 또는 게재하는 행위

제3조(부정행위 검증시효)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심의 절차)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절차에 의하여 회원들의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문제 제기 :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제보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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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 소집 : 제보의 신빙성이 확인되면,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제6조 1항에 의거하여 위원회를 소

집하고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3. 소명 절차 : 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정이 될 경우, 피조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문서로 소

명을 받는다.

4. 징계 : 경고, 논문 투고 금지, 논문 철회, 회원 자격 정지 등을 포함하고, 제재 기간은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정한다.

5. 의결 : 위원회는 위원회 규정 제6조 2항 및 제7조에 의거하여 심의 및 의결한다. 

6. 이사회에 통보 :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이사회에 통보하고 제재안을 건의한다.

제5조(이사회 의결 및 통보) 이사회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검토하여 제재안을 의결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

게 통보한다.

제6조(이의 제기) 1.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피조사자는 이사회의 의결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이의제기의 타당성을 심의하고 이사회에 의결내용의 재확인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제재 공지)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된 제재 조치를 학회 홈페이지나 학회지에 공고하며, 필요 시 해당 피조사자의 

소속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8조(비밀보장) 1.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제보자의 신원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2.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되기 전에는 해당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부    칙

1. 본 규정은 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학회지 발간 윤리지침
2009.  9. 28 제정

  한국공업화학회는 학회 국문지인 “공업화학(Journal of the Korean Industrial and Engineering Chemistry)”과 영문

지 “Journal of Industrial and Engineering Chemistry”를 정기적으로 발간함으로써 공업화학분야와 관련된 교육기관, 

산업체,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 공공기관 등 사회 전체로의 학술 및 기술적 발전과 보급에 공헌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취지와 더불어 급변하는 지식기반 사회의 세계화 과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도 높

은 수준의 학술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본 학회는 학술지 발간과 관련한 제반 윤리지침을 제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행하고자 한다.

I. 논문 투고 저자

  (1) 논문 저자는 자신이 연구하여 본 학술지에 투고하려는 논문이 학술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고 새로운 결론을 도

출하도록 최선을 다하며, 연구논문 중에는 이를 위한 종합적 근거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2) 저자는 동일한 내용이 이미 발표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며, 만약 다른 문헌에 발표된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론을 주장하려는 연구결과를 본 학술지에 논문으로 투고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새로운 논거에 기초하여 중대한 학술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3) 저자는 투고논문과 관련하여 사용한 특수 생물체 및 독소, 화학약품, 기구 및 장비 등의 독성, 위험성, 유해성 및 

안전한 취급법을 명확하게 연구논문에 밝혀야 하며, 이들의 사용이 인간 개개인과 사회의 보편적 윤리에 저촉되

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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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논문에 인용된 학술자료는 정확하게 기술되어야 하며,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문헌 상에 공표되

지 아니한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하거나 혹은 자료에 대한 권리를 소유한 연구자의 동의를 얻은 후에 

인용하여야 한다. 

  (5) 논문 작성을 위한 결과의 도출과정에서 학술적으로 중요한 기여를 하였고, 또한 발표하는 결과에 대하여 책임과 

공적을 함께 공유할 모든 연구자는 공저자가 되어야 한다. 교신저자 또는 대표저자는 논문 투고 전에 반드시 논

문제목과 내용에 대하여 다른 공저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6) 저자는 논문의 발간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계약 또는 소유권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여

야 하며, 이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1차적인 책임을 진다.

  (7) 연구논문의 투고저자는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 혹은 심사위원의 의견을 호의적인 태도로 수용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여 논문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이사에게 알려야 한다. 

 

II. 논문 심사위원

  (1) 논문심사에 동의한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이사가 의뢰한 논문을 학술지의 심사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

에 성실하게 심사를 마침으로써 출판과정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만일 투고논문의 내용이 자신

의 전문 연구분야와 현저히 달라 심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편집위원장이나 담당 편

집이사에게 곧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심사위원은 각 분야의 과학적, 학술적 기준을 충분히 유지하면서 심사하는 논문에 포함된 실험과 이론, 결과의 

해석, 설명의 질적 수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 논문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자신이 평가한 심사의견서에는 

투고된 논문의 학술지 게재 여부에 대한 자신의 판단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저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첨부하여 투고논문의 수준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 

  (4) 심사위원은 심사한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심사된 논문이 학술지에 출판되기 전까지는 

그 내용을 저자의 동의 없이 타 연구자에게 알리거나 다른 문헌상에 인용할 수 없다.

  (5) 심사위원은 논문저자와의 개별적인 접촉을 해서는 안되며, 심사과정에서 친분과 같은 주관적인 요소를 절대적으

로 배제하여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6) 심사위원은 심사하는 논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이미 문헌 상에 소개되어 명백히 밝혀진 중요한 연구결과 및 자료

가 정확하게 인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한편, 심사논문의 일부 또는 많은 부분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 공

개된 적이 있음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이사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III. 편집위원장 및 편집이사

  (1) 편집위원장 및 각 분야의 편집이사는 논문의 투고로부터 논문의 심사 및 심사된 논문의 출판에 이르는 과정을 

관리하고, 논문의 학술지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특히 본 학술지에 출판되는 논문이 타 

문헌에 중복 게재되거나 또는 그 일부가 표절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2) 투고되거나 이미 발간된 논문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대상 논문의 조치사

항을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한다. 

  (3) 편집위원장 및 각 분야의 편집이사는 투고된 논문을 학연, 지연, 소속기관 또는 저자와의 개인적 친분과 관계없

이 논문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투고논문의 게재 결정은 심사위원의 객관적 판정과 논

문의 질적 수준만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장이 판단한다.

  (4)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는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지체 없이 논문의 출판에 필요한 적절한 진행조치를 취해야 한다. 

  (5) 편집위원장 및 각 분야의 편집이사는 각 전공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및 공정한 판단 능력을 가진 

제3자(심사위원)에게 논문의 수준과 정확성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투고 논문이 학술지 게재에 부적절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지 않고 저자에게 반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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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편집위원장 및 각 분야의 편집이사는 투고논문의 학술지 게재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심사위원 이외의 다른 사람

에게 투고 내용을 일체 공개해서는 안 된다.

  (7) 편집위원장 및 각 분야의 편집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학자적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8) 편집위원장 및 각 분야의 편집이사가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본인이 심사할 수 없으며, 제3자인 다른 편집

이사가 심사과정을 진행시킨다. 

  (9) 투고된 논문과 관련하여 특정 인사를 심사위원으로부터 제외시켜 줄 것을 저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

장 및 편집이사는 투고된 논문의 내용을 고려하여 이를 판단한다.

 (10) 편집위원장 및 편집이사는 심사완료 및 출판된 논문에 있어서 제3자(혹은 외부)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재심 

결정권을 지닌다. 특히 학회 연구윤리규정에 저촉되는 항목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구

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공업화학｣ 논문투고규정
1990.  5. 15 제정   1998.  6.  8 개정   1994.  9.  5 개정  1999.  8.  4 개정
1997.  3. 10 개정   2000.  3. 30 개정   2002.  1. 25 개정  2004.  7. 28 개정
2005. 10. 10 개정   2007.  4.  2 개정   2007.  5. 25 개정  2007. 10.  8 개정

   2009.  2.  2 개정   2010.  2.  1 개정   2010.  2. 14 개정  2013. 10.  7 개정
2014.  6. 16 개정  2015.  3. 23 개정 

1. 본 규정은 본회 정관 제4 조에 의거하여 발간되는 학술지(공업화학)의 투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논문은 본 학술지에 투고하기 전에 다른 학술잡지에 원보로 발표 또는 투고 중이 아닌 것이어야 한다.

논문이 채택된 후에는 본 학술지의 서면 동의 없이 유사한 형식으로 한글이나 다른 언어로 출판되어서는 안 된다. 

3. 논문의 투고는 본회의 회원에 한한다. 단, 초청 투고자는 예외로 한다.

4. 논문의 투고일자는 논문이 본회에 도착한 날을 “접수일”로 하고 최종심사 종료일을 “채택일”로 한다.

5. 논문의 투고는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제출된 논문은 저자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6. 논문은 총설, 논문, 단보, 논평으로 구분하고 총설은 본 규정에 준하여 투고할 수 있다.

7. (1) 논문 작성의 언어는 국어(한글) 또는 영어로 할 수 있으며, 국어의 경우 학술용어는 영어를 병용할 수 있다. 

(2) 논문 작성을 국어로 할 경우 본문 문장 중의 영어의 사용은 가능한 한 억제하고 국어를 사용하되, 영어를 사용

하여야 할 경우는 모두 소문자로 쓴다. 다만 문장을 시작하는 곳에 영어 단어가 올 경우는 시작하는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한다.

(3) 논문내용 중 미생물명 등 학명과 “in situ”, “in vitro” 등 사전에서도 이탤릭체로 표기되는 단어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또한 수식에 사용되는 알파벳 및 숫자도 모두 이탤릭체로 하되 수식 중의 ln 및 첨자는 일반체로 한다.

8. 논문의 서식은 가로 쓰기로 하고, 약 21 × 29.7 cm (A4) 크기의 용지에 작성하며(글꼴: 신명조, 크기: 11, 간격: 2

줄), 그 분량은 아래와 같이 제한한다.

(1) 보문 : 표와 그림을 제외하고 15면 이내

(2) 단신 : 표와 그림을 포함하여 6면 이내 

(3) 속보, 논평 : 2면 이내

9. 원고는 다음 항목별로 새로운 면에서 시작하여야 한다. 

(1) 제목, 저자명, 연구기관 및 주소

   ① 국어 및 영어로 작성하며, 교신저자는 위첨자로 †표시를 하고, 저자의 현 소속기관이 연구 당시와 다른 경우

에는 현 소속기관 및 주소를 각 주에 표시하여야 한다. 단, 논문이 단일저자인 경우는 논문저자 표기 시 교신

저자를 나타내는 †표시를 하지 않으며, 논문 첫페이지 하단에 표시하는 e-mail 주소에서 ‘†교신저자

(e-mail주소)’ 대신에 ‘저자(e-mail주소)’로 표시한다.

