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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회의록

❙ 2018년 제2차 이사회 회의록

￭ 일     시：2018년 2월 5일(월) 오후 5시

￭ 장     소：학회 회의실

￭ 참석자(21), 위임(62)

 일반

보고사항

 1. 한국공업화학회 2018년 운영과 발전을 위한 워크숍 개최 

- 참석대상: 본부 임원, 지부장, 위원장 및 분과회장(1박 2일)

- 일정: 1/11~12(목-금), 대전 유성호텔 그랜드볼룸(B1)

- 참석인원: 66명(직원 포함, 가나다순)

본부임원(41): 강미숙, 김기현, 김  석, 김영기, 김영진, 김재홍, 김주현, 김진웅, 문두경, 박기동, 

박기태, 박선민, 박성영, 박  현, 배준원, 봉기완, 심상준, 엄명헌, 오경근, 유효종, 

윤순도, 윤용승, 이기세, 이지훈, 이찬기, 이태규, 이혜진, 임상혁, 임순호, 정순용, 

조창기, 주지봉, 진형준, 채호정, 최배진, 최석순, 최정규, 허  훈, 홍성철, 홍인권, 

홍창국

지부장(4): 강진규, 김광주, 김재용, 인교진

위원장(7): 김상범, 김영호, 나재운, 박광용, 신승한, 유복렬, 정영미

분과회장(9): 김정훈, 이상국, 이상엽, 이상협, 이우걸, 이윤성, 이종찬, 정영진, 홍영택

직 원(5): 박재희, 박수경, 정혜원, 진혜림, 이예진

 2. 춘계 학술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심상준) 2차 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2018/1/22 16:00, 학회회의실

 3. 과총에 심사 및 평가위원 후보 추천(1/16)  

 4. 한국화학관련학회연합회에 전문위원회 부위원장, 위원, 대의원 명단(총 10명) 송부(1/16)

 5. 여성인재육성위원회(위원장: 정영미, 강원대)

- 2017 여성과총 단체지원사업 결과관련 소명서 제출(1/16, 39만원)

 6. ’18 춘계 학술대회 관련 대구 1차 사전답사 

- 일시 및 장소: 2018/2/12(월),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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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예정자(7): 전무, 총무, 학술(박성영, 김재홍), 사무국(3)

 7. 제1차 포상위원회 회의: 2018/2/5(월) 오후 2시, 학회회의실

- 안건: 미원상사신진과학자상/이녹스학술상 수상자 선정 논의

 8. 본부임원(회장, 수석부회장, 전무, 총무), 지부장 및 분과회장 연석회의:

2/20(화) 17:30, 서초원(교대역 10번 출구)

 9. 2018 임원수첩 고문, 임원, 평의원(202개 발송, 1/17)

10. 학회30주년 준비위원회 소식

1) 30년사발간위원회 1차 회의: 1/25(목) 17:40, 학회 회의실

- 안건: 30년사 편찬관련.  ※ 당일 전망지 편집회의 

2) 국제심포짐 추진위원회

- 국제심포지엄(생체재료분야) 개최 관련 회의(2회): 2017/11/30, 2018/1/16

3) 각 소위원회 사업계획(안) 및 예산서 준비 중(2/25)

11. 한국화학관련학회 연합회 소식

1) 5개 학회 전무 모임: 2/6(화), 이태규 총무이사 참석 예정

2) 본 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특별구두세션운영(5/3, 2시간)

3) 제1차 이사회 및 제25차 정기총회 개최: 2/21(수) 오후 5시, 조양관 

12. 영문지 JIEC Elsevier상 수상(1/19): 2016년도 SCImago Journal Rank 중 뛰어난 역량을 발휘한 학

술지 선정되어, 과편협 정기총회에서 수상함(1/19,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 상장+상금 50만원, 유

복렬 위원장 참석)

☞ 상금 50만원은 영문지편집위원회의 특별 회의비로 지급하기로 함.

※ 2012년에도 엘스비어 한국지사 주관, 영문지가 우수저널로 선정되어 ‘올해의 Scopus 학술지상’을 

수상(2012/8/30, 상패+상금 100만원)

13. 2018 후원현황(1/30 현재): 9,470만원

14. 공문, 이메일 발송 및 처리내용

- 2차 이사회 소집 안내 및 1차 이사회 회의록 회람(1/16)

- 화학관련학회연합회에 부위원장, 위원, 대의원 추천명단 제출(1/16)

- 광고후원 협조요청 공문 발송(총70개, 최근 3년, 1/5~1/15)

- 임원에게, 2018년도 후원 유치계획 협조요청 메일 발송 예정(1/17)

- 지부, 위원회, 분과회 조직 위촉장 발송완료(1/22)

- 미원상사신진과학자상 안내 메일 발송(12/28, 1/9, 1/17)

- 이녹스학술상 안내 메일 발송(12/29, 1/19, 1/24, 1/29)

- 이엔에프창의혁신상 안내 메일 발송(1/25)

- LG젊은공업화학인상 안내 메일 발송(1/30)

- 지부장 및 분과회장 연석회의 소집 안내(1/23)

- 춘계 학회상관련 관련팀에게 후보자추천 요청(1/23)

- 춘계 특별구두세션 Organizer에게 세션구셩 협조 요청(1/23, 4건)

- 교육위원회에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 개정(안) 검토요청(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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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포상위원회 회의 소집(1/30)

- 17개 분과회외 및 미원상사에 미원상사신진과학자상 심사위원 후보 추천 요청(1/30)

- 제15대 평의원 회비 납부 안내(1/30)

- 미원상사신진과학자상 심사위원 위촉(2/1)

심의

 1. 2018 후원 협조 요청

☞ 광고게재 금액을 참조하여 후원 업체 섭외 협조하기로 함.

 2. 춘계 프로그램북 광고 후원 협조 요청 건 

☞ 아래의 광고료를 참조하여 2018년 3월 30일까지 후원 기업 물색하기로 함.

- 광고료(부가세별도): 표4-300만원, 표2, 표3, 간지1-200만원, 기타간지 150만원

 3. 춘계 기기 및 기업 홍보 참여기업 섭외 협조 건

☞ 아래를 참조하여 기업 참여를 독려하기로 함.  

- 전시일: 2018년 5월 3일~4일(목/금)

- 부스크기: 3 m × 2 m × 2.5 m, 전시대 평균 70 cm × 120 cm

(※ 장소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광고료(부가세 별도): 200만원/1부스

- 신청마감: 2018년 3월 30일

- 입금순으로 부스배치가 진행되오니 참고바랍니다. 

- LAN이용, 추가전력, 비품(추가전시테이블, 의자 외) 요청 시 별도비용 청구됩니다.

- 혜택

① 당일 차량1대 주차권 제공 ② 행사프로그램북 1부 제공

③ 점심 식권 제공(2일) ④ 프로그램북에 업체 홍보 

⑤ 홈페이지 배너광고 6개월, 연간신청 시 12개월

 4. 춘계 학술대회 시 후원 건 

1) 네임텍 줄 광고: 연간, 선일아이라에서 지원 받기로 함

2) 부직포 가방 광고 후원 기업

☞ 1차적으로 임원(기업체)에게 안내하여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고, 신청 기업이 없을 경우 기기전시/광

고 후원업체에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기로 함.

 5. 하계워크숍 일정 및 장소 논의[기획]

- 기간: 7/16~18(수-금), 2박 3일

- 장소: 미정

☞ 2/5 저녁 기획팀 회의를 통해 논의 후 개최 장소(안)을 차기 이사회에 올리기로 함.

 6. 춘계 미원상사신진과학자상 수상자 선정 건[포상위원회]

☞ 2/5 심사위원회 개최, 수상후보자를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수상후보자는 춘계 신진과학자포럼에서 

반드시 발표를 해야 함으로 발표안내 하기로 함. 최종 수상자는 춘계 학술대회 후 이사회에 상정하

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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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2회 이녹스학술상 수상자 선정 건[포상위]

- 상장과 상금 800만원

- 재원: (주)이녹스 후원금

☞ 2/5 포상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최종 후보자를 차기 아시회에 상정하기로 함.

 8. 이엔에프창의혁신상 수상자 선정 건[포상위원회]

☞ 아래의 조건을 참조하여 후보 추천 독려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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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룬 과학자에게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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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자로 시상일(5/3) 기준 만 45세~55세 이하인 자

- 상장과 상금 600만원

- 재원: (주)이엔에프테크놀로지 후원금 1,200만원 중 일부.

- 인원: 1명

- 시상시기: 춘계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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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기 4개의 항목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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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특허 등록: 국내⋅외 특허등록 실적이 10건 이상

3) 산업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산업기술이전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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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LG 젊은 공업화학인상 수상자 선정 건[포상위]

☞ 아래의 조건을 참조하여 후보 추천 독려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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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로 시상일 기준 만 45세 이하에게 수여한다.

- 상장과 상금 500만원

- 재원: 전년도 LG화학 후원금 1,000만원 중 일부 사용

- 인원: 1명

- 시상시기: 춘계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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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상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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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특허 등록: 국내⋅외 특허등록 실적이 10건 이상인 자.

 3) 기타 상훈을 수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10. 우수지부상 시상 내규 개정(안)[조직]

☞ 아래와 같이 개정(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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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정(안)

2001. 09. 24 제정 2003. 08. 04 개정 

2005. 03. 21 개정 2006. 10. 16 개정 

2015. 02. 09 개정 2017. 03. 27 개정

2001. 09. 24 제정 2003. 08. 04 개정 

2005. 03. 21 개정 2006. 10. 16 개정 

2015. 02. 09 개정 2017. 03. 27 개정

2018. 02. 05. 개정

제1조~제3조 제1조~제3조 현행과 동일

제4조(선정방법)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지부

총회원 중 춘⋅추계 학술발표회에 발표한 논

문편수를 고려하여 다음에 의거하여 수상을 

추천한다.

1. 지부의 춘⋅추계 학술대회 총 등록자수

(5%)와 전년도 대비 증가율(95%)을 감안하

여 우수상을 추천한다.

[계산식: (총 등록자수) × 0.05 + (전년도 

대비 증가율, %) × 0.95]

2.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지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한다.

제4조(선정방법) 다음에 의거하여 추천하고 수

상을 결정한다.

1. 지부의 춘⋅추계 학술대회 총등록자수와 

전년도 대비 증가율을 감안하여 우수상을 추

천한다.

[계산식: (지부별 등록자수)/(최대등록 지부

의 등록자수) + (지부별 전년도 대비 증가

율)/최대증가율 지부의 증가율)]

2. 같은 지부에 2년 연속 수상은 불가한 것으

로 한다.

3.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지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한다.

계산식

변경

2년 

연속수상

불가 

추가

제5조~제6조 제5조~제6조 현행과 동일

11. 우수분과회상 시상 내규 개정(안)[조직]

☞ 아래와 같이 개정(안) 승인.

현  행 개정(안)

2015. 02. 09 제정 2017. 03. 27 개정 2015. 02. 09 제정 2017. 03. 27 개정, 

2018. 02. 05개정

제1조~제3조 제1조~제3조 현행과 동일

제4조(선정방법)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분과

회 총회원 중 춘⋅추계 학술발표회에 발표한 

논문편수를 고려하여 다음에 의거하여 수상

을 추천한다.

1. 분과회의 춘⋅추계 학술대회 발표 논문건

수(15%)와 전년도 대비 증가율(80 85%)을 

감안하여 우수상을 추천한다. 

[계산식: (총 논문건수) × 0.15 + (전년도 

대비 증가율, %값) × 0.85]

2.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분과회에 대한 최

종결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한다.

제4조(선정방법) 다음에 의거하여 추천하고 수

상을 결정한다.

1. 분과회의 춘⋅추계 학술대회 총발표논문

건수와 전년도 대비 증가율을 감안하여 우수

상을 추천한다. 

[계산식: (분과회별 발표논문건수)/(최대발표 

분과회의 논문건수) + (분과회별 전년도 대

비 증가율)/(전년도 대비 최대증가 분과회의 

증가율)]

2. 같은 분과회에 2년 연속 수상은 불가한 것

으로 한다.

3.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분과회에 대한 최

종결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한다.

계산식 

변경

2회 

연속수상

불가 

추가

제5조 제5조 현행과 동일

제6조(기타) 당해 년도에 학술활동이 활발하고 

기타 학회의 발전을 위해 공을 세워 특별히 

수상할 필요가 있는 분과회가 있다고 판단되

면 본 내규 제 4조1항의 점수에 관계없이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분과회를 우수분과

회로 결정할 수 있다.

제6조(기타) 당해 연도에 학술활동이 활발하고 

기타 학회의 발전을 위해 공을 세워 특별히 

수상할 필요가 있는 분과회가 있다고 판단되

면 본 내규 제 4조1항의 점수에 관계없이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분과회를 우수분과

회로 결정할 수 있다.

자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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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경인양행김동길회장상 선정 내규 개정(안)[조직]

☞ 아래와 같이 개정(안) 승인.

현  행 개정(안)

(2013. 08. 19 제정) (2017. 03. 27 개정) (2013. 08. 19 제정) (2017. 03. 27 개정) 

(2018. 02. 05 개정)

제1조~제4조 제1조~제4조 현행 동일

제5조(상금운용) (주)경인양행에서 2013년부터 

향후 3년간 공업화학회에 기증하기로 한 발

전기금 중 일부를 본 학술상 상금으로 운용

하며 그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5조(상금운용) (주)경인양행에서 한국공업화

학회에 기증한 발전기금 중 일부를 본 학술

상 상금으로 운용하며 그 세부사항은 이사회

의 결정에 따른다.

후원기간

없앰

(이미 

자동

연장)

13. 외부상 추천[학술위]

☞ 학술위원회 공조하여 후보자 물색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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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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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현장 엔지니어로서 최근 3년 이내의 공적이 우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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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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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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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후보자 추천(2/27 마감)

14. 지부, 분과회 본부 상반기 지원금 지급 건: 총 2,300만원

☞ 아래와 같이 본부 상반기 지원금 지급하기로 함.

- 8개 지부: 각 100만원

- 15개 분과회: 각 100만원

※ 접착제⋅도료⋅잉크/콜로이드⋅계면화학 분과회는 자립도 인정되어 별도의 지원 없음.

15. 2018 수석부회장 추천위원회 구성 건 

☞ 아래와 같이 추천위원회 규정을 참조하여 회장단이 2018 수석부회장 추천위원회 구성(안)을 차기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함.

※ 산업계: 2019 수석부회장(2020 회장)

[추천위원회 규정 제2조~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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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학회장이 선임한다.

제3조(위원의 구성 및 활동) (1) 본회 회장이 추천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위원장 이외의 추천위원회 위원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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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임하

여 활동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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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에 수석부회장 후보를 추천하여야 하며, 추천후보의 이력서와 소견서를 첨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3) 수석부회장의 추천은 복수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단독 추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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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무기재료분과회/촉매분과회 조직 추가 승인 건 

☞ 아래와 같이 승인함.

- 단, 학회 회원이어야 함. 위촉장은 회장명으로 이메일 발송 예정.

- 임기 소급적용: 2018.1.1.~2018.12.31.

분과회 직  책 성    명 소  속

무기재료분과회

섭외간사 임 태 호 숭실대학교

섭외간사 안 상 현 중앙대학교

산학연간사 손 희 상 광운대학교

촉매분과회 총무간사 노 현 석 연세대학교

16. ERP 행사결산TAB 개발 건

☞ 회계프로그램의 정착을 위해 행사결산TAB 개발하기로 함.

(아이비센터, 견적가 150만원(부가세포함), 개발기간: 1개월)

17. 화학공학회에서 ‘화학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개정안)’ 검토 요청 건

☞ 교육위원회(안)대로 다음과 같이 ‘공업화학, 응용화학 및 여기에서 파생된 명칭이 포함된 전공분야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기로 함.

현  행 개정(안) 비  고

3-3) 공업화학, 응용화학 및 여기에서 

파생된 명칭이 포함된 전공분야 

프로그램 소속 학생은 열역학, 유기 및 

무기 화합물의 합성 및 물성, 구조 해석

에 관련된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3-3) 공업화학, 응용화학 및 여기에서 파

생된 명칭이 포함된 전공분야 프로그램 

소속 학생은 열역학, 유기 및 무기화학물

질의 합성 및 물성, 구조 해석에 관련된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열역학 삭제, 

무가 화합물의 합성 및 

물성 → 무기화학물질의 

합성 및 물성

18. 사무국 직원 퇴직 수락 건(1/24 사직서 제출)

- 박수경 과장, 입사일: 2015.6.1., 퇴사일: 2018.2.24., 사유: 개인사정

- 업무: 학술대회관련 편집 외

☞ 박수경 과장의 퇴사 처리 승인 함. 따라서 퇴직금 지급 준비하기로 함. 

 기획

보고사항

 1. 2018 하계워크숍 개최 준비

 2. 상반기 임원워크숍 후기 작성: 김진웅 기획이사

 조직

보고사항

 1. 우수지부상, 우수분과회상 시상 내규 개정(안) 준비[일반심의 10~11번 참조]

○ 우수지부상, 우수분과회상의 선정방식의 한계

- 이전의 경우 등록자 수와 총 논문 수가 많은 우수지부나 우수분과회의 선정에 유리한 구조였음.  

- 선정식에 단순히 인수(백분율 표현은 잘못된 것임)를 곱하는 방식이라 숫자가 큰 항목이 미치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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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력이 큼. 

- 각 선정항목에 대해 최대수를 정규하는 방식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현재보다는 선정이 몇 개의 지부 

및 분과회에 고착되는 상황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음. 즉 등록자 수(또는 논문 수)와 증가율의 

기여도가 각각 50%의 균형을 이룸. 어쨌든 완벽하고 단순화된 선정방식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 

○ 작년 마지막 이사회에서 논의된 2년 연속 수상 불가 항목을 신설함.

 2. 경인양행김동길 선정 내규 개정(안) 준비[일반심의 12번 참조]

 3. 공로상 수상 후보 추천 준비 중.

 재무

보고사항

 1. 한국공업화학회 2018년 운영과 발전을 위한 WORKSHOP 결산보고

(1/11~12(목-금), 대전 유성호텔, 참석인원: 총 66명(직원 포함))

 2. 30주년준비위 관련, 러시아기술센터에 지원금 송금(1/18, 5,265,200원)

※ 2017/12/8 영림화학 후원금

 3. 반기별(7/1~12/31)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1/9, 4,878,730원)

(※ 기타소득세 3,135,920, 근로소득세 1,299,200, 주민세 443,610)

 4. 2017년도 2기 확정기분 부가세 신고 및 납부(1/16, 1,717,990원)

 5. 재무현황(1월 31일 현재) 보고

 6. 오릭스오피스텔 관리비 2018년 1월 1일부로 인상

- 평(3.3 m2)당 6,486원에서 → 6,786원으로 300원 인상

심의

 1. 2018년도 회의 준비비(여비) 지급(안) 

☞ 강릉은 KTX 신설됨에 따라 변경되었으며, 대전과 강원(삼척) 지역의 준비비는 의견을 반영하여 다

음과 같이 승인 함. 