저자의 영문주소 표기 시, “Dept.” 등은 약자로 쓰지 않고 “Department” 등과 같이 full text로 표기하여야 한다.

   ② 영문 제목은 접속사, 관사와 전치사를 제외하고 모든 단어들의 첫문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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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문초록(600자 이내)과 영문초록(200단어 이내) 및 Keywords (영문으로 5개 이내)

(3) 본문(본문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구성된다)

   ① 1. 서론     ② 2. 실험     ③ 3. 결과 및 고찰     ④ 4. 결론     ⑤ 감사

(4) References 

(5) 표 

(6) 그림

(7) 그림 제목표(Figure caption)

(8) 그림 초록(Graphical Abstract)  

10. 모든 표는 약 21 × 29.7 cm (A4) 크기의 용지에 명료하게 작성하고, 표의 제목 및 내용은 영어로 하여야 한다. 

한 페이지당 하나의 표를 싣도록 한다. 표의 제목은 상단에 위치시키며, 매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하되 관사

와 전치사는 소문자로 한다. 표 내의 긴 단어는 적당한 약어로 대치한 후 아래에 약어를 정의하여야 한다. 모든 표

는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예: Table 1).

11. 그림의 제목 및 내용은 영어로 하여야 하며 한 페이지당 하나의 그림을 싣도록 한다. 그림의 제목들은 별지에 모아 

작성하여야 한다. 그림의 제목은 문장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하고 제목이 끝나는 곳에 마침표를 찍는다. 모든 그림

이나 사진은 크기가 8 × 8 cm로 축소하여 인쇄된 후에도 명료하게 해독할 수 있도록 작성하며,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예：Figure 1.).

12. 본문, 그림 및 표에 사용된 약어, 시료명, 기호 등은 그것이 반복될 경우에 처음 사용된 곳에서 다음 예와 같은 형

식으로 한 번만 정의해 주고 그 이후로는 약어 등을 사용한다. 국문 및 영문초록 내에서도 반복되는 약어 등은 정

의하지만 본문에서는 다시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

예: polymethylmethacrylate (PMMA)

13. 모든 단위는 SI단위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단위 다음에는 한칸을 띄운다. 그러나 “%”는 숫자에 붙여

서 쓰며 시간 단위의 초는 “s”로, 분은 “min”, 시간은 “h”로, 년은 “yr”로 각각 표기한다.

14. 본문 중에 ( ),［ ］등의 괄호가 나올 경우 괄호 앞이 국문인 경우는 붙여쓰고 영문인 경우는 띄어 쓴다. 다만, 

“Figure 1(a)” 등의 경우는 ( ) 앞의 숫자와 괄호를 붙여 쓴다. “wt%” 등은 “wt”와 “%”를 붙여 쓰며 본문 중에 “A 

= 25” 또는 “A > 25” 등이 나올 경우는 기호 앞뒤로 한 칸씩 띄어 쓴다.

15. 인용된 Reference들은 본문에 인용된 순서대로 해당 문구의 알맞은 곳에 대괄호 속의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번호

를 부여하여야 한다.

16. 모든 Reference는 영문으로 작성한다. Reference가 학술잡지의 경우는 저자명, 논문제목, 잡지명, 권수, 쪽수(시

작~끝)(출판년도) 순으로, 단행본이나 편집서인 경우는 저자, 책명, 편집자, 권수, 쪽수(시작~끝), 출판사명, 출판사

소재지(출판년도) 순으로 명기하여야 하며, 권수는 두꺼운 글씨체로 한다. 출판연도는 괄호로 표시하고 각 

Reference의 끝에는 마침표를 찍는다. 잡지명의 약기 방식은 ISO abbreviation title을 기준으로 한다

(http://www.iso.org).

(1) Journal articles

I. Lee, W. Choi, and K. Lee, Removal of COD and color from anaerobic digestion effluent of livestock 

wastewater by advanced oxidation using microbubbled ozone, Appl. Chem. Eng., 22, 617-622 (2011).

(2) Books

F. W. Fowkes and A. C. Thomas, Surface and Interfacial Aspects of Biomedical Polymers, 2nd ed., 

334-337, Plenum Press, NY, USA (2005).

(3) Edited books 

G. Stevens, Chemical technologies for renewable energy production. In: I. J. Lowry and Y. D. Chen 

(eds.). Advances in Biomass and Bioenergy, 236-239, Blackwell, Oxford, UK (2011).

(4) Proceedings

R. Haubner, A. Pruden and K. Kopf, Hydrophobic modification of PVDF membrane for the use of 

butanol pervaporation, Proceedings of 3rd International Symposium on Surface Modification 

Technology. September 11-14, Munich, Germany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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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issertations

K. D. Hong, A Study on Chromatographic Separation of Penicillin-Family Antibiotic Compounds, Ph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996).

(6) Patents

K. T. Adams. B. J. Kang, and S. I. Olver, Method and agent for hydrogen sulfide removal from biogas 

of anaerobic digestion, US Patent 4,121,025 (1978).

(7) In-press DOI

M. Ziolek, P. Decyk, and M. Trejda, Degradation of triketone herbicides using ozonation advanced 

oxidation, J. Hazard. Mater., Doi:10.1016/i.hazmat.2010.07.022.

17. 투고된 논문의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위하여 투고자는 논문 심사 가능한 자를 최소 3∼5인 추천할 수 있다.

18. 투고 시에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게재 후에는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9. 별쇄본은 기본으로 20부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추가 요구 시에는 1부당 1,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20. 저작권 이양에 관한 사항

｢공업화학｣지에 논문이 게재될 경우 ｢공업화학｣지에 투고한 논문의 저작권은 사단법인 한국공업화학회가 소유하

게 된다. ｢공업화학｣ 투고시스템(http://www.ksiec.or.kr/suite/review)의 논문투고신청서 상에 본 저작권 이양 동

의서가 있으며 저자 중 1인(논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저자)이 모든 저자를 대표하여 저작권 이양 동의서에 

서명하여야 게재할 수 있다.  

21. 논문 투고 및 문의처

논문투고

｢공업화학｣ 온라인 투고시스템 : http://www.ksiec.or.kr/suite/review

문의처

(우)0655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 198 오릭스빌딩 905호

한국공업화학회 ｢공업화학｣ 편집위원회

TEL : (02)594-4511,2 FAX : (02)594-4513

E-mail : ksiechem@chol.com  

Paper Submission Regulations of the Applied Chemistry for Engineering
(Established on May 15, 1990) (Revised on June 8, 1998) (Revised on September 5, 1994)

(Revised on August 4, 1999) (Revised on March 10, 1997) (Revised on March 30, 2000)
(Revised on January 25, 2002) (Revised on July 28, 2004) (Revised on October 10, 2005) (Revised on April 2, 2007)

(Revised on May 25, 2007) (Revised on October 8, 2007) (Revised on February 2, 2009)
(Revised on February 1, 2010) (Revised on February 14, 2011)  (Revised on October 7, 2013)  (Revised on June 16, 2014)

(Revised on March 23, 2015)

1. The purpose of these regulations is to stipulate the matters on submission of research paper to the journal 

(the Applied Chemistry for Engineering) that is pu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4 of the Articles of 

Association of this study.

2. Before research paper is submitted to this journal, the original manuscript of the paper shall not be in the 

process of being published in or submitted to other journals.

After the paper is accepted, it shall not be published in Korean or other language in the similar format 

without any written consent by this journal.

3. Submission of research paper shall be limited to members of this society. However, there is an exception to 

invited contribu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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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n regard to paper submission date, “receipt date” shall be the day when the paper arrives at this society 

while “acceptance date” shall be the day when the final review is completed.

5. Online receipt is the basic rule for paper submission. The submitted paper shall not be returned to the 

authors.

6. Research papers are classified to article, communication, and comment. Review may be submitted in 

accordance with these regulations.

7. (1) Research paper may be written in Korean or English. If the language is Korean, terminology in English 

may be used together.

(2) When research paper is written in Korean, it shall be required to refrain from using English in sentence 

of the body but to use Korean as much as possible. If English is used by necessity, words shall be all in 

small letter. However, if an English word starts a sentence, the first letter only of the word shall be in 

capital letter.

(3) In paper, scientific names such as name of microorganism and words that are italicized in dictionary such 

as “in situ”, “in vitro”, etc. shall be written in italics. Furthermore, alphabets and numbers used for 

formula shall be all in italics, but ln and subscript in formula shall be written in common type.

8. Text in the paper shall be written in horizontal format while document shall be in the A4 paper size of 

around 21 × 29.7 cm (font type: sinmyeongjo, font size: 11, and line spacing: 2 lines). Length of the 

document shall be restricted as follows. 

(1) Article: less than 15 pages excluding table and figure

(2) Communication: less than 6 pages including table and figure

(3) Comment: less than 2 pages

 9. Manuscript shall be written in a new page for the following items.

(1) Title, author name, research institute, and address

   ① These items shall be written in Korean and English with superscript of † mark for corresponding 

author. If the current affiliated organization of author is different from the affiliated organization when 

research was conducted, the current affiliated organization and address shall be written in the footnote. 

However, if paper is written by a single author, the † mark shall not be used for corresponding author 

in marking of paper’s author. In the e-mail address that is marked in the bottom of the first page of 

paper, “†corresponding author (e-mail address)” shall be replaced by “author (e-mail address).”
In marking of the English address of author, abbreviation such as “Dept.” shall not be used. Instead, 

the address shall be written in full text: for example, “Department.”
   ② In the English title, the first letter of all words shall be written in capital letter excluding conjunction, 

article and preposition.