※ 서울 방배동 학회 기준

지  역 2018 2017 비고(2018)

서울, 수도권 20,000 20,000 　

충남아산, 천안 30,000 30,000 천안아산역 → 용산역 KTX 편도 13,700원

대전 50,000 50,000 대전역 → 서울역 KTX 편도 23,700원

강원(강릉) 60,000 50,000 강릉역 → 서울역 KTX편도 27,600원

강원(삼척) 70,000 50,000
삼척 → 강릉 시외버스 편도 5,300원

강릉역 → 서울역 KTX 편도 27,600원

강원(춘천) 30,000 30,000 용산역 → 춘천 ITX 편도 7,300원, 버스 편도 8,000원

대구, 경북 90,000 90,000 동대구역 → 용산역 KTX 편도 43,200원

광주, 전남 100,000 100,000 광주송정역 → 용산역 KTX 편도 46,800원

부산, 울산, 창원, 진주, 목포 120,000 120,000 부산역 → 용산역 KTX 편도 59,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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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

보고사항

 1. 2018 춘계 총회 및 학술대회 관련 일정

 1) 일시: 2018년 5월 2일(수)~5월 4일(금)

 2) 장소: 대구 엑스코

 3) 초록제출 웹 오픈: 2/6(화) 

 4) 초록제출 마감: 3/6(화) 

 5) 초록수정 제출마감: 3/13(화) 

 6) 사전등록 마감: 3/30(금) 

(단, 초록 제출을 위해 계좌이체를 이용할 경우는 오후 3시까지)

 7) 사전답사: 1차(2/12), 2차(미정) 

 8) 프로그램북 광고 및 기기전시 마감: 3/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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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프로그램 소식지 게재 홍보 4/15

 2. 2018년도 학술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심상준, 28)

- 전무, 총무, 기획, 조직, 학술, 국제협력

 3. 2018 학술이사 업무 분장

- 춘계 학술대회(대구): 박성영(선임), 김재홍, 박호석, 임상혁,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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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평의원회 및 임원회의/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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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5월 2일(수) 오후 5시, 호텔 인터불고엑스코 예정

2) 총회: 2018년 5월 3일(목), 대구 엑스코

 5. 영문 일정표 행사 및 세션명 변경

한  글 영문(현행) 변  경

평의원 및 임원회의 Committee Meeting General Assembly and Board Meeting

기업홍보 Corporate communication Industrial Information & Communication

우수논문상 시상 및 

경품추첨

Award for Outstanding Presentation & 

Prize Drawing
좌  동

 6. 포스터세션 발표 시간 배정

날  짜 부착완료시간 우수논문 심사시간 시상시간 포스터게시시간

1일차(목) 08:50 09:00~10:30 17:40~18:40 08:50~17:00

2일차(금) 08:50 09:00~10:30 16:50~17:50 08:50~16:00

지  역 2018 2017 비고(2018)

여수 100,000 100,000 용산역 → 여수 KTX 47,200원

제주 180,000 180,000 대한항공 편도 89,300원

전북, 전주 70,000 70,000 전주 → 용산역 KTX 편도 34,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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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18 춘계 타임 테이블[일정표 p. 18 참조]

5/2(수) 17:00 춘계 평의원 및 임원회의(평의원, 이사, 감사, 지부장, 위원장, 분과회장), 

호텔 인터불고엑스코(예정)

5/2~5/4(목-금) 학술대회, 대구 엑스코(EXCO)

시  간 5/2(수) 시  간 5/3(목) 시  간 5/4(금)

12:00~13:00 등록 08:00~ 등록 08:00~ 등록

13:00~16:30

기술교육세미나1

(실험능력 향상을 

위한 분석기기 

특별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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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0~11:20

수상자 강연

(2017 한국공업화학상 

수상자, 박수진 교수, 

인하대)

10:40~11:20

Plenary Lecture

(김진수 IBS단장/ 

서울대 교수)

11:20~12:10 총회
11:20~12:30 점심/분과회의

13:00~16:30

기술교육세미나2

(약물전달을 위한 

콜로이드 기술)

12:10~13:20 점심/분과회의

13:20~15:20 구두세션 1 12:30~14:30 구두세션 1

15:30~17:30 구두세션 2 14:40~16:40 구두세션 2

17:40~18:40
우수논문시상식 및 

경품 추첨
16:50~17:50

우수논문시상식 및 

경품 추첨

※ 포스터발표시간 30분 이후 부착, 게시는 미발표로 간주함.

 8. 학술대회 어플리케이션(App): 활용도가 떨어지므로 2018년엔 제작하지 않기로 함.

 9. 기업홍보세션(job fair): 매회 참여도가 매우 낮은 점을 고려하여 기업홍보세션을 진행하지 않기

로 함.

10. 우수논문발표(구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구분하여 발표 진행 

- 현재 연구실당(교신저자별) 석사 1명, 박사 1명으로 제한

11. 우수논문발표상(포스터) 10편 이상 제출 시 우수논문상 1편 추천 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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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프로그램 북 준비

1) 표지 시안 선정

2) 초대의 글(회장) 작성: 최정규 학술이사

3) 학술대회 후기글 작성: 박호석 학술이사

13. 초록집: 하드카피는 기본 30부만 인쇄하고, 홈페이지에서 초록을 다운받도록 함.

14. 학술대회 명찰 목걸이 제작(1 cm): 한국공업화학회/선일아이라 인쇄하고 연 제작비는 선일아이라의 

지원을 받기로 함.

15. 구두세션 운영 시 필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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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종일세션: 4시간, 발표자 8명-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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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4일(금) 12:30~14:30, 14:40~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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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표시간은 1인당 20분~30분(질의응답 포함)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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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로 함.

5) 모든 연사(비회원 포함)에게 등록비는 지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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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춘계 구두세션 프로그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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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5/4(금) 기조강연: 김진수 IBS단장/서울대 교수, 생물공학분야

 3) 분과세션

 4) 위원회세션: 우수외국인연구자세션 외

 5) 특별세션

 6) 우수논문발표(구두-석사과정, 박사과정)(최우수상/우수상 선정)

 7) 신진과학자포럼(미원상사신진과학자상 수상자)

 8) 국제 영어발표 세션 

 9) 기술교육세미나

10) 특별 구두세션

17. 우수외국인 연구자세션: 연구실 당 1편 → 2편으로 변경.

18. 신진과학자포럼(5/3) Chairperson: 박성영, 박호석

- 미원상사신진과학자상 수상자 발표

19. 우수논문(구두, 5/4) 심사 및 좌장

- Chairperson: 김재홍

- 심사위원: 최정규, 임상혁

20. 포스터 No Show 담당 학술이사

- 포스터발표 및 심사시간: 09:00~10:30

- 5/3일(목): 김  석, 김영진

- 5/4일(금): 목영선, 윤순도

- no show 확인 시 반드시 사진을 찍어서 학회 사무국으로 명단과 함께 제출.

21. 춘계 기념품: 여행용 치약치솔세트 등 추가 검토 중.

22. 학술대회 등록비 안내

- 모든 발표자(공동, 교신 포함)는 초록등록을 위해 반드시 온라인 회원가입 및 사전등록(사전 등록비 

납부)을 진행해야 합니다.

구  분 사전등록 현장등록

종신회원 100,000원 110,000원

정회원(박사과정 이상) 130,000원 140,000원

학생회원(석사과정) 60,000원 70,000원

비회원 140,000원 150,000원

비회원(학부생) 30,000원 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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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술교육세미나(5/2, 수)[별지 p. 19 참조]

1) 프로그램

5월 2일(수)

엑스코 

▣ 기술교육세미나 1

실험능력 향상을 위한 분석기기 특별워크숍

(Special Workshop of Analysis Apparatus 

Seminar for the improving Experimental 

Skill)

▣ 기술교육세미나 2

약물전달을 위한 콜로이드 기술 

(Colloid techniques for drug delivery 

systems)

주  관 교육위원회 생체재료분과회/콜로이드⋅계면화학분과회

12:00~ 등  록 등  록

13:00-13:50
원자흡광도계의 원리와 활용

박미선 연구원(동일시마즈(주))

콜로이드 및 계면현상 기초(정의/기초이론)

랑문정 교수(배재대학교)

13:50-14:40
FT-IR 분석 방법과 활용

김용훈 주임연구원(동일시마즈(주))

콜로이드 회합체 및 encapsulation 

(콜로이드 물성 및 특성)

심종원 교수(동덕여자대학교)

14:40-14:50 Break

14:50-15:40
X선 흡수분광법의 원리와 응용

이국승 선임연구원(포항가속기연구소)

약물전달 응용을 위한 재료 특성

(친수-소수 분자디자인/합성, scaffold 기술)

발표자 미정

15:40-16:30

대기 비노출하에서 XPS를 이용한 

이차전지 재료 표면분석

김현식 센터장(한국세라믹기술원 

분석인증센터)

약물전달 기술 응용

(DDS, cell targeting, imaging 등)

발표자 미정

2) 학술대회 등록자에 한해서만 기술교육세미나 등록 가능(학술대회 등록 필수).

3) 기술교육세미나 참가비

구  분 사전등록 현장등록

일반(종신/정회원/비회원) 80,000원 90,000원

학생(석사/학부생회원) 50,000원 60,000원

4) 참가자의 명찰에 스티커를 붙여 일반 학술대회 참가자와 구분하기로 함.

5) 기술교육세미나 개최 시 학회 본부에서 도넛 및 차를 지원하기로 함.

24. 포스터 발표자 발표 편 수 제한 관련: 공식적으로 1인당 발표편수 제한에 대한 내용을 표기하지 않고, 

대신 추후 문제가 있을 시 조직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25. 사전등록비 환불 신청: 2018년 4월 25일 18:00까지

26. 발표자 변경 및 발표취소: 2018년 4월 11일까지(발표취소 신청서(양식) 제출)

27. 발표편수 및 구두세미나장 사용 현황

- 2015 춘계: 1,866편(구두 254, 포스터 1612), 구두세미나장(16개/14개)

- 2015 추계: 1,788편(구두 231, 포스터 1557), 구두세미나장(14개/12개)

- 2016 춘계: 1,734편(구두 245, 포스터 1489), 구두세미나장(14개/12개)

- 2016 추계: 1,676편(구두 238, 포스터 1438), 구두세미나장(14개/12개)

- 2017 춘계: 1,841편(구두 227, 포스터 1614), 구두세미나장(13개/12개)

- 2017 추계: 1,824편(구두 288, 포스터 1536), 구두세미나장(16개/15개)

- 2018 추계:      편,                        구두세미나장(13개/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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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춘계 학술대회 조직위원회 2차 회의 개최: 1/22(월) 16:00, 학회 회의실

29. 학술대회 사전등록신청 창에 작성 목록(필수) 추가

(※ 박사과정 등록현황 확인하여 박사과정(현재 정회원)을 학생회원으로 전환할지 여부를 검토할 자료

로 쓰기 위함.)

1) 학위 구분 총 5가지 체크박스로 선택

체크박스(5개): 학부생, 석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박사과정, 일반(기업)

2) 석박사통합과정은 기수 체크

심의

 1. 화학관련학회연합회 춘계 특별세션 운영 관련 논의

☞ 고문 등 현직이 없으신 분들은 등록비를 면제해드리기로 하고, 현직 있는 참가자들은 모두 등록하게 

하기로 함. 

☞ 연합회에서 행사비 지원을 받기로 하고 최종 금액은 추후 논의하여 확인하기로 함.