(2) Korean abstract (less than 600 characters), English abstract (less than 200 words), and key words (less 

than five words in English)

(3) Body (Body consists of the following items in the following order.)

   ① Introduction ② Materials and Methods

   ③ Results and Discussion ④ Conclusions

   ⑤ Acknowledgement

(4) References

(5) Table

(6) Figure

(7) Figure Caption

(8) Graphical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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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All of the tables shall be written clearly in the paper that has the size of around 21 × 29.7 cm (A4) while 

title and content of table shall be written in English. One page shall have one table. Title of table shall be 

placed at the top while the first letter of each word shall be in capital letter with article and preposition in 

small letter. A long word in table shall be replaced by a proper abbreviation along with definition of the 

abbreviation under the table. All of the tables shall be given serial number in Arabic number (e.g.: Table 1).

11. Title and content of figure should be in English while one page shall have one figure. Titles of figures shall 

be gathered and written in an accompanying paper. In regard to title of figure, the first letter only of 

sentence shall be in capital letter with a period at the end of the title. All of the figures or pictures shall 

be clearly comprehensible even after they are reduced to the size of 8 × 8 cm and are printed out. They 

shall be given serial number in Arabic number (e.g.: Figure 1.).

12. When abbreviation, sample name and symbol used in body, figure and table are repeated, they shall be 

defined in the format as shown below only once in the place where they are used for the first time. 

Afterwards, abbreviation shall be used. In Korean abstract and English abstract also, repeated abbreviation 

shall be defined. However, the repeated abbreviation shall be defined again in the body.

E.g.: polymethylmethacrylate (PMMA)

13. The basic rule is to use SI unit for all types of units. In general, space is required before unit. However, no 

space is required between number and “%.” Time unit includes “s” for second, “min” for minute, “h” for 

hour, and “yr” for year.

14. When there is a parenthesis such as ( ) and [ ] in the body, no space is required before the parenthesis in 

case of Korean, whereas space is required before the parenthesis in case of English. However, in the 

example of “Figure 1(a),” no space is required between number and parenthesis. In the example of “wt%,” 
no space is required between “wt” and “%.” Furthermore, in the example of “A = 25” or “A > 25,” one 

space is required before and after the sign.

15. References cited in the paper shall be given serial number in Arabic number that is enclosed with square 

bracket. They shall be placed in a proper location of text in the order that they are cited in the body.

16. If reference is a scholarly magazine, it shall be written in the order of author name, magazine name, volume 

number, the first page number, and (publication year). If reference is a book or compilation book, it shall 

be written in the order of author, book name, compiler, volume number, the first page number, publisher 

name, publisher’s location, and (publication year). The volume number shall be in boldface. However, a 

non-existent item may be omitted while a period shall be put at the end of each reference. Abbreviation 

method for magazine name shall be based on the List of Periodicals of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http://www.iso.org).

(1) Journal articles

I. Lee, W. Choi, and K. Lee, Removal of COD and color from anaerobic digestion effluent of livestock 

wastewater by advanced oxidation using microbubbled ozone, Appl. Chem. Eng., 22, 617-622 (2011).

 (2) Books

F. W. Fowkes and A. C. Thomas, Surface and Interfacial Aspects of Biomedical Polymers, 2nd ed., 

334-337, Plenum Press, NY, USA (2005).

(3) Edited books

G. Stevens, Chemical technologies for renewable energy production. In: I. J. Lowry and Y. D. Chen 

(eds.). Advances in Biomass and Bioenergy, 236-239, Blackwell, Oxford, UK (2011).

(4) Proceedings

R. Haubner, A. Pruden and K. Kopf, Hydrophobic modification of PVDF membrane for the use of 

butanol pervaporation, Proceedings of 3rd International Symposium on Surface Modification 

Technology. September 11-14, Munich, Germany (2008).



KIC News, Volume21, No. 1, 2018

KIC News, Volume 21, No. 1, 2018   177

(5) Dissertations

K. D. Hong, A Study on Chromatographic Separation of Penicillin-Family Antibiotic Compounds, Ph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996).

(6) Patents

K. T. Adams. B. J. Kang, and S. I. Olver, Method and agent for hydrogen sulfide removal from biogas 

of anaerobic digestion, US Patent 4,121,025 (1978).

(7) In-press DOI

M. Ziolek, P. Decyk, and M. Trejda, Degradation of triketone herbicides using ozonation advanced 

oxidation, J. Hazard. Mater., Doi:10.1016/i.hazmat.2010.07.022.

17. For a rapid and accurate review of submitted paper, a person who submitted the paper may recommend 

3~5 persons at least who are capable of examining paper.

18. When research paper is submitted, a certain amount of examination fee shall be paid. After the paper is 

published, a certain amount of publication fee shall be paid.

19. Basically, 20 copies of offprint shall be provided free of charge. At the request for additional copies, KRW 

1,000 shall be paid for one copy.

20. Copyright Transfer

Authors are requested to transfer their exclusive copyright interest in the submitted manuscript to the Korean 

Society of Industrial and Engineering Chemistry, effective if and when the manuscript is accepted for publication. 

The copyright transfer form is found in the online submission system (http://www.ksiec.or.kr/suite/review) and 

the corresponding author(s) can be authorized to sign the copyright transfer form in the behalf of all 

authors.

21. Manuscript Submission and Contact Info

Manuscript Submission

All manuscript must be submitted through the KSIEC e-submission system at http://www.ksiec.or.kr/suite/review.

Contact Information

All inquiries and correspondence related to manuscript submission and publication should be addressed to:

The Korean Society of Industrial and Engineering Chemistry

905 Oryx Building, 198 Bangbae Jungang-ro, Seocho-gu, Seoul 06552, Korea

Tel: +82-2-594-4511/4512 Fax: +82-2-594-4513

E-mail : ksiechem@chol.com 

｢공업화학｣ 논문심사규정
1990.  5. 25 제정  1998.  6.  8 개정

1999.  5. 10 개정  1999.  8.  4 개정

     2011.  2. 14 개정  2011.  9. 26 개정

1.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본 규정에 따른다. 단신(Notes)과 논평(Comments)도 논문으로 취급한다. 

2. 논문의 심사는 2명의 심사위원에게 의뢰한다. 심사위원은 논문의 전공분야를 편집이사가 분류하여 편집이사 또

는 편집위원의 추천에 의해 편집위원장이 위촉하며, 그 명단은 발표하지 않는다.

3. 심사결과는 “채택가”와 “채택불가”로 판정하고, 채택가의 경우는 “무수정”, “수정 후 채택”, “수정 후 재심”으로 

구분한다.



http://www.ksiec.or.kr

178  공업화학 전망, 제21권 제1호, 2018

(1) “채택가” 중 “무수정”으로 판정된 논문은 이를 수정 없이 채택한다.

(2) “채택가” 중 “수정 후 채택”으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편집이사가 이를 

확인하여 채택한다.

(3) “채택가” 중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해당 심사위원에

게 재심을 의뢰한다.

(4) 수정요청일로부터 4개월간 저자로부터 회답이 없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채택불가”로 처리된다.

(5) 논문이 논문투고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이를 “게재불가”로 처리할 수 있다.     

4. 심사내용은 저자에게만 통보하고 공표하지 않는다. 

5. 논문의 내용이 아래의 어느 항에 해당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수정 후 채택” 또는 “수정 후 재심”으
로 판정하고 해당사항을 구체적으로 심사평란에 지적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내용의 서술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2) 그림과 표에 관한 표시 또는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와 일관성이 없는 경우 

(3) 그밖에 수정,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 논문의 내용이 아래의 어느 항에 해당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채택불가”로 판정하고 그 이유를 구체

적으로 심사평란에 지적하여야 한다. 

(1) 독창성이 뚜렷하지 아니할 경우 

(2) 저자가 연구한 결과와 타인이 이미 연구한 결과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는 경우 

(3) 기타 본 회지에 게재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7. 외국어로 작성된 원고로서 문맥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문법적으로 그 해독이 곤란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 또는 

심사위원이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하거나 국문으로 작성하여 재투고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8. 심사위원 중 1명이 “채택가” 다른 1명이 “채택 불가”로 판정하였을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제1, 2심사위원들의 

심사평을 첨부하여 통보하고, 제3심사위원의 선정을 의뢰한다. 이 경우 제3의 심사위원이 “채택가”나 “채택불가”
로 판정하면 이 판정에 따라 논문을 처리하고, 만일 가부판정을 확실히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편집 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9. 별다른 이유가 없는 한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장이 최종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단, 편집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편집이사 또는 편집위원회에게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10.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 후 15일 이내에 위촉받은 논문을 심사하고, 판정결과와 심사평을 원고와 함께 본 학회에 

반송하여야 한다.

11. 심사위원이 심사 위촉 후 30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심사의뢰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

우 원고는 즉시 본 학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12. 본회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그 사본을 저자에게 발송한다.

13. 본회는 심사 완료되어 게재예정인 논문의 저자에게 심사 완료 후 1주일 이내에 게재예정 사항을 알린다.

｢공업화학｣ 지급게재 내규
1998.  9. 14 제정, 2017. 6. 12. 개정

1. 논문의 게재는 심사 완료 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저자가 신속한 발간을 원하는 경우에는 ‘지급게재’
에 대한 본 내규를 적용하도록 한다.

2. 지급게재를 신청하는 논문의 저자는 한국공업화학회 회원에 한한다.

3. 논문의 지급게재는 투고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심사가 완료되어 채택이 확정된 경우에도 가능하다.

4. 논문 지급게재를 원하는 저자는 소정의 ‘논문 지급게재 신청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논문의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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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지급게재를 원하는 저자는 학회가 정한 심사료 및 게재료(지급심사료는 편당 100,000원, 지급게재료는 최

종 인쇄본 기준 면당 64,000원)를 지불하여야 하며, 채택이 확정된 다음에 게재만을 지급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학회가 정한 지급게재료(최종 인쇄본 기준 면당 64,000원)를 지불하여야 한다.