 국제협력

보고사항

 1. 춘계 우수외국인연구자세션 운영 준비

 2. 춘계 국제세션(영어발표) 운영 준비

 3. 태국 화학회와의 교류건 

- 2019년 초, PACCON 2019 국제회의(태국)에서 공동심포지엄 개최 예정

(박종욱 전임 전무 확인)

 4. JPI-KSIEC Join session 진행

- 2018년도 추계 학술대회(제주)에서 공동세션 운영 예정

 5. 베트남대학생 KSIEC 장학금지원 사업(베트남화학회)관련 장학생 선발 준비중

- 2회에 걸쳐 3,000불(300불 × 5명 × 2회/년) 지원 예정

심의

 1. 한-베 교류 관련 행사 개최 승인 요청 건

☞ 다음 행사에 대해 승인함.

- 행사명: The 9th Korea-Vietnam Green Chemistry Conference 2018

제9차 한국-베트남 그린화학 컨퍼런스 2018

- 일자: 2018년 8월 24일-25일

- 장소: 베트남 다낭(장소는 미정)

 산학연협력

보고사항

 1. 대주산학연협력상 후보 추천 준비

 2. 춘계학술대회에서 구두세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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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편집
보고사항

 1. 2018년 “공업화학” 논문 투고현황(1월 30일 현재)

- 출판대기 29편, 심사 중 13편

 2. 제1차 국문지 편집회의: 1월 26일(금), 한국공업화학회 회의실

 3. 현실을 반영하여 헌정 논문 관련 내규 개정(안)을 이혜진 이사가 준비하기로 함.

심의

 1. 연세대학교 설용건 교수 헌정 논문집 발간 논의 건

- 인하공전 오경석 교수 요청(1/10)

  1) 특별호 요청: 2019년 6월호

  2) 특별호 명칭: Special Issue in Honor of Professor Yong Gun Shul’s Retirement

- 학회기여도: 국편집이사(99-2000), 교육위원장(2010-2011), 부회장(2013-2014) 역임

- 공업화학 투고 논문편수: 총 5편

☞ 헌정논문집 발간은 국문지편집위원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현재의 투고현황 및 게재대기 추세와 

SCOPUS 및 ESCI 지표관리 등의 상황으로 보았을 때 특별호 혹은 부록 형태로의 발간은 불가능하

며, 초청편집인의 활용도 바람직하지 않음.

☞ 단, 기존의 발간 횟수 및 편수를 지키는 선에서 헌정의향 논문 접수를 받되 정규 peer review 절차

를 밟아 채택된 논문에 대하여 각각을 발췌하여 별도의 책자로 인쇄하도록 하는 방식은 가능(국문

지의 일부분이 아님).

☞ 국문지편지에서 현재 불분명한 부분을 보완하여 학회의 헌정논문 내규 개정(안)을 차기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함.

 2. 공업화학 논문 전문 HTML (XML) 변환 및 게시를 위한 지출 승인 건

☞ 국문지가 SCIE로 가기 위해서 필수 작업임. 따라서 전문 HTML (XML) 변환 견적가를 내고하여 진

행하기로 함(○ 연간 소요지출예상: 108편(18편 × 6회) × 55,000원 = 5,940,000원)

(HTML (XML) 변환 견적: 코리아스칼라, 편당 5만원(부가세별도), 현재 학회 저널홈페이지 관리 업체)

 영문편집
보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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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7/1~2018/01/16; Elsevier system 기준

기간 
투고 

논문 수

게재승인 

(Accepted)

게재 불가 

(Rejected)

저자수정 

(Revise)

심사 중

(Under review)
기타 

’110701-’180102 14,733 3,023 11,047 66 386 211

2017년 3,452 440 2,564 49 291 108

2018년 136 0 66 0 7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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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2017 논문집 발행 현황

발행연도 발행권호 총권 논문수 발행연도 발행권호 총권 논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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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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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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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45권-56권 12 486편

○ 2018년도 발행분 In press 173편

No. Vol. 논문수 No. Vol. 논문수

1 57권(1/25) 50편 2 58권(2/25) 49편

 전망편집
보고사항

 1. 편집회의 개최: 1/25(목), 학회 회의실

 2. 공업화학전망 21권 1호(2월 15일 발행):

1) 기획특집 주제: 웨어러블 전자 소재 및 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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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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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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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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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칼럼

- 인문학칼럼: 철학, 그 끝없는 물음; 이상은 교수(상지대학교)  

- 여행칼럼: 인도 북부 횡단기 – Delhi~Kolkata (1); 조영민 교수(경희대학교)

- 음악칼럼: 디지털 시대에 클래식 음악 듣기; 강정원 교수(고려대학교)

3) 신진과학자 소개

- 박호석 교수(성균관대학교)

- 오승주 교수(고려대학교)

심의

 1. 2017 칼럼 저자에게 감사패 증정(회장명) 건 

☞ 다음 컬럼저자에게 감사패를 증정하기로 함.

- 칼럼: 강병희 강사(고려대학교)

- 건강칼럼: 권윤정 원장(신세계 외과의원)

- 특허칼럼: 이봉진 변리사((주)에이비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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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제3차 이사회 회의록

￭ 일     시：2018년 2월 19일(월) 오후 5시

￭ 장     소：학회 회의실

￭ 참석자(15), 위임(72)

 일반

보고사항

 1. 여성인재육성위원회(위원장: 정영미, 강원대)

- 여성과총, 2018 단체지원사업 수요조사서(기본)제출(1/10, 희망사업비 390만원)

(사업기간: 2018.4.1.~2018.10.31., 7개월간)

- WISET 2018 신진 여성인재 발굴 및 교육사업 신청(2/7, 300만원)

(사업기간: 2018.3.1.~2018.10.31., 9개월간)

 2. ’18 춘계 학술대회 관련 대구 1차 사전답사 

- 일시 및 장소: 2018/2/12(월), 대구

- 참석자(6): 전무, 학술(박성영, 김재홍), 사무국(3)

 3. 본부임원(회장, 수석부회장, 전무, 총무), 지부장 및 분과회장 연석회의: 

- 2/20(화) 17:30, 서초원(교대역 10번 출구)

 4. 학회30주년 준비위원회 소식

1) 학회30주년 준비위원회 11차 회의: 4/9(월) 오후 5시, 학회 회의실

2) 국제심포지엄 추진위원회

- 국제심포지엄(생체재료분야) 개최 관련 회의(2회): 2017/11/30, 2018/1/16

(일정: 11/14~16, 이화여대 LG컨벤션홀)

3) 각 소위원회 사업계획(안) 및 예산서 준비 중(2/25)

 5. 한국화학관련학회 연합회 소식

1) 5개 학회 전무 모임: 2/6(화), 이태규 총무이사 참석 

2) 본 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특별구두세션운영(5/3, 2시간)

3) 제1차 이사회 및 제25차 정기총회 개최: 2/21(수) 오후 5시, 조양관 

 6. 과총, 제53회 정기총회 개최: 2/27(화) 15:00, 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

- 안건: 2017년도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안)/2018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 정관 개정(안)/임원 선출 규정 개정(안)/감사 선출(안)

- 참석대상: 회장, 수석부회장, 전무, 총무(모두 참석 어려움, 위임장 처리)

 7. 2018 후원현황(1/30 현재): 11,625만원

 8. 공문, 이메일 발송 및 처리내용

- 3차 이사회 소집 안내 및 2차 이사회 회의록 회람(2/6)

- 본부 임원에게 2018 후원 협조요청(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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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회 미원상사신진과학자상 수상자 선정 및 시상식 안내 메일 발송(2/7)

- 이엔에프창의혁신상 안내 메일 발송(1/25. 2/8, 2/19)

- LG젊은공업화학인상 안내 메일 발송(1/30, 2/9)

- 춘계 학술대회 초록등록 안내 메일 발송(2/6)

- 춘계 Organizer에게 연사 초록등록 안내 협조 요청(2/5)

- 헌정논문집 특별호 요청관련(오경석 교수, 인하대) 학회의 결정사항 메일로 전달 완료(2/6)

- 무기재료 및 촉매 분과회 추가된 조직임원께 위촉장 발송(2/7)

- 지부, 분과회 본부 상반기 지원금 지원 확정 통보(2/7)

- 화학공학회에 ‘화학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개정안)’에 대한 의견 개진 공

문 발송(2/8)

- 미원상사(주)에 제4회 미원상사신진과학자상 수상자(’17추계발표자) 통보 및 시상식 안내(2/8)

 9. 동정

1) 이부섭 회장(동진쎄미켐, 고문),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동창회장 선임(12/5, 2018.1~) 

2) 박종욱 교수(경희대학교, 전임 전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재료와 디스플레이용 유기 색재재료 

연구 공적을 인정받아 국제광전자공학회 석학회원 선정(2/5) 

3) 한국화학연구원 김성수 원장 취임 화환 송부(2/7)

4) 박범준 교수(경희대학교, 현 홍보이사), 모친상(2/9)

5) 김영식 교수(강원대학교, 부회장 역임), 빙모상(2/11)

심의

 1. 2018 후원 협조 요청

☞ 지속적으로 후원 업체 물색 협조하기로 함.

- 소식지 광고: 연 6회(짝수달) 발간, 발간호의 전월 30일 마감

- 춘계 프로그램북 광고: 3월 30일 마감

- 춘계 기기 및 기업 홍보 참여기업 신청: 3월 30일 마감

 2. 하계워크숍 일정 및 장소 논의[기획]

- 기간: 7/16~18(수-금), 2박 3일

- 장소: 미정

☞ 여수디오션리조트, 청평마이다스리조트, 무창포 비체팰리스리조트 세곳을 후보지 정하고 견적가를 

놓고 차기 이사회에 최종 결정하기로 함.

 3. 춘계 미원상사신진과학자상 수상자 선정 건[포상위원회]

☞ 심사위원회 및 포상위원회에서 선정된 수상후보자(7)는 춘계 학술대회 신진과학자포럼에서 연구내

용 발표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학술대회 후, 최종 수상자를 상정하기로 함.

☞ 추계부터 임원들도 적극 후보자를 추천하여 신진과학자 발굴에 기여하기로 함.

 4. 제2회 이녹스학술상 수상자 선정 건[포상위원회]

- 상장과 상금 800만원

- 재원: (주)이녹스 후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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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원: 1명

- 시상시기: 춘계총회(5/3)

☞ 아래와 같이 포상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안)대로 제주대학교 목영선 교수를 선정.

(포상위원회 의견) 후보자 추천 및 응모 총 5명의 후보자의 실적이 상당히 우수하여 우열을 가리기

가 상당히 어려웠음. 학회기여도 및 최근 5년 이내에 IF 상위 10% 이내의 논문 수를 우선적으로 하

여 2명의 후보자를 내었고 학회 기여도 및 연령을 감안하여 포상위원회 만장일치로 제주대학교 목

영선 교수를 최종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함.