5. 별다른 이유가 없는 한 지급게재 신청된 논문은 편집위원장이 지급게재 여부를 결정하여 결과를 저자에게 통보한

다. 단, 편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편집이사 또는 편집위원회에 업무를 위임할 수 있으며, 지급게재 논문은 한 호

당 5편을 초과하지 않고, 동일 저자가 주저자로 된 논문은 지급게재 신청 논문을 포함하여 한 호당 2편이 초과되

지 않도록 한다.

6. 지급게재 신청된 논문이 해당호에 게재되지 못할 때에는 학회에서 이 사실을 저자에게 통보하며 다음호로 자동 

승계된다. 단, 승계를 원하지 않을 때는 학회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저자의 요청에 의하여 지급게

재 요청을 취소할 수 있으나 지급심사를 받은 논문은 지급심사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공업화학전망｣ 논문투고규정
2015.  6. 15 제정

1. 본 규정은 본회 정관 제4조에 의거하여 발간되는 소식지(공업화학전망)의 투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고는 본 학술지에 투고하기 전에 다른 학술잡지에 원보로 발표 또는 투고 중이 아닌 것이어야 한다.

3. 기고 후에는 본 학술지의 서면 동의 없이 유사한 형식으로 국문 혹은 다른 언어로 출판되어서는 안 된다. 

4. 기고는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제출된 기고문은 저자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5. 기고는 기획특집 및 총설로 구분하고 원고는 본 규정에 준하여 투고할 수 있다.

6. (1) 원고 작성의 언어는 국어(한글) 또는 영어로 할 수 있으며, 국어의 경우 학술용어는 영어를 병용할 수 있다. 

(2) 원고 작성을 국어로 할 경우 본문 문장 중의 영어의 사용은 가능한 한 억제하고 국어를 사용하되, 영어를 사용하

여야 할 경우는 모두 소문자로 쓴다. 다만 문장을 시작하는 곳에 영어 단어가 올 경우는 시작하는 첫 글자만 대

문자로 한다.

(3) 원고내용 중 미생물명 등 학명과 “in situ”, “in vitro” 등 사전에서도 이탤릭체로 표기되는 단어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또한 수식에 사용되는 알파벳 및 숫자도 모두 이탤릭체로 하되 수식 중의 ln 및 첨자는 일반체로 한다.

7. 원고는 다음 항목별로 새로운 면에서 시작하여야 한다. 

(1) 제목, 저자명, 연구기관 및 주소

   ① 국어 및 영어로 작성하며, 주저자는 위첨자로 †표시를 하고, 저자의 현 소속기관이 연구 당시와 다른 경우에

는 현 소속기관 및 주소를 각 주에 표시하여야 한다. 단, 기고가 단일저자인 경우는 저자 표기 시 주저자를 

나타내는 †표시를 하지 않으며, 첫 페이지 하단에 표시하는 e-mail 주소에서 ‘†주저자(e-mail주소)’ 대신

에 ‘저자(e-mail주소)’로 표시한다.

저자의 영문주소 표기 시, “Dept.” 등은 약자로 쓰지 않고 “Department” 등과 같이 full text로 표기하여야 한다.

   ② 영문 제목은 접속사, 관사와 전치사를 제외하고 모든 단어들의 첫 문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2) 국문초록(600자 이내)과 영문초록(200 단어 이내) 및 Keywords (영문으로 5개 이내)

(3) 본문(본문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구성된다.)

   ① 서론    ② 소제목    ③ 결론(맺음말)    ④ 감사(필요시) 

(4) 참고문헌

(5) 저자소개

8. 모든 표는 명료하게 작성하고, 표의 제목 및 내용은 영어로 하여야 한다. 표의 제목은 상단에 위치시키며, 매 단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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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글자를 대문자로 하되 관사와 전치사는 소문자로 한다. 표 내의 긴 단어는 적당한 약어로 대치한 후 아래에 약어

를 정의하여야 한다. 모든 표는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예: Table 1).

9. 그림의 제목 및 내용은 영어로 하여야 한다. 그림의 제목은 문장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하고 제목이 끝나는 곳에 마

침표를 찍는다. 모든 그림이나 사진은 크기가 8 × 8 cm로 축소하여 인쇄된 후에도 명료하게 해독할 수 있도록 작

성하며,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예：Figure 1.).

10. 본문, 그림 및 표에 사용된 약어, 시료명, 기호 등은 그것이 반복될 경우에 처음 사용된 곳에서 다음 예와 같은 형

식으로 한 번만 정의해 주고 그 이후로는 약어 등을 사용한다. 국문 및 영문초록 내에서도 반복되는 약어 등은 정

의하지만 본문에서는 다시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

예: polymethylmethacrylate (PMMA)

11. 본문의 그림과 표가 저자작성이 아닌 타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처를 그림 및 표의 바로 아래에 명기한다.

12. 모든 단위는 SI단위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단위 다음에는 한칸을 띄운다. 그러나 “%”는 숫자에 붙여

서 쓰며 시간 단위의 초는 “s”로, 분은 “min”, 시간은 “h”로, 년은 “yr”로 각각 표기한다.

13. 본문 중에 ( ),［ ］등의 괄호가 나올 경우 괄호 앞이 국문인 경우는 붙여 쓰고 영문인 경우는 띄어 쓴다. 다만, 

“Figure 1(a)” 등의 경우는 ( ) 앞의 숫자와 괄호를 붙여 쓴다. “wt%” 등은 “wt”와 “%”를 붙여 쓰며 본문 중에 “A 

= 25” 또는 “A > 25” 등이 나올 경우는 기호 앞뒤로 한 칸씩 띄어 쓴다.

14. 인용된 Reference들은 본문에 인용된 순서대로 해당 문구의 알맞은 곳에 대괄호 속의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번호

를 부여하여야 한다.

15. Reference가 학술잡지의 경우는 저자명, 논문제목, 잡지명, 권수, 쪽수(시작~끝)(출판년도) 순으로, 단행본이나 편

집서인 경우는 저자, 책명, 편집자, 권수, 쪽수(시작~끝), 출판사명, 출판사소재지(출판년도) 순으로 명기하여야 하

며, 권수는 두꺼운 글씨체로 한다. 출판연도는 괄호로 표시하고 각 Reference의 끝에는 마침표를 찍는다. 잡지명의 

약기 방식은 ISO abbreviation title을 기준으로 한다(http://www.iso.org).

- Journal articles

I. Lee, W. Choi, and K. Lee, Removal of COD and color from anaerobic digestion effluent of livestock 

wastewater by advanced oxidation using microbubbled ozone, Appl. Chem. Eng., 22, 617-622 (2011).

- Books

F. W. Fowkes and A. C. Thomas, Surface and Interfacial Aspects of Biomedical Polymers, 2nd ed., 

334-337, Plenum Press, NY, USA (2005).

- Edited books 

G. Stevens, Chemical technologies for renewable energy production. In: I. J. Lowry and Y. D. Chen 

(eds.). Advances in Biomass and Bioenergy, 236-239, Blackwell, Oxford, UK (2011).

- Proceedings

R. Haubner, A. Pruden and K. Kopf, Hydrophobic modification of PVDF membrane for the use of 

butanol pervaporation, Proceedings of 3rd International Symposium on Surface Modification Technology. 

September 11-14, Munich, Germany (2008).

- Dissertations

K. D. Hong, A Study on Chromatographic Separation of Penicillin-Family Antibiotic Compounds, Ph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996).

- Patents

K. T. Adams. B. J. Kang, and S. I. Olver, Method and agent for hydrogen sulfide removal from biogas of 

anaerobic digestion, US Patent 4,121,025 (1978).

- In-press DOI

M. Ziolek, P. Decyk, and M. Trejda, Degradation of triketone herbicides using ozonation advanced 

oxidation, J. Hazard. Mater., Doi:10.1016/i.hazmat.2010.07.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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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저작권 이양에 관한 사항

｢공업화학전망｣지에 원고가 게재될 경우 ｢공업화학전망｣지에 투고한 논문의 저작권은 사단법인 한국공업화학회가 

소유하게 된다. 저자 중 1인(기고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저자)이 모든 저자를 대표하여 저작권 이양 동의서에 

서명하여야 게재할 수 있다.  

17. 논문 투고 및 문의처

(우) 0655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 198 오릭스빌딩 905호

한국공업화학회 ｢공업화학전망｣ 편집위원회

TEL: (02)594-4511,2 FAX: (02)594-4513

E-mail: ksiechem@chol.com  

헌정논문 내규
2011. 9. 26 제정

1. 헌정논문집은 학회의 공헌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발간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헌정 논문 대상자는 논문 발간일 12개월 이전에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초청편집인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헌정 논문은 10편 이상으로 초청편집인이 주관하여 발간한다.

국내⋅외 출장에 따른 여비 지급 규정 
2004.  2. 16 제정  2013.  9. 23 개정  2014.  9.  1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본 학회 임원 및 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이 학회업무로 국내⋅외를 출장할 경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분) 여비는 교통비, 식비, 숙박료, 일비로 구분한다.

교통비, 식비, 숙박료는 임직원의 직위를 감안하여 적정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빙에 의하여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국외 출장시 초청자가 식비와 숙박료를 부담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경비를 출장자에게 별

도 지급하지 않는다. 

제3조(일비) 국내 출장 시 일비는 학회임원은 3만원, 직원 및 기타회원은 2만원을 지급한다. 국외 출장 시에는 10만원 

내에서 임직원의 직위를 감안하여 적정액을 지급하며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재무이사의 사전승인을 요한다.