수상자: 목영선 교수(제주대학교)

수상자 선정 사유: 수상자는 학회 기여도가 높고 최근 5년 이내에 IF 상위 10% 이내의 논문이 가장 

많았으며, 공업화학 학문의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본 학회가 추구하는 중소기업의 애로기술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기술 지도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킨 점이 인정되어 수상자로 선정.

 5. 이엔에프창의혁신상 수상자 선정 건[포상위원회]

☞ 2/28 마감이므로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변의 훌륭한 후보가 추천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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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룬 과학자에게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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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자로 시상일(5/3) 기준 만 45세~55세 이하인 자

- 상장과 상금 600만원

- 재원: (주)이엔에프테크놀로지 후원금 1,200만원 중 일부.

- 인원: 1명

- 시상시기: 춘계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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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기 4개의 항목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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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특허 등록: 국내⋅외 특허등록 실적이 10건 이상

3) 산업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산업기술이전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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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LG 젊은 공업화학인상 수상자 선정 건[포상위원회]

☞ 2/29 마감이므로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변의 훌륭한 후보가 추천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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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로 시상일 기준 만 45세 이하에게 수여한다.

- 상장과 상금 500만원

- 재원: 전년도 LG화학 후원금 1,000만원 중 일부 사용

- 인원: 1명

- 시상시기: 춘계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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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상대상

1) 논문 출판: 최근 5년간 SCI(E)급 논문 출판 실적이 10편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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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 등록: 국내⋅외 특허등록 실적이 10건 이상인 자.

3) 기타 상훈을 수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7. 미원상사신진과학자상 선정 운영 내규 개정(안)

☞ 아래와 같이 포상위원회에서 상정된 개정(안)대로 승인

현  행 개정(안) 비  고

(제정 2016. 2. 1.) 

(일부개정 2016. 8.29.)

(일부개정 2017. 3.13.)

(일부개정 2018. 1.12.)

(제정 2016. 2. 1.) 

(일부개정 2016. 8.29.)

(일부개정 2017. 3.13.)

(일부개정 2018. 1.12.)

(일부개정 2018. 2.19.)

제4조(수상 후보자 발표) 발표 양식은 자

유이며 발표순서는 심사위원회에서 정

한다. 발표시간은 15분 발표에 질의응

답 5분으로 각각의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엄수한다. 

제4조(수상 후보자 발표) 발표 양식은 자

유이며 발표순서와 발표시간은 심사위

원회에서 정한다.
발표신청자 수에 따라 

발표 시간 정함.

 8. 외부상 추천[학술위]

☞ 학술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후보 추천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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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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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현장 엔지니어로서 최근 3년 이내의 공적이 우수한 자 ※ 특히, 여성 엔지니어의 육성과 지원, 

과학기술역량강화를 위해 여성 엔지니어를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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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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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후보자 추천(2/27 마감)

 9. 2018 수석부회장 추천위원회 구성 건 

※ 산업계: 2019 수석부회장(2020 회장)

☞ 2017 구성 조건을 참조하여 차기 아시회에 추천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하기로 함.

- 2000년부터 회장 임기 2년에서 1년으로 변경, 수석부회장직 도입

- 수석부회장 추천위원회 규정 제정(2009.9.24)

- 수석부회장 추천위원회 가동(2010년부터)

[추천위원회 규정 제2조~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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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하여 학회장이 선임한다.

제3조(위원의 구성 및 활동) (1) 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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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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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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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1) 30주년 준비위원회 소위원회 조직 위촉장 발급 건

☞ 현재 수석부회장이자 30주년 준비위원회 사무총장에게 명단 확인을 일임하도록 하며 업무의 효율

화를 위해 2월 19일자로 위촉장 일괄 발송하기로 함.

☞ 임기는 2018.1.1.~2020.12.31. 

 기획

보고사항

 1. 2018 하계워크숍 개최관련 준비회의 개최(2/5, 월 20:00) 결과 요약

- 참석자: 심상준, 김영기, 오병근, 이경진, 홍성철

1) 하계워크샵 장소 후보

- 주변관광지, 운동시설, 워터파크시설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곳으로 

- 여수디오션리조트, 청평마이다스리조트, 무창포 비체팰리스리토트 세 곳을 후보지를 결정

2) 프로그램에 대한 협의

- 학회 내부 고문님 중 한분을 섭외하고, 외부강사는 영화, 클래식 등 재미있는 주제와 유익한 강의를 

- 추진하기로 함(워크샵 지역이 멀 경우 인근 대학 재직 교수님께 도움 요청하기로 함).

3) 사전답사 일정을 1박 2일로 잡아 주변관광도 사전체험할 예정.

4) 상반기 임원워크숍 후기 작성: 김진웅 기획이사

 조직
보고사항

 1. 공로상 수상 후보 추천 준비 중.

 재무
보고사항

 1. ERP 행사결산TAB 개발 계약 체결

- 아이비센터, 견적가 150만원(부가세포함), 개발기간: 1개월

 2. 미원상사신진과학자상 심사료 지급(5명, 각 15만원, 2/7)

 3. 화공정보연구센터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지급(2/9, 450만원)

 4. 지부(7개) 및 분과회(15개)에 본부 지원금(각 100만원) 지급 완료(2/19, 총 2,300만원)

심의

 1. 박수경 과장 사직서(1/24 제출, 사유: 개인사정) 수리(2/5)에 따라 퇴직금 지급 건 

- 입사일: 2015.6.1., 퇴사일: 2018.2.24.(총 33개월 근무)

- 퇴직정산금: 

☞ 산출된 퇴직 정산금(7,611,983원)을 퇴사 후 지급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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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
보고사항

 1. 2018 춘계 총회 및 학술대회 관련 일정

 1) 일시: 2018년 5월 2일(수)~5월 4일(금)

 2) 장소: 대구 엑스코

 3) 초록제출 웹 오픈: 2/6(화) 

 4) 초록제출 마감: 3/6(화) 

 5) 초록수정 제출마감: 3/13(화) 

 6) 사전등록 마감: 3/30(금) 

(단, 초록 제출을 위해 계좌이체를 이용할 경우는 오후 3시까지) 

 7) 사전답사: 1차(2/12), 2차(미정) 

 8) 프로그램북 광고 및 기기전시 마감: 3/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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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프로그램 소식지 게재 홍보 4/15

 2. 2018년도 학술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심상준, 28)

- 전무, 총무, 기획, 조직, 학술, 국제협력

 3. 2018 학술이사 업무 분장

- 춘계 학술대회(대구): 박성영(선임), 김재홍, 박호석, 임상혁,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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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평의원회 및 임원회의/ 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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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5월 2일(수) 오후 5시, 호텔 인터불고엑스코 아이리스홀(B1)

2) 총회: 2018년 5월 3일(목), 대구 엑스코 306호

 5. 2018 춘계학술대회 일정표[p. 12 참조]

 6. 우수외국인 연구자세션: 연구실 당 1편 → 2편으로 변경.

 7. 신진과학자포럼(5/3) Chairperson: 박성영, 박호석

- 미원상사신진과학자상 수상자 발표

 8. 우수논문(구두, 5/4) 심사 및 좌장

- Chairperson: 김재홍, 심사위원: 최정규, 임상혁

 9. 포스터 No Show 담당 학술이사

- 포스터발표 및 심사시간: 09:00~10:30

- 5/3일(목): 김  석, 김영진

- 5/4일(금): 목영선, 윤순도

- no show 확인 시 반드시 사진을 찍어서 학회 사무국으로 명단과 함께 제출.

10. 춘계 기념품: 치약치솔 및 수건세트 확정(3,410원, 부가세포함, 2,300개 기준)

11. 학술대회 등록비 안내

- 모든 발표자(공동, 교신 포함)는 초록등록을 위해 반드시 온라인 회원가입 및 사전등록(사전 등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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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을 진행해야 합니다.

구  분 사전등록 현장등록

종신회원 100,000원 110,000원

정회원(박사과정 이상) 130,000원 140,000원

학생회원(석사과정) 60,000원 70,000원

비회원 140,000원 150,000원

비회원 (학부생) 30,000원 35,000원

12. 기술교육세미나(5/2, 수) 

☞ 학생들 참가 독려하기로 함.

1) 프로그램[별지 p. 13 참조]

2) 학술대회 등록자에 한해서만 기술교육세미나 등록 가능(학술대회 등록 필수).

3) 기술교육세미나 참가비

구  분 사전등록 현장등록

일반(종신/정회원/비회원) 80,000원 90,000원

학생(석사/학부생회원) 50,000원 60,000원

4) 참가자의 명찰에 스티커를 붙여 일반 학술대회 참가자와 구분하기로 함.

5) 기술교육세미나 개최 시 학회 본부에서 도넛 및 차를 지원하기로 함.

13. 사전등록비 환불 신청: 2018년 4월 25일 18:00까지

14. 발표자 변경 및 발표취소: 2018년 4월 11일까지(발표취소 신청서(양식) 제출)

15. 학술대회 사전등록신청 창에 작성 목록(필수) 추가

(※ 박사과정 등록현황 확인을 위함이며, 박사과정, 학생회원으로 전환여부 검토자료로 쓰기 위함.)

1) 학위 구분 총 5가지 체크박스로 선택

- 체크박스(5개): 학부생, 석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박사과정, 일반(기업)

2) 석박사통합과정은 기수 체크

16. 화학관련학회연합회 춘계 특별세션 운영 관련 

- 고문 등 현직이 없으신 분들은 등록비를 면제해드리기로 하고, 현직 있는 참가자들은 모두 등록하게 

하기로 함. 

- 연합회에서 행사비 지원을 받기로 하고 최종 금액은 추후 논의하여 확인하기로 함.

17. 국제영어세션 발표자 중 해외 초청연사 4명은 등록비 면제 및 숙박 2일 지원하기로 함.