제4조(교통비) 교통비의 산정은 실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자차를 이용한 경우 KTX 지역은 KTX 요금을 기준으로 

하며, 제주도의 경우 항공료(일반석)를 실비 지급한다. 기타 지역은 버스요금으로 지급한다. 수도권 내 교통비는 

2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http://www.ksiec.or.kr

182  공업화학 전망, 제21권 제1호, 2018

장학금 관리 규정
2004.  7.  5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공업화학회 장학기금의 운영과 장학생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기금 및 운영) 장학금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급하며, 장학위원회(이하 이사회)에서 관리 및 운영한다.

제3조(감사) 장학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감사업무는 학회 감사가 담당한다.

제4조(임무) 이사회는 장학사업에 관하여 제5조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5조(직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장학사업 시행에 관한 기본방침

2. 장학금 지급기준 및 배정

3. 장학생 선정

4.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회의)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자격 및 대상) 장학금 지급은 한국공업화학회 총회를 주최하는 대학에서 추천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8조(자격제한) 타 기관 및 학교당국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거나 여타의 사유로 인하여 학비면제 대상자에 해당되

는 학생은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없다.

제9조(장학생의 선정) 장학생의 선정은 이사회가 정하는 인원을 위 학생이 소속한 대학의 총장에게 추천 의뢰하여 이

사회에서 심의⋅확정한다.

제10조(장학증서 발급)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학회장 명의의 장학증서를 발급한다.

제11조(장학금) 장학금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되 필요시 이사회 결정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지급방법) 장학금은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소속 학교의 예금구좌로 송금한다.

제13조(장학생의 공고) 회장은 확정된 장학생 명단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공업화학전망”지에 공고한다.

제14조(시행세칙)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4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베트남학생 장학금(KSIEC Scholarship) 지급에 관한 내규
2011. 10. 10 제정  2014.  3. 10 개정  2017.  2. 27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공업화학회와 베트남화학회(Vietnamese Chemical Society)의 친선교류를 목적으로 베트

남의 대학생에게 장학금의 수여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베트남학생 장학금의 영문 명칭은 “KSIEC (Korean Society of Industrial & Engineering Chemistry) 

Scholarship”이다.

제3조(자격) 베트남의 대학에 재학 중인 4학년 학생으로, 공업화학 관련학과의 전공자로서 성적이 우수한 자로 한다.

제4조(기간 및 금액) 장학금 지급 기간은 후원 분과회의 별도의 통지가 없는 한 매년 자동 연장된다.

1. 5명의 학생에게 1인당 600불씩 지급하며, 총 3천불을 지급한다. 

2. 매학기 초에 베트남화학회에 1천5백불씩 매년 2회 송금한다.

제5조(선정 방법) 베트남화학회로부터 5명 이상의 학생을 추천받은 후, 국제협력위원회에서 심사한다. 

1. 베트남화학회로부터 학생들에 대한 소속대학, 성적, 추천배경 등의 정보를 받는다.

2.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은 선정한 장학금 수혜자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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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복무 규정
2012. 11. 26 제정  2013.  1. 28 개정  2016.  9. 26 개정  2017. 11. 27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공업학회(이하 “학회”라고 한다) 사무국 직원의 제반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원의 정원) 직원의 정원은 학회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3조(직원의 임면) 직원의 임면은 전무이사의 제청을 받아 회장이 한다.

제4조(직무) 직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직인 관리 및 법인 업무

2. 문서의 수발 및 보관

3. 회원파악, 회원연락 및 회비징수

4. 총회 및 이사회 등 회의준비 회의록 작성 보관

5. 학술대회를 포함한 모든 행사 준비

6. 자산 관리

7. 회계 업무

8. 학회발간 학술지 발간에 관한 사항

제 2 장  채  용

제5조(채용) 사원의 신규채용은 소정의 자격을 구비한 자 중에서 학회가 정한 시험 또는 면접 등의 전형방법에 의하여 

한다.

제6조(수습 기간)

1. 사원을 신규로 채용할 경우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 단, 직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수습기간을 두지 않아

도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수습기간 중 업무수행능력, 품행, 계속 고용의 적격성 등이 부

적격하다고 학회가 인정하였을 경우에는 30일 사전예고 없이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2. 상기 수습기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자는 정규사원으로 임명되며,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통산한다.

제7조(경력인정)

1. 직무경력이 있는 사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의거 경력년수의 전체 또는 일부를 당사의 

직무능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전항의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채용부문의 경력 필요성, 경력의 적합성 및 개인의 능력, 자질 등을 고려하

여야 한다.

제8조(입사관계서류)

1. 신규로 채용된 자는 입사 1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② 근로계약서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⑤ 급여통장사본

  ⑥ 경력증명서(상기 7조에서 정한 경력인정자에 한함)

  ⑦ 최종학력 증명서

  ⑧ 기타 학회가 필요로 하여 지정한 서류

2. 채용 후 서류 제출 시 채용에 영향을 줄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재직 중 언제라도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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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서류에 변경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사전 양해가 없는 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시 제출하여

야 한다.

제 3 장  복  무

제9조(근로시간)

1. 사원의 근로시간은 점심 및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월 소정근로

시간은 209시간으로 한다. 단, 학회가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을 변경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시업 및 종업시간)

1. 시업 및 종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① 근무시간: 09:00~18:00

  ② 휴게시간: 12:00~13:00 (식사시간 포함)

제11조(유급휴일) 학회는 다음 각 항과 같이 유급휴일을 정한다.

1. 주휴일(매주 일정한 날) -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아니한 자는 무급으로 한다.

2.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

3. 근로자의 날(5/1)

4. 주휴일과 상기 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주휴일 만을 인정한다.

제12조(연차유급휴가)

1. 학회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사원에게도 개근한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2. 학회는 계속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3. 학회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

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4. 학회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3일을 한도로 한다. 

5. 연차유급휴가는 휴가 청구권이 있는 해당 연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원이 청구하였으나 학회의 

업무상 필요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 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6. 위의 사항 이외의 내용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제13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1. 학회는 사원의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의해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를 운영할 수 있다.

  ①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학회는 사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통보하고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학회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한다.

  ② 위 1호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원이 통보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학회에 통보하지 않을 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학

회는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2. 학회가 전 항의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

여 학회는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를 면제받는다.

제14조(생리휴가) 학회는 생리가 있는 여자사원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무급 생리휴가를 준다. 

제15조(보호휴가)

1. 보호휴가는 출산 전⋅후 휴가 및 유⋅사산 휴가로 구분한다.

2. 출산 전⋅후 휴가는 임신 중의 사원에 대하여 산후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을 포

함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부여하며, 이 중 최초 6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의 규정에 따라 출산 전

⋅후 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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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한 사원은 출산 전⋅후 휴가를 분리하여 신청할 수 없고 출산일을 기준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단, 유산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출산 전⋅후 휴가를 분리하여 신청,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

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이 되어야 한다.

4. 유⋅사산 휴가는 임신한 사원이 자연유산(모자보건법에 의거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 포함)한 경우 다음 각 호

와 같이 휴가를 부여하며 휴가기간 중의 급여는 출산 전⋅후 휴가와 동일하게 지급한다.

  ① 11주 이내: 5일

  ② 12주 이상 16주 이내: 10일

  ③ 16주 이상 21주 이내: 30일

  ④ 22주 이상 27주 이내: 60일

  ⑤ 28주 이상: 90일

5. 보호휴가는 역일 상으로 기산하여 학회가 정하는 휴일과 중복이 될 경우 별도의 휴일을 부여하지 않는다. 

6. 임신 중의 여자사원에게는 시간외근로, 휴일근로 또는 야간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제16조(경조휴가)

1. 학회는 사원(3개월 이상 근속사원)에게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의거하여 경조휴가를 줄 수 있다.

2. 전 항의 경조휴가와 기타 다른 휴일이 중복되더라도 별도의 휴가를 주지 아니한다. 

제 4 장  임  금

제 1 절  총  칙

제17조(목적) 본 규정은 취업규칙에 의거 임금(급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적용범위) 본 임금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특별한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단법인 한국공업화학회(이

하 “학회”라고 한다) 사무국 직원에게 적용된다.

제19조(용어의 정의)

1. “임금”이라 함은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및 기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2.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간에 그 사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3. “통상임금”이라 함은 사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을 말

한다.

제20조(임금형태) 사원의 임금형태는 연봉⋅월급제로 한다.

제21조(임금의 체계) 임금구성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기본급

2. 제수당

  ① 직급수당

  ② 복지수당

  ③ 직책수당

제 2 절  임금계산 및 지급

제22조(계산기간)

1. 임금계산은 당월 1일부터 기산하여 당월 말일에 마감한다. 단, 학회의 사정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기간 중에 신규채용, 복직, 정직, 승진, 휴직 등 임금에 증감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

여 일할계산 한다.

제23조(지급일) 임금은 매월 30일에 은행계좌로 입금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

음날로 한다.

제 3 절  상여금

제24조(지급대상) 상여금은 학회 사무국 직원에게 지급한다. 단, 휴직 중인 자, 입사 3개월 미만의 재직자 또는 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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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에 대해서는 90일을 기준하여 일할 적용한다.

제25조(지급급 및 지급방법)

1. 상여금의 지급률과 그 기준 및 지급 시기는 아래 표에서 정한 내용을 원칙으로 한다.

구  분 연간 지급률 지급방법

상여금
사원(1호봉, 2호봉) 기본급의 400%

매월 균등분할액 지급
사원(3호봉)~부장 기본급의 600%

제 4 절  임금사정 및 승급

제26조(호봉표) 사원의 임금은 별도로 정하는 직위/직급별 호봉표 또는 개별 계약에 따라 지급한다.

제27조(정기승급) 정기승급은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1호봉씩 승급을 원칙으로 하되, 학회에서 정한 일정 직무만을 부

여받은 특정 직종 및 직급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정기승급의 제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원은 승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기간 중 휴직한 사실이 있거나 휴직 중인 자

제 5 절  퇴직금

제29조(퇴직금)

1. 만 1년 이상 근속한 사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2.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다음 산정방식에 의하여 지급한다. 

평균임금(月) * 재직일수/365 = 퇴직금액

제30조(근속년수 계산) 재직기간의 계산은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일수로 한다. 

제 5 장  퇴직 및 해고

제33조(당연면직) 사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되었을 때 면직된다.

1. 정년에 달하였을 때

2. 사망하였을 때

3.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4. 본인이 퇴직을 원하였을 때

5. 휴직기간이 끝나고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때

6. 근로기준법 제84조에 의한 일시 보상을 받았을 때

7.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때 

8. 형사사건으로 소추되어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9. 법령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경우

10. 기타 각 호에 준하는 정도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34조(해고사유) 사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할 때에는 해고를 명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결함으로 집무능력을 상실하였을 때

2.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경우

3. 정기 또는 수시 건강검진 결과 취업 부적격자로 판정된 경우

4. 범죄행위로 형사 소추되어 형을 선고 받았을 때

5.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해고된 경우

6. 기타 학회의 불이익 또는 학회 규율을 문란케 하여 해고 결정이 되었을 때

제35조(정년) 

1. 사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당년도의 12월 31일로 한다.

2. 정년 이후의 자로 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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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회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상 정년연장의 개정 추이를 반영하여 임금피크

제를 도입할 수 있다.

제 6 장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제36조(직장 내 성희롱 금지) 학회는 상급자 또는 동료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휘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

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한다. 

제37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1. 학회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부서전환 징계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

를 한다. 

2. 학회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 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1. 학회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성희롱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실시하며 사원은 이를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2. 동조의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①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②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③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④ 기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제39조(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조치) 학회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로부터 고충의 신고를 받는 때에는 고충처리 

위원에 위임하는 등 그 자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0조(고충처리 상담) 학회는 사원의 고충신고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받을 수 있으며, 그 처리는 가급적 신속히 처리

하되 10일 이상 경과하지 않도록 하고, 그 처리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접수 및 처리 내용을 보관한다. 

제 7 장  부  칙

제41조(준용규정) 취업에 관하여 본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기타의 법령과 통상관례에 의

한다.

제42조(시행일)

1.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승진 관리 규정
2016.  9. 26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공업화학회 직원의 동기유발과 능력개발을 위한 승진의 기준을 정하고 승진관리

의 합리적인 지침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협회의 임원이 아닌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승진 및 승급에 적용한다.

제3조(정기 인사)

1. 정기승진은 인사평가 승진주기에 맞춰 승진대상자에 한하여 연 1회(매년 12월) 인사평가를 실시하여 평가등급

을 결정한다.

2. 정기승급은 승급대상자에 한해 매년 1월 1일자로 연 1회 적용한다. 

제4조(승진원칙) 직원의 승진은 장래성의 원칙, 공정성의 원칙, 객관성의 원칙, 능력주의의 원칙 및 기회균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위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중에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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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승진연한) 각 직위별 표준 체류년수(승진소요 연한)는 (별지서식 제1호)과 같다.

제6조(승진사정) 각 직위별 승진심사는 인사평가에 따른 개인별 포인트를 기준으로 다음 절차를 통해 심의한다.

1. 1차 심사

승진 전 해당 직위 전체 체류년수에 대한 누진 포인트가 승진심사표(별지서식 제2호)에서 정하는 승진포인트에 

도달했을 경우 승진대상자로 분류한다.

2. 2차 심사

승진 전 해당 직위 표준 체류년수에 대한 최근 포인트를 기준으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진자를 정한다. 

3. 승진 제외

승진대상자 중 최근 2년 이내 인사평가 “C”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승진에서 제외된다.

제7조(승진 point)

1. 인사평가 등급에 따른 승진포인트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S: 5.0점/A: 4.0점/B: 3.0점/C: 2.0점/D: 1.0점 

2. 승진심사 대상기간 중 인사평가 등급이 없거나, 입사 1년 미만자에 대해서는 임의 승진포인트 ‘3.0점’을 기준

으로 하여 적용할 수 있다(단, 6개월 미만자에 대해서는 임의 승진포인트 ‘1.5점’ 적용).

제8조(시행일)

1. 본 규정은 2016년 9월 26일부터 제정⋅시행한다.

(별지서식 제1호) 

※ 승진소요 연한표

직  위 직  급 년  한 비  고

사  원

G1-01

4년

고졸 신입

G1-02 전졸 신입

G1-03 대졸 신입

G1-04 승진사정

4년 

 

주  임

G2-01

　G2-02

　G2-03

G2-04 승진사정

　

대  리

G3-01

4년 
　G3-02

　G3-03

승진사정G3-04

　

과  장

G4-01

5년 

　G4-02

G4-03

G4-04 　

G4-05 승진사정

차  장

G5-01

5년 

　

G5-02 　

G5-03 　

G5-04

G5-05 승진사정

부  장

G6-01

5년 

　

G6-02 　

G6-03

G6-04 　

　G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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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제2호)

※ 승진 심사표

승진 직위 승진포인트 체류년한 비  고

사원 ▶ 주임 12.0점/20점 4년   B-B-B-B (예시)

주임 ▶ 대리 13.0점/20점 4년   B-B-B-A (예시)

대리 ▶ 과장 14.0점/20점 4년   B-B-A-A (예시)

과장 ▶ 차장 18.0점/25점 5년   B-B-A-A-A (예시)

차장 ▶ 부장 19.0점/25점 5년   B-A-A-A-A (예시)

인사 평가 규정
2016.  9. 26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공업화학회(이하 “협회”라 한다) 직원에 대해 능력과 성과에 근거한 인사제도 구

현 및 적용을 통해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도모하고, 이를 기초로 업무능률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시기 및 기간) 정기 인사평가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을 단위기간으로 하여 연간 1회(매년 12

월) 실시한다.

제3조(평가의 원칙) 인사평가는 대상자의 실적, 능력, 태도 등의 근무성적을 평가하되, 다음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평가자는 평가 대상자의 직무내용과 직무수행 요건을 평가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평가는 객관적으로 공정성이 있어야 하며 개인 사정이나 성별, 신앙 또는 신조, 사회적 신분, 학연, 지연 등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3. 평가는 종래의 평가결과나 당해 평가기간 이전에 있었던 실책 등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4. 평가는 평가자 자신이 직접 확인한 사실이나 신뢰성 있는 보고기록에 의하여야 하며, 막연한 추측에 의해서는 

안 된다.

5. 평가자는 개인의 사적 취향이나 편견에 치우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중심화 경향, 관대화 경향, 후광효과 

등을 최소로 줄이도록 하여야 한다.

6. 2차 평가자는 1차 평가자의 평가내용을 최대한 참고하여 평가를 실시하되, 심각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거치거나 당사자에 대한 특별면담을 실시하도록 한다.

제4조(평가대상)

1. 평가 대상자는 평가일 기준(매년 2월 28일) 현재 재직 중이며, 6개월 이상 근속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1년 

미만 근속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2. 평가 대상기간 중 복직자는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며, 평가시점에 휴직 등 기타 사유로 인

해 본인평가 등의 평가가 어려운 경우 평가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3. 기타 인사평가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외한다.

제5조(평가방식 및 평가요소)

  ① 평가 대상자별 평가방식 및 평가요소는 아래 표를 기준으로 한다.

평가방식 평가요소 비  중

개별 평가

정량평가 실  적 60%

정성평가
능  력 20%

태  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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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평가 대상자별 평가자)

  ① 평가 대상자별 평가자는 아래 표를 기준으로 한다.

평가 대상자
평가자

비  고
1차 평가 2차 평가 최종사정

실  장 - 전  무 이사회

부서원 실  장 전  무 이사회

제7조(인사평가표 작성) 개별 인사평가 방식을 적용받는 모든 직원은 수립된 조직목표에 부합되는 개인별 목표를 정해

진 기일까지(별지서식 제1호)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8조(평가 절차)

1. 인사평가는 평가요소별 구분하여 아래 표를 기준으로 한다.

평가요소 가중값 본인 평가 1차 평가 2차 평가 평가항목 총  점

실  적 2배수 ○ ○ ○ 6개 60점

능  력 1배수 - ○ ○ 4개 20점

태  도 1배수 - ○ ○ 4개 20점

2. 본인평가는 목표 대비 실적 등의 업무평가 및 성과⋅미진사항의 본인 실적을 분석하여 작성한다.

3. 1차 평가는 1차 상급자가 평가 대상자와 면담을 실시한 후 본인 평가를 반영하여 평가등급과 평가자 의견을 

기재한다.

4. 2차 평가는 2차 상급자가 1차 평가 결과를 검토한 후 평가등급과 평가자 의견을 기술한다.

제9조(평가등급 및 평가결과 분포)

1. 1차 평가자는 각 평가 항목에 따라 대상자의 근무성적을 5단계로 나누어 평가한다.

2. 2차 평가자는 각 항목(실적, 능력, 태도)에 따라 대상자의 근무성적을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평가등급 S A B C D

달성도
목표초과달성
(매우우수)

목표달성
(우수)

목표미달
(보통)

현상유지
(미흡)

현상악화
(매우미흡)

점  수 5 4 3 2 1

3. 평가 대상자의 평가결과별 분포율 배정 방법은 아래 표를 기준으로 한다.

평가결과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내용 탁  월 우  수 보  통 미  흡 매우미흡

분포율 10% 이하 25% 이하 65% 내외 별  도

4. 분포율에 따른 소수점 인원은 반올림하여 기준 인원을 산정한다.

제10조(인사평가의 활용)

1. 인사평가 결과는 별도의 승진심사규정에 의해 승진 포인트에 반영한다.

2. 매년 12월 중 당해년도 및 차기년도 회장단은 인사평가결과를 차기년도 급여상승에 반영한다.