18. 2018~2025 학술대회 일정(날짜2개인 것은 조직위원회 의견 수렴되어 정리되었음)

춘, 추계 일  정 장  소

2018 춘계 2018.5.2~5.4 대구 엑스코

2018 추계 2018.10.31~11.2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2019 춘계 2019.5.1~3(수~금) 부산 벡스코

2019 추계 2019.10.30~11.1 제주국제컨벤션센터

2020 춘계 2020.5.6~5.8 제주국제컨벤션센터

2020 추계 2020.10.28~30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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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 추계 일  정 장  소

2021 춘계 2021.5.12~14(수~금)/4.28~30 부산 벡스코

2021 추계 2021.11.3~5(수-금) 대구 엑스코

2022 춘계 2022.5/11~13(수~금)/4.26~28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2022 추계 2022.11.2~4(수~금) 대전컨벤션센터

2023 춘계 2023.5.10~12(수~금)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2023 추계 2023.11.1~3(수~금)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024 춘계 2024.5.1~3(수~금)/ 2024.5.8~10(수~금) 부산 벡스코

2024 추계 2024.10.30.~11.1(수~금), 11.6~8 대구 엑스코

2025 춘계 2025.4.30.~5.2(수~금)/2025.5.7~9(수~금)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2025 추계 2025.10.29~31(수~금) 대전컨벤션센터

19. 춘계 1차 사전답사: 2/12(월), 대구 엑스코 외

- 참석자(6): 심상준, 박성영, 김재홍, 박재희, 정혜원, 이예진

- 행사장 위치 확인 및 변경, 식사 장소 확인

심의

 1. 학술대회 분과 구두세션 운영관련 해외 초청 연사 등록비 면제 건

☞ 2018 춘계학술대회 부터 외국에 거주하면서 본 학회 학술대회 발표를 위해 초청된 분에 한해 등록

비를 본부에서 지원하기로 함(단, 추후 여권 copy 제출).

 국제협력
보고사항

 1. 춘계 우수외국인연구자세션 운영 

- 각 연구실당 2편까지 신청 가능

 2. 춘계 국제세션(영어발표) 운영 준비(해외 연사 초빙)

☞ 처음 시도하는 영어발표 국제세션임으로 사전 홍보를 많이 하여 참여 독려하기로 함.

1) Ashok Pandey (Distinguished Scientist, CSIR-Indian Institute of Toxicology Research, India)

2) Prof. Joey D. Ocon (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Diliman)

3) Kan Zhang (张侃) (Professor of College of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Nanji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People’s Republic of China)

4) Hiroyuki Nakamura (Panoscopic Materials Processing Group, Research Institute for Chemical 

Process Technology, AIST, Japan) 

 3. JPI-KSIEC Join session 진행

- 2018년도 추계 학술대회(제주)에서 공동세션 운영 예정

 4. 베트남대학생 KSIEC 장학금지원 사업(베트남화학회)관련 장학생 선발 준비중

- 2회에 걸쳐 3,000불(300불 × 5명 × 2회/년) 지원 예정

 5. 한국-베트남 교류관련 사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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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9th Korea-Vietnam Green Chemistry Conference 2018

(제9차 한국-베트남 그린화학 컨퍼런스 2018)

- 일자: 2018년 8월 24일-25일

- 장소: 베트남 다낭(장소는 미정)

 산학연협력
보고사항

 1. 대주산학연협력상 후보 추천 준비

 2. 춘계학술대회에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구두세션운영

 국문편집
보고사항

 1. 2018년 “공업화학” 논문 투고현황 (2월 8일 현재)

- 출판완료 18편, 대기 중 14편, 심사 중 14편

 2. 헌정논문집 발간 관련하여 지난 이사회의에서 논의 된 내용으로 오경석 교수님께 회신.

 3. 공업화학 논문 전문 HTML 변환 및 게시 비용 관련하여 현재 학회 저널 홈페이지 관리업체인 코리아

스칼라는 비용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과편협 회원사 5개 업체에 견적 요청 중.

 4. 헌정논문집 발간 내규 개정(안) 준비 중(이혜진 편집이사)

 영문편집
보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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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7/1~2018/02/06; Elsevier system 기준

기간 
투고 

논문 수

게재승인 

(Accepted)

게재 불가 

(Rejected)

저자수정 

(Revise)

심사 중

(Under review)
기타 

’110701-’180206 15012 3072 11277 71 381 211

2017년 3452 466 2599 45 205 137

2018년 333 5 169 5 154 0

○ 2011-2017 논문집 발행 현황

발행연도 발행권호 총권 논문수 발행연도 발행권호 총권 논문수

2011 17권 1-6호 6 145편 2015 21권- 32권 12 741편

2012 18권 1-6호 6 350편 2016 33권- 44권 12 415편

2013 19권 1-6호 6 300편 2017 45권-56권 12 486편

2014 20권 1-6호 6 610편

○ 2018년도 발행분 In press 195편

No. Vol. 논문수 No. Vol. 논문수

1 57권(1/25) 50편 2 58권(2/25) 49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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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 영문지 출판사 이동 관련 건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으로 추후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신중

하게 검토하고 필요 시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함.

 전망편집
보고사항

 1. 공업화학전망 21권 2호(4월 15일 발행):

1) 기획특집 주제: 미세먼지(Organizer: 조영민 교수, 경희대)

 2. e-Newsletter 149호(2/14) 발간

 3. 2017 칼럼 저자에게 감사패(회장명)와 원고료(40만원/연) 지급 완료(2/9)

- 칼럼: 강병희 강사(고려대학교)

- 건강칼럼: 권윤정 원장(신세계 외과의원)

- 특허칼럼: 이봉진 변리사((주)에이비앤씨)

❙ 2018년 제4차 이사회 회의록

￭ 일     시：2018년 3월 5일(월) 오후 5시

￭ 장     소：학회 회의실

￭ 참석자(17), 위임(66)

 일반

보고사항

 1. 본부임원(회장, 수석부회장, 전무, 총무), 지부장 및 분과회장 연석회의 개최:

2/20(화) 17:30, 서초원(교대역 10번 출구)

(회의내용 요약)

1) 지부 활성화 방안: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함.

2) 분과회 활성화 방안: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함.

3) 추계학술대회 시 기술교육세미나 진행 

- 기술교육세미나를 수강할 경우 학회차원의 교육이수증(수료증)을 춘계부터 발급하기로 함.

- 추계학술대회에서는 기술교육세미나를 에너지저장변환 또는 2차전지, 나노 분야 중에서 개최하기로 

하며, 추가 논의하기로 함.

4) 춘계 총회 및 학술대회 관련 발표논문 및 참가 독려 협조 

- 목표: 2,100명 등록 

-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발표논문신청 주변 독려 협조하기로 함.

5) 2018 후원 협조요청

- 후원업체 물색 협조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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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섭외자: 10% 인센티브를 산학연공로상 부상으로 지급

6) 기타토의

1) 우수지부상, 우수분과회상 연속수상 불가에 대한 규정은 추후 재검토하기로 함.

2) 기업홍보세션을 대체할 만한 산학협력 프로그램 개발 건은 추후 조직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3) 분과구두세션에서 해외 연사를 초청할 경우, 해외에 거주하면서 본 학회 발표를 목표로 초빙하는 

경우에는 본부에서 등록비를 지원하기로 함.

(추후 여권 Copy 제출)

4) 춘계 기술교육세미나(5/2, 수):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함.

5) 춘계 본부 숙소: 호텔 인터불고엑스코(대구 EXCO 근처)

- 숙소 인터불고호텔이 2개임, 본부 숙소는 엑스코인터불고호텔임. 혼동없도록 안내 및 홍보하기로 함.

 2. 외부상 추천 

1)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제56차 대한민국엔지니어상 후보 추천 건(2/28 마감): 없음

2)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후보자 추천(2/27 마감): 없음

 3. 학회30주년 준비위원회 소식

1) 각 소위원회 사업계획(안) 및 예산 수립 준비(2/25까지 회신)

2) 30주년준비위, 미래와세계단합위원회 1차 회의: 2/26(월) 오후 5시, 학회 회의실

3) 학회30주년 준비위원회 11차 회의: 4/9(월) 오후 5시, 학회 회의실

 4. 국제컨퍼런스(생체재료분야) 개최(30주년 국제심포지엄 추진위원회)

○ 일시: 11/14~16(수-금)

○ 장소: 고려대 의대/유광사홀(기존 이화여대 LG컨벤션홀에서 변경)

○ 국제컨퍼런스 준비위원회(위원장: 박기동)

- 학술: 권일근, 김원종, 박인규, 신흥수, 이상천, 이수홍, 이해신, 정지훈, 한동욱, 허강무

- 총무: 정윤기, 이재영, 오진우, 방석호

- 재무: 박성영, 박경민, 현  훈

○ 등록비: PI-500불(55만원)/학생-200불(25만원)

 5. 한국화학관련학회 연합회(회장: 이철태) 소식

1) 본 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특별구두세션운영(5/3, 2시간)

2) 제1차 이사회 및 제25차 정기총회: 2/21(수) 오후 5시, 조양관 

 6. 여성인재육성위원회(위원장: 정영미, 강원대)

- WISET 2018 신진 여성인재 발굴 및 교육사업 선정(2/26, 300만원)

(사업기간: 2018.3.1.~2018.10.31., 9개월간)

 7. 2018 후원현황(3/5 현재): 141,777,273원

※ 홍보부스: 춘계/추계(18개/8개)

 8. 2018 학술대회 경품 및 기타 후원 현황(3/5 현재): 18,040,000원

 9. 공문, 이메일 발송 및 처리내용

- 4차 이사회 소집 안내 및 2차 이사회 회의록 회람(2/21)

- 이엔에프창의혁신상 안내 메일 발송(1/25, 2/8, 2/19, 2/26)

- LG젊은공업화학인상 안내 메일 발송(1/30, 2/9, 2/20,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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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계 학술대회 초록등록 안내 메일 발송(2/6, 2/20, 2/22, 2/28, 3/2, 3/6)

- 춘계 기술교육세미나 안내 메일 발송(2/22, 2/23, 3/2)

- 춘계 국제세션(영어발표) ‘Future Energy and Environmental Technology’ 안내(2/26)

- 춘계 Organizer에게 연사 초록등록 안내 협조 요청(2/5, 2/21)

- 춘계 Speaker에게 초록등록 안내(2/22)

- 수상자에게 이녹스학술상 수상 선정통보(2/22)

- 후원기업(이녹스첨단소재)에 제2회 이녹스학술상 수상자 통보 및 시상식 참석요청(2/22)

- 이녹스학술상 미수상자에게 안내 메일 발송(2/26)

- 본부 임원, 지부장 및 분과회장 연석회의록 회람(2/22)

- 제15대 평의원 회비 납부 안내(2/23)

- 본부임원, 지부장, 위원장, 분과회장께 춘계 경품 후원 협조요청(2/23)

- 30주년 준비위 소위원회 조직 위촉장 발송(2/28)

- 산업통상자원부에 2018년도 법인현황 및 사업계획, 2017년도 사업실적 제출(3/2)

- 대주전자재료(주)에 2018 후원금 지급 협조요청(3/5)

 9. 동정

- 김상범 교수(경기대, 전망지편집위원장) 부친상(2/21)

- 이철태 명예교수(단국대, 학회19대 회장), 동덕여대 특임교수/피톤치드연구소장으로 발령(3/1)

- 이주성 고문(한양대 명예교수, 4대 회장) 소천(2/26)  ※ 회고록 전망지 게재 요

- 박광용 교수(중앙대, 중장기발전위원장) 공학교육혁신센터장 취임(2/3)

- 김도형 교수(전남대, 지부장 역임) 부친상(2/27)

- 강상욱 교수(고려대, 분과회장 역임) 모친상(3/2)

심의

 1. 2018 후원 협조 요청

☞ 지면 광고 및 춘계 홍보부스 참여 독려 등 지속적으로 후원 협조하기로 함.