부    칙

제11조(시행일)

1. 본 규정은 2016년 9월 26일부터 제정⋅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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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원사 혜택 내규
2007. 10. 22 제정

1. 특별회원사는 매년 특별회비를 납부한 회사를 말하며, 특별회비납부는 광고료로 대체할 수 있다. 

2. 특별회원사는 납부하는 회비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4등급으로 구분한다. 

   A등급 : 1,000만원 이상   B등급 : 500만원 이상 

   C등급 : 1,300만원 이상 D등급 :  50만원 이상 

3. 특별회원사에 대한 혜택은 특별회원사의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1) 춘추계 정기학술대회 등록비 감면

     A 등급 (3인 전액면제)      B 등급 (2인 전액면제)

     C 등급 (1인 전액면제) D 등급 (1인 반액면제)

  2) 학회주관 특별심포지엄 초대 

     A 등급 (3인 등록비 전액 면제) B 등급 (2인 등록비 전액 면제)

     C 등급 (1인 등록비 전액 면제) D 등급 (1인 등록비 반액 면제)

  3) 학회발행자료집 제공

    - 모든 특별회원사에는 국⋅영문지 및 KICS지 3부씩 배포

    - A, B 등급 회원사에는 요청하는 심포지엄 자료집 제공

  4) 기타 : KIC지에 특별회원사의 동정 기사 게재

회의실 대실 규정
2011.  6. 27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 회원이 904호 학회회의실(이하 ‘회의실’)을 활용하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① 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회원은 ‘사용허가 신청서’를 학회 사무국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위에 의하여 허가한다. 

제3조(사용시한) 회의실의 사용시한은 09:00∼22:00까지로 한다. 다만, 학회본부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대실료) ① 대실료는 본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5조(사용자의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회의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회의실의 시설 또는 비품을 손상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

상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학회가 정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있어서 시설 또는 비품을 파손, 멸실한 행위자를 불문하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책임을 

진다. 

제6조(관리) ①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학회본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학회본부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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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설비물은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 철거하고 다음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학회본부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

자로부터 징수한다. 

제7조(권리의 양도 금지) 회의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

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본 규정은 2011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회 계 지 침
2004.  2. 16 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단법인 한국공업화학회(이하 “학회”라 함)의 회계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 1. 학회의 모든 회계업무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단, 이 지침에 정하여 있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과 회계관습에 따르되 중요한 사항은 회계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한다.

2. 학회의 회계년도는 역년으로 한다.

3. 학회의 회계계정과목은 별표 I과 같다.

제3조(회계책임자) 1. 학회의 회계책임자는 재무이사로 한다.

2. 회계책임자는 학회의 모든 회계업무를 책임지며, 회계장부 등을 검열한다.

제4조(회계계정 및 관리) 1. 학회의 회계계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기본기금

가. 종신회비

나. 한국학술진흥재단 지원금

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지원금

라. 장학기금의 기증금

마. 평의원회의 기증금

바. 전시회의 기증금

사. 학회 부문위원회의 기증금

아. 일반회계의 전입금

자. 기타 기부금

② 장학기금

③ 학술연구기금

④ 학회상 기금

⑤ 학회일반회계

2. 제1항 제1호의 기본기금은 비품 등 자산취득, 학회운영비의 보조 및 학회특별사업에 사용하며 학회 규정 등에 

의한 절차에 따라 집행한다.

3. 제1항 제2호의 장학기금, 제3호의 학술연구기금, 제4호의 학회상 기금의 운영방법은 출연자의 취지에 따라 별

표 Ⅲ과 같이 운영하고 지급 후 남은 이자 소득은 각각 해당기금에 흡수하여 기금으로 활용한다.

제5조(장부 및 증빙서류의 보존) 1. 회계장부는 별표 Ⅱ와 같이 구분하여 작성, 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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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계장부와 증빙서류는 관계법령 및 학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장부의 작성, 보고) 1. 회계담당자는 매일 전표를 수입, 지출 또는 대체전표에 의거 확정 기장하며, 계정과목별로 

분개 처리한 일계표와 자금출납 및 자금시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 매월 말일을 기준하여 모든 회계장부를 마감하고 월계표 및 누계자료를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전표 및 증빙서) 1. 모든 거래는 전표상에 금액, 건명 및 거래처 등을 기장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을 정정할 때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2. 회계증빙을 위하여 전표상의 제반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영수증, 입금표, 세금계산서, 청구서, 주문서, 계

약서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금전의 취급) 1. 학회의 모든 금융거래는 학회장의 명의로 행한다.

2. 금전에 대한 취금책임은 사무국장에게 있으며 회계책임자는 이를 감독한다.

3. 상비현금은 회계책임자가 승인하는 한도 내에서 운용한다.

4. 금액이 확정되지 않거나 긴급할 때에는 소정의 결재를 받아 전도지출할 수 있으며 이를 조속히 청산한다.

제9조(비용과 수익의 인식기준) 1. 모든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계상한다.

2. 수익은 원칙적으로 실현주의에 따라 계상한다.

제10조(결산) 1. 회계결산은 반기 및 연차결산을 통해 이사회에 보고한다.

2. 결산보고는 반기결산의 경우 익월 20일까지, 연차결산의 경우 익년 2월 말까지 한다.

3. 연차결산시 미청산계정이 발생되었을 시는 회계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이를 차기이월할 수 있다.

4. 결산보고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가. 대차대조표

나. 손익계산서

다. 각계정명세서

라. 합계잔액시산표

마.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재무회계 세칙
2016.  6. 20 제정  2017.  2.  6 개정

제1조(목적) 본 세칙은 학회의 재무현황을 실시간 파악하고 자금의 관리, 운영, 지출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학회예산의 명확하고 효율적인 집행 및 금융사고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분) 재무회계 세칙은 결재시스템, 물품구입시스템, 학회의 모든 부서(이하 ‘학회부서’라 한다)의 외부후원금, 

인센티브, 연구사업 간접비 및 학회예산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다.

제3조(결재시스템)

1.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관리를 위해 결재시스템에 관한 규정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2. 예산집행의 집행금액의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재시스템에 따라 집행한다.

  1) 집행금액 건(회) 당 100만원 이하인 경우, 회계담당이 선결제한 후, 재무이사와 전무이사에게 보고한다.

  2) 집행금액 건(회) 당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인 경우, 회계담당은 재무이사의 결재를 받은 후 집행하고, 

전무이사에게 최종 보고한다.

  3) 집행금액 건(회) 당 2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전에 재무이사와 전무이사의 결재를 받은 후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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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물품구매시스템)

1. 학회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물품 구매를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규정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2. 개별 업체로부터 유(인쇄물 등)/무형(숙박, 장소대여, 상품권구매 등)의 물품을 구매한 경우, 해당업체가 제공

한 사전견적서, 물품구매내역서, 카드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을 첨부하여 보관해야 한다.

3. 구매금액의 규모에 따라 결재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100만원 이하, 회계담당이 선결제한 후, 재무이사와 전무이사에게 보고한다.

  2)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재무이사의 결재를 받은 후 집행하고, 전무이사에게 최종 보고한다.

  3) 200만원 이상, 전무이사의 전결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사회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4. 개별업체와 3년 이상 거래한 경우, 가격대비 성능 우수성을 검증하기 위해 해당업체를 포함해 총 3개 업체로

부터 견적서를 받아 담당직원과 재무이사가 평가하여 후보업체를 선정한 후, 전무이사에게 보고하여 최종 선

정하도록 한다.

제5조(학회부서의 외부후원금) 

1. 학회부서에서 유치한 지정후원금은 학회본부로 입금하고, 학회본부에서는 후원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한다.

2. 입금된 후원금은 세금공제 후 30%는 학회본부에 납부하고, 70%는 지정된 부서에 지급한다.

3. 지정후원금을 제공하는 후원자가 후원금외의 항목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행

정 처리는 지정된 부서에서 진행한다.

제6조(특별심포지엄) 

1. 춘⋅추계 학술대회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학회부서에서 주최하는 특별 심포지엄의 경우, 사후 정산 후 수익금

은 학회 30% 그리고 행사주관부서 70% 비율로 배정한다. 

2. 학회부서가 아닌 개인 또는 복수의 회원이 주최한 경우, 수익금의 50%를 간접비로 학회에 지불한다. 

제7조(연구사업 간접비) 

1. 공업화학회 명의로 학회회원이 연구사업비를 수주한 경우, 연구사업비 간접비는 10%로 한다. 

제8조(학회예산관리) 거래은행/계좌관리, 현금 및 예금 관리, 입출금 관리, 자금의 운용, 금융 계약, 월차 점검, 임직원 

교육에 관한 부분에서 변경 혹은 승인이 필요할 때, 담당자는 재무이사 및 전무이사에게 보고하여 검토를 받은 

후 이사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7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경조사비 지급 업무 지침
2016.  3. 14 개정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경조사비를 지출하거나 화환 및 근조기를 제공할 경우 그 사용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경조사비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경사: 전⋅현직 회장, 현직 임원, 현직 편집장, 현직 위원장, 현직 분과회장, 현직 지부장 및 직원 본인과 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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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전⋅현직 회장, 현직 임원, 현직 편집장, 현직 위원장, 현직 분과회장, 현직 지부장 및 직원 본인과 직계

제3조(축의금, 조의금 지급기준) 제2조에 해당되는 대상에 대한 경조사비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경사(본인 및 자녀 결혼): 화환(화분) 또는 축의금(10만원 상당)  

2. 부모 및 배우자 조사, 본인 사망: 근조기와 조의금 10만원  

제4조(근조기)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의 조사에 대하여 학회장 승인 후 근조기를 제공할 수 있다. 단, 부대비용은 요청

자 본인이 부담한다.  

1. 정회원(종신회원 포함)의 요청   

2. 학회장이 근조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비회원의 조사

제5조(추진절차) 경조사가 발생하였을 때는 사무국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경조사의 화환과 근조기는 사무국에서 지정한 

업체에 의뢰하여 배달하도록 한다.  