 2. 하계워크숍 장소 논의[기획]

- 기간: 7/16~18(월-수), 2박 3일

☞ 여수 디오션리조트으로 장소 결정(아래 견적가 참조)

장  소 견적가 비  고

디오션(여수) 23,100,000원 100명, 50실, 조식 2회, 석식 2회, 중식 1회

장  소 객실유형 1박/원 만찬/인 조식/인
세미나실

대관료
비  고

디오션

(여수)

호텔(Double) 110,000 1일 바비큐 

(3만원) 뷔페 1.7만원/

단품 1.2만원
60만원

워터피아

골프장

호텔(Twin) 110,000

콘도(Orange)-4인 140,000 2일 뷔페

(3.5만원)콘도(Green)-6인 220,000

☞ 등록비/Topic (국, 영)/프로그램/관광 등 사전답사 후 기획팀에서 (안)을 올리기로 함.

☞ 하계워크숍 개최관련 재정 확보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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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로상 수상자 선정 건[조직]

- 기본점수: 300점 도달

- 시상내역: 상장과 부상 20만원

☞ 현 본부 임원일 경우는 보류하며, 회장, 부회장, 감사 역임자는 상패로 시상.

☞ 공로상 수상자 총 22명(가나다순) 선정(아래 명단 참조)

(※ 대상 중 이재준(전 동일시마즈)은 현 본부임원이라서 제외됨)

강성기(덕산네오룩스(주)), 권보선(위노바(주)), 김선회(상지대), 김영규(서울대), 김영식(강원대), 

김영호(충남대), 김재용(충북대), 김재호(에너지기술연구원), 김희택(한양대), 류상욱(충북대), 

박종욱(경희대), 박해경(한서대), 신승한(생산기술연구원), 이승목(가톨릭관동대), 이용택(경희대), 

이익모(인하대), 이재상(고려대), 이철위(화연), 조현남(PESOLVE), 최병현(전 세라믹기술원), 

최창식(고등기술연구원), 황의환(공주대)

 4. 공로상 선정 내규 개정(안)[조직]

☞ 현행 본부임원들을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관례를 넣어 규정 개정하기로 함.

※ 제4조 개정

현  행 개정(안) 비  고

(1999. 6. 13 제정) (2001. 3. 5 개정) 
(2006. 4. 17 개정) (2017. 3. 27. 개정)

(1999. 6. 13 제정) (2001. 3. 5. 개정)
(2006. 4. 17 개정) (2017. 3. 27. 개정)
(2018. 3. 5. 개정)

제4조(선정방법) 본 학회의 발전에 공헌한 회장, 
이사, 제위원장, 분과위원장, 지부장, 지부임원, 
평의원 및 편집위원들에게, 다음의 각 항에 따
른 기준에 의거 300점에 이른 경우 평가하여 
수상후보자를 추천한다.
1. 매 전년도까지의 직무와 재임기간에 따라 다
음의 평가기준에 따라 연차별 가중 평가한다.

경  력 재직연수 점수 비고

회장재직 1년 300

이사재직 1년 150

제위원장 1년 50

분과위원장 1년 50

지부장 1년 50

지부임원 1년 30

평의원 

(지부일반이사*)
1년 10

편집위원 1년 30

* 지부일반이사: 평의원, 평이사, 이사, 자문위원

제4조 1항 좌동

- 2. 단 수상 해당연도에 본부 임원으로 
활동하는 회원은 추천대상자에서 제외
한다.

제4조 2항 
신설, 본부임원 
보류 현실화

2.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한 최
종 결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한다.

3. 내용 좌동 번호 2→3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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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내용 좌동 번호 3→4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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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엔에프창의혁신상 수상자 선정 건[포상위원회]

- 고분자, 정밀화학, 콜로이드⋅계면화학 및 공업화학 유관분야

- 상장과 상금 600만원/1명

☞ 3/19 포상위원회에서 논의 후 후보자 추천하기로 함.

 6. LG 젊은 공업화학인상 수상자 선정 건[포상위원회]

- 상장과 상금 500만원/1명

☞ 3/19 포상위원회에서 논의 후 후보자 추천하기로 함.

 7. 논문상 수상자 선정 건[국문지편집위] 

- 시상: 춘계총회/1인/상장과 부상 200만원

☞ 3/23 국문지편집위원회에서 논의 후 선정된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함. 

 8. 대주학술상 수상자 선정 건[영문지편집위]

- 시상: 춘계총회/1인/부상 300만원

☞ 4년간 논문인용 수가 284건인 중앙대학교 이종휘 교수가 선정

 9. BPA(Best Paper Award) 수상자 선정 건[영문지편집위]

- 시상: 춘계총회/10인 이내/부상 100만원

☞ 2015-2016년에 게제된 JIEC 논문의 교신저자(회원)로서 2017년도 자/타 저널에 10번 이상 인용

된 자를 선정.

☞ 수상자 선정(8명): 나재운(순천대학교), 남상용(경상대학교), 박수진(인하대학교), 

박영권(서울시립대학교), 박호석(성균관대학교), 이은열(경희대학교), 

이준엽(성균관대학교), 최형진(인하대학교)

10. 춘계 대주산학연협력상 수상자 선정 건[산학연협력위] 

- 시상: 춘계총회/1인/부상 300만원

☞ 산학연협력위원회에서 선정된 수상 후보자를 차기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함.

11. 2018 수석부회장 추천위원회 구성 건 

※ 산업계: 2019 수석부회장(2020 회장)

☞ 2018구성 안{9인}: 위원장(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2), 전무, 총무, 전임회장단(2), 회원(1인, 화학

연구원장)  ※ 2017구성조건과 동일하게 진행하기로 함.

☞ 수석부회장 추천위원회를 2018 구성안대로 아래와 같이 선정함.

위원장: 최배진 회장(한국공업화학회/(주)선일아이라)

위원(가나다순, 현소속/학회직위):

김성수 원장(한국화학연구원/회원), 김정돈 회장((주)미원홀딩스/고문), 

문두경 교수(건국대학교/수석부회장), 심상준 교수(고려대학교/전무), 

이태규 교수(연세대학교/총무), 이호원 교수(제주대학교/부회장), 

장정식 교수(서울대학교/고문), 홍인권 교수(단국대학교/부회장)

☞ 1차 수석부회장 추천위원회 회의 개최 예정: 3/28(수) 오후 6시, 서초원

12. 춘계 학술대회 개최 관련 경품 지원 협조 건

☞ 임원들이 적극 협조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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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17년도 업무 및 회계 결산 감사 선정

☞ 2018 우제완 감사 개인사정으로 감사 사임함에 따라 2017년도 학회 업무 및 회계 자체감사는 

2017년도 감사 김형일 교수(충남대)와 2018년도 감사 김건중 교수(인하대)가 맡기로 함.

14. 기타

☞ 2/20 개최된 본부 임원, 지부장 및 분과회장 연석회의에서 거론된 우수지부상, 우수분과회상 시상 

내규관련 연속수상불가에 대한 것은 대형 분과 등의 활동 저조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작년에 개진

된 의견을 반영하여 금년에 개정된 사항임으로 일단 규정대로 진행하기로 함.

 기획

보고사항

 1. 2018 하계워크숍 개최 준비, 장소 3곳 견적안 상정

☞ 여수 디오션리조트로 장소 결정됨.

☞ 등록비/Topic (국, 영)/프로그램/관광 등 사전답사 후 기획팀에서 (안)을 올리기로 함.

☞ 하계워크숍 개최관련 재정 확보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함.

 조직

보고사항

 1. 공로상 수상 후보 검토 및 추천 

- 공로상 수상대상자가 공로상을 받을 수 있는 지 확인 필요

- 활동이 부진하신 수상자에게는 학회 활동 참여 독려 협조  

- 현행 본부임원들을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관례를 넣어 규정 개안(안) 준비 

 

심의

☞ 공로상 수상자 총 22명(가나다순) 선정(아래 명단 참조)

(※ 대상 중 이재준(전 동일시마즈)는 현 본부임원이라서 제외됨)

강성기(덕산네오룩스(주)), 권보선(위노바(주)), 김선회(상지대), 김영규(서울대), 김영식(강원대), 

김영호(충남대), 김재용(충북대), 김재호(에너지기술연구원), 김희택(한양대), 류상욱(충북대), 

박종욱(경희대), 박해경(한서대), 신승한(생산기술연구원), 이승목(가톨릭관동대), 이용택(경희대), 

이익모(인하대), 이재상(고려대), 이철위(화연), 조현남(PESOLVE), 최병현(전 세라믹기술원), 

최창식(고등기술연구원), 황의환(공주대)

 재무

보고사항

 1. ERP 행사결산TAB 개발 계약 체결(2/14)

- 아이비센터 150만원(부가세 포함)

- 작업: 100%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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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프로젝트 이익금 배분화면

[연간 모든 심포지엄 및 행사관련 수입, 지출 내역은 한 화면에서 조회 가능]

나. 프로젝트 손익 화면

[행사별 수입, 지출금액에 대한 상세항목을 조회 할 수 있음/ 기존 행사 결산서와 동일한 형태]

 2. 후원금 입금: (주)이녹스첨단소재(2/13, 2,000만원)

 3. 재무현황 보고(2018년 2월 28일 현재) 