제6조(기타)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특별히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못하는 경우 학회장이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2016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회무처리 지침 규정
2012. 11. 26 개정

제1조(목적) 본 지침의 목적은 학회 회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37조에 부가한 임원의 직무분장 및 사무국 운

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제2조(지침의 개정) 본 지침을 개정하려고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조(임원의 직무분장) 회장, 감사 이외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장하여 본 회의 회무를 수행한다. 

(1) 수석부회장(1인) : 총무, 재무, 통괄

(2) 부회장(약간명) : 업무위원회 통괄

(3) 전무이사(1인) : 학회 운영

(4) 총무이사(1인) : 인사, 문서, 섭외, 사무, 일반

(5) 기획이사(약간명) : 조사연구, 자료수집, 신규사업기획 및 추진

(6) 재무이사(약간명) : 예산, 결산, 회계, 자금관리

(7) 조직이사(약간명) : 조직, 회원관리, 차기년도 회무

(8) 학술이사(약간명) : 강연, 강습, 좌담, 전시, 학술연구 사업

(9) 산학협력이사(약간명) : 산학협력관련 사업 추진

(10) 국제협력이사(약간명) : 국제교류협력 사업 추진

(11) 편집이사(약간명) : 회지 편집 및 발간, 기타 간행 

제4조(사무국 역할) 사무국은 학회 회무와 관련된 문서처리, 자료준비, 연락업무를 한다.  

제5조(사무국 기구)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 담당직 및 담당보조를 둔다. 

1.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며, 전 직원에 대한 제반사항을 지도, 감독한다.

2. 직원의 채용 및 보직, 문서처리, 신분보장, 급여, 상벌은 관행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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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계는 “회계지침”에 따라 복식 부기에 의하여 처리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수입, 계약체결 및 지출에 관한 사

항은 재무이사가 전결한다.

4. 직원의 복무는 한국공업화학회 직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부    칙

1.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지부 및 분과회 회계관리에 관한 세칙
2004.  3. 22 제정  2016.  6. 20 개정

1. (회비의 청구/납입) 분과회 회비의 청구 및 납입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비의 청구 및 납입 방식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2. (영수증 발급/우송) 학회에 납입되는 회비에 대해서는 학회장 명의의 영수증을 발행하여 학회 비용으로 납입자에게 

우송한다.

3. (회비관리)

1) 학회 구좌에 입금된 위원회 회비는 별도의 예금통장에 구분하여 예치하며 위원회별 납입자 명부를 유지한다.

2) 분과회 회장의 요구가 있을 시는 납입된 회비의 범위 내에서 청구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증빙서류를 유지한다.

4. (행사수입금(등록비/광고료/보조금/협찬금 등))

1) 세미나, 워크숍, 심포지엄 등 분과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수입은 일반 회비와 같은 방

법으로 관리한다. 단, 발생된 잉여금에 대해서는 분과회 회장의 요구가 있을 시에 잉여금 범위 내에서 청구하는 

금액을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2) 광고수입 발생시는 학회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입에 따른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3) 학회에서 출장수금을 위하여 비용이 발생한 경우는 해당위원회 계정에서 정리한다.

4) 학회는 분과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대하여 상기 봉사를 제공하고 분과회는 광고 수입금의 5%에 수익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학회에 기증한다. 

(회계관리)

1. (기술 정보지 홍보)

1) 기술 정보지를 통하여 부문위원회 행사 홍보를 돕되 행사 홍보를 위하여 한 분과회가 사용할 수 있는 지면은 1면

으로 제한한다.

2) 행사결과(보고서)를 게재하고자 할 때는 2페이지까지 사용할 수 있다.

3) 제한 지면 이상을 사용코자 할 경우는 사용자 측에서 1), 2)항의 경우 공히 실비를 부담해야 한다.

2. (행사장 교섭 등) 행사장소를 답사하거나 교섭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분과회에서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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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내규
2015.  2.  9 제정

1. (연구사업 간접비) 학회와 연구자간의 연구사업비 간접비는 10%로 한다.

2. (특별 심포지엄) 특별 심포지엄을 분과회, 지부 또는 개인이 주최한 경우, 사후정산 후 수익금의 30%를 간접비로 학

회에 지불한다. 단. 춘⋅추계 학술대회에 개최되는 특별 구두세션은 제외한다.

3. (인센티브) 광고수주, 후원금 및 홍보부스 유치자와 학술대회 기간에 국⋅내외 특별 프로그램 운영자에게는 수익금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인센티브 지급대상은 전무이사 이하로 한다.

4. (외부 SCI 논문 인센티브) 외부 SCI급 논문을 대량으로 유치한 경우, 논문 게재료의 50%를 유치자에게 지급한다.

한국공업화학회 회원 약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한국공업화학회(이하 “학회”)가 제공하는 모든 홈페이지(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약속하여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

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학회는 합당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공시합니다. 

제3조(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약관의 취지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라 함은 “한국공업화학회”에서 제작한 홈페이지를 통해 공급되는 각종 정보를 말합니다.

2. “회원”이라 함은 학회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3. “Password”라 함은 회원의 비밀번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4. “관리자”라 함은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회에서 선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제 2 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5조(이용계약의 성립) 1. 아래 “위의 “한국공업화학회” 이용약관에 동의하십니까?”라는 물음에 회원이 “동의합니다”
를 클릭하시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이용계약은 회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학회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제6조(이용신청) 이용신청은 온라인으로 서비스에 접속한 후 다음 사항을 회원등록 양식에 기재하여 신청합니다. ID, 

Password, 이름, 생년월일, 성별, 소속 및 주소

제7조(이용신청의 승낙) 1. 학회는 회원이 제6조에서 정한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승낙합

니다. 

2. 학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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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3) 기타 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학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2)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3) 회원 등록 시 필요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4)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5) 기타 학회가 정한 이용 신청 요건이 미비되었을 때 

제8조(계약사항의 변경) 회원은 등록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온라인 수정을 해야 합니다.

제 3 장  서비스 이용 

제9조(학회의 의무) 학회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

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0조(회원 ID와 Password 관리에 대한 의무) 회원 ID와 Password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

에게 부여된 ID와 Password의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

다. 자신의 ID와 Passwor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회원은 반드시 학회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제11조(서비스 전반에 관한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다른 회원의 ID와 Passwor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4)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5)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회원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회원은 내용별로 학회가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회원은 학회의 사전승낙 없이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영업활동의 결과와 회원이 약관

에 위반한 영업활동을 이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학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2조(정보의 제공) 학회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3조(회원의 게시물) 학회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4)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불건전한 자료를 홍보할 경우 

6)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저작권, 초상권, 지적소유권 등) 1. 본 서비스를 통하여 학회로 제출된 아이디어, 원고, 사진 등에 대한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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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지적재산권은 학회에 귀속됩니다.

2. 이벤트 등을 통해 학회로부터 시상금 등을 수령한 회원에게는 원고의뢰, 미디어출연, 사진촬영 등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15조(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의 이용은 학회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학회가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학회는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16조(서비스 제공의 중지) 1. 학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2. 학회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

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 4 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제17조(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온라인(메일)을 통해 학회에 해

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 학회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ID 및 Password를 도용한 경우 

2)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3)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4) 같은 사용자가 다른 이름, 별명으로 이중등록을 한 경우 

5)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6) 회원이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7)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8) 기타 학회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반한 경우 

9) 본인 사망시

제 5 장   손해배상 등  

제18조(손해배상) 학회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9조(면책조항) 1. 학회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

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학회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학회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

을 지지 않습니다. 

4. 학회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0조(관할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학회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

할 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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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개인정보 보호 등

제21조(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은 회원이 필요한 경우 회원 정보 수정 메뉴를 이용하여 행

할 수 있습니다.

제22조(개인정보 보유기간) 회원의 개인정보는 가입시점부터 제17조에 의한 탈퇴시점까지로 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4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2012.  6. 25 제정  2013.  2. 25 개정

  (사단법인)한국공업화학회(‘http://www.ksiec.or.kr’ 이하 ‘한국공업화학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

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공업화학회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본 방침은 2012년 3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공업화학회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

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가.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각종 고지⋅통지 등을 목

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나.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한국공업화학회 회비납부, 학회등록비 납부, 심포지엄 또는 워크숍 참가비 납부, 간행물 구독료 납부, 논문심사, 

논문제출 및 논문제공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다. 마케팅 및 광고에의 활용

     학회관련 행사안내 외 이벤트 및 광고성 정보 제공 및 참여기회 제공,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서비스의 유효성 확인, 접속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등을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처리합니다.

2. 개인정보 파일 현황

  한국공업화학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항목 : 성명, 국적, 생년월일, 성별, 로그인ID, 비밀번호, E-mail, 비밀번호 질문과 답, 연락처 및 소속

기관 정보, 학력, 결제기록, 접속 IP 정보, 쿠키, 서비스 이용 기록, 접속 로그

  - 수집방법 : 서면양식, 홈페이지, 전화/팩스

  - 보유근거 : 한국공업화학회 학회방침

  - 보유기간 : 준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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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령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3. 개인정보처리 위탁

  ① 한국공업화학회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 정보 처리금

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

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②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① 정보주체는 한국공업화학회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한국공업화학회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

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공업화학회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한국공업화학회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5.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작성 

  ① 한국공업화학회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 필수항목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파일 현황,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제3자 제

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처

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방

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의 파기

  한국공업화학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

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파기기한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

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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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한국공업화학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

습니다.

  2)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한국공업화학회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

습니다.

  6)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

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 사용하고 있습니다.

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작성 

  ① 한국공업화학회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한국공업화학회장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한국공업화학회 사무국

  ② 정보주체께서는 한국공업화학회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

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공업화학회

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9.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

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