 학술
보고사항

 1. 2018 춘계 총회 및 학술대회 관련 일정

 1) 일시: 2018년 5월 2일(수)~5월 4일(금)

 2) 장소: 대구 엑스코

 3) 초록제출 웹 오픈: 2/6(화) 

 4) 초록제출 마감: 3/6(화) 

 5) 초록수정 제출마감: 3/13(화) 



http://www.ksiec.or.kr

96  공업화학 전망, 제21권 제2호, 2018

 6) 사전등록 마감: 3/30(금) 

(단, 초록 제출을 위해 계좌이체를 이용할 경우는 오후 3시까지) 

 7) 사전답사: 1차(2/12), 2차(미정) 

 8) 프로그램북 광고 및 기기전시 마감: 3/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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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프로그램 소식지 게재 홍보 4/15

 2. 2018년도 학술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심상준, 28)

- 전무, 총무, 기획, 조직, 학술, 국제협력

 3. 2018 학술이사 업무 분장

- 춘계 학술대회(대구): 박성영(선임), 김재홍, 박호석, 임상혁,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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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평의원회 및 임원회의

- 참석대상: 평의원, 본부 임원, 지부장, 위원장 및 분과회장, 고문

- 일시 및 장소: 5/2(수) 오후 5시, 엑스코 인터불고호텔 아이리스홀(B1)

(뷔페가 3.5만원, 대관료 없음)

 5. 춘계 총회: 5/3(목) 11:20~12:10, 대구 엑스코 306호

 6. 2018 춘계학술대회 국, 영 일정표[pp. 16~17 참조]

 7. 우수외국인 연구자세션: 연구실 당 1편 → 2편으로 변경.

 8. 신진과학자포럼(5/3) Chairperson: 박성영, 박호석

- 미원상사신진과학자상 수상후보자 발표

 9. 우수논문(구두, 5/4) 심사 및 좌장

- Chairperson: 김재홍, 심사위원: 최정규, 임상혁

10. 포스터 No Show 담당 학술이사

- 포스터발표 및 심사시간: 09:00~10:30

- 5/3일(목): 김  석, 김영진

- 5/4일(금): 목영선, 윤순도

- no show 확인 시 반드시 사진을 찍어서 학회 사무국으로 명단과 함께 제출.

11. 춘계 기념품: 치약치솔 및 수건세트 확정(3,410원, 부가세포함, 2,300개 기준)

12. 학술대회 등록비 안내

- 모든 발표자(공동, 교신 포함)는 초록등록을 위해 반드시 온라인 회원가입 및 사전등록(사전 등록비 

납부)을 진행해야 합니다.

구  분 사전등록 현장등록

종신회원 100,000원 110,000원

정회원(박사과정 이상) 130,000원 140,000원

학생회원(석사과정) 60,000원 70,000원

비회원 140,000원 150,000원

비회원(학부생) 30,000원 35,000원



KIC News, Volume21, No. 2, 2018

KIC News, Volume 21, No. 2, 2018   97

13. 기술교육세미나(5/2, 수 13:00~16:30, 대구 EXCO 321A, 321B) 

1) 프로그램[p. 18 참조]

2) 학술대회 등록자에 한해서만 기술교육세미나 등록 가능(학술대회 등록 필수).

3) 기술교육세미나 참가비

구  분 사전등록 현장등록

일반(종신/정회원/비회원) 80,000원 90,000원

학생(석사/학부생회원) 50,000원 60,000원

4) 참가자의 명찰에 스티커를 붙여 일반 학술대회 참가자와 구분하기로 함.

5) 기술교육세미나 개최 시 학회 본부에서 도넛 및 차를 지원하기로 함.

14. 사전등록비 환불 신청: 2018년 4월 25일 18:00까지

15. 발표자 변경 및 발표취소: 2018년 4월 11일까지(발표취소 신청서(양식) 제출)

16. 학술대회 사전등록신청 창에 작성 목록(필수) 추가

(※ 박사과정 등록현황 확인을 위함이며, 박사과정, 학생회원으로 전환여부 검토자료로 쓰기 위함)

1) 학위 구분 총 5가지 체크박스로 선택

- 체크박스(5개): 학부생, 석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박사과정, 일반(기업)

2) 석박사통합과정은 기수 체크

17. 화학관련학회연합회 춘계 특별세션 운영 관련 

- 고문 등 현직이 없으신 분들은 등록비를 면제해드리기로 하고, 현직 있는 참가자들은 모두 등록하게 

하기로 함. 

- 연합회에서 행사비 지원을 받기로 하고 최종 금액은 추후 논의하여 확인하기로 함.

18. 국제영어세션 발표자 중 해외 초청연사 4명은 등록비 면제 및 숙박 2일 지원하기로 함.

19. 학술대회 분과 구두세션 운영관련 해외 초청 연사 등록비 면제 건

- 2018 춘계학술대회부터 외국에 거주하면서 본 학회 학술대회 발표를 위해 초청된 분에 한해 등록비

를 본부에서 지원하기로 함. (단, 추후 여권 copy 제출)

20. ’17한국공업화학상 수상자 강연 및 기조강연

발표시간 수상자/기조 강연  연  사 소속 및 직위 발표제목

5/3(목) 

10:40~11:20

’17한국공업화학상 

수상자 강연
박수진 인하대학교 화학과 교수

Interfacial phenomena of 

a Solid Surface

5/4(금) 

10:40~11:20
기조강연 김진수 IBS단장/서울대학교 교수 CRISPR genome editing

21. 대구 엑스코 시설 확인

- 춘계총회 및 학술대회: 2018.5.2~4 (수-금)

- 구두세션장(총회장/기조강연) 포함: 5/2(수)-2개, 5/3(목)-14개, 5/4(금)-14개 

22. 현수막 위치 및 크기

1) 엑스코 출입구 1개 gate3 (호텔에서 이어지는 주 출입구, 12 × 1 m)

2) 총회장(306호) 벽면 1개

3) 포스터발표장(그랜드볼룸A) 밖 벽면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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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주차권

1) 무료/행사 할인(희의실 당 종일권 2개 × 2일)

2) 주차: 최초 1시간 1,900원/초과 10분마다: 300원/일일주차: 8,000원

3) 여분 엑스코에서 지원하기로 함.

24. 카쉐어링 체험행사(기기 및 기업홍보 참여업체) 진행 예정

○ 업체명: 제이카 https://jecar.co.kr/wp/(강오순 대표 010-7412-8780, 홍영택 박사 섭외)

- gate2 앞쪽 광장 공간 사용, 업체 X배너 설치 가능, 계획진행표 사전 통보 필요

25. 본부숙소: 엑스코인터불고 호텔

- T. 053-3800-114,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로 80, www.ibexco.co.kr

- 10만원/객실, 세금포함, 조식 불포함. 

26. 식당(조식, VIP 중식 및 Banquet 장소)

1) 5월 3~4일 조식: 어탕집(본점, T. 053-381-9500), 호텔에서 도보 4분 거리

-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451번지

- 메뉴: 어탕손수제비, 어탕만둣국, 어탕해장국, 어탕칼국수(\8,000)

(메뉴 2가지로 정해야 함)

- open은 오전 8시 반이나 5/3, 5/4 이틀 간 7시 open 하기로 함.

2) 5월 3일(목) VIP 중식: 개정(T. 053-384-7050, 쉐리홀): 엑스코 인터불고호텔 17층

- 예약인원: 20명, 12:10 예정

- 메뉴: 전주비빔밥&떡갈비(16,000원/인)

3) 5월 4일(금) VIP 중식: 맥참숯불 식육식당(T. 053-382-9266), 엑스코에서 도보 3분

-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로 8길 70

- 예약인원: 30명, 11:30-예정

- 메뉴: 불고기정식(\13,000), 돌솥불고기정식(\16,000)

4) 5월 3일(목) Banquet: 부용(중식당)

-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로 22길 13-8, T. 053-381-8700)

- 메뉴: 중식코스(35,000원/1인)

5) 5월 3일~4일(목-금) 중식(부스업체, 도우미, 기타 임원)

- 엑스코 2층 푸드코트, T. 053-601-5178

- 지정메뉴 3가지(김치찌개, 육개장, 돈까스 등) 정하여 할인가 적용, 식권 사용

27. 대구엑스코컨벤션뷰로 지원: 총 1,600만원

- 개최지원금: 1,000만원(참가자 1,500 이상, 행사장 임대료, 케이터링 등)

- 웰컴데스크운영: 50만원(안내가이드/홍보안내데스크 설치/홍보물 제공)

- Happy Hour 운영: 300만원(마약빵 1,000개/일)

- 관광프로그램 운영: 250만원(대구도심셔틀운행/도심투어 등  ※ 논의 필요)

28. 학술대회 사전등록 현황(3/5 현재): 총 459명

(종신-36, 정-213, 학생-207, 비-2, 비(학부)-1)  

29. 기술교육세미나 사전등록 현황(3/5 현재): 총 30명 

- 기술교육세미나(1) 15명: 일반-3, 학생-12



KIC News, Volume21, No. 2, 2018

KIC News, Volume 21, No. 2, 2018   99

- 기술교육세미나(2) 15명: 일반-6, 학생-9

30. 춘계 논문발표 신청 현황(3/5, 오후 1시 현재): 288편

 국제협력
보고사항

 1. 춘계 우수외국인연구자세션 운영 

- 각 연구실당 2편까지 신청 가능

 2. 춘계 국제세션(영어발표) 운영: 프로그램[p. 19 참조]

1) Ashok Pandey (Distinguished Scientist, CSIR-Indian Institute of Toxicology Research, India)

2) Prof. Joey D. Ocon (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Diliman)

3) Kan Zhang (张侃) (Professor of College of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Nanji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People’s Republic of China)

4) Hiroyuki Nakamura (Panoscopic Materials Processing Group, Research Institute for Chemical 

Process Technology, AIST, Japan) 

 3. JPI-KSIEC Join session 진행

- 2018년도 추계 학술대회(제주)에서 공동세션 운영 예정

 4. 베트남대학생 KSIEC 장학금지원 사업(베트남화학회)관련 장학생 선발 준비중

- 2회에 걸쳐 3,000불(300불 × 5명 × 2회/년) 지원 예정

 5. 한국-베트남 교류과련 사업 진행

The 9th Korea-Vietnam Green Chemistry Conference 2018

(제9차 한국-베트남 그린화학 컨퍼런스 2018)

- 일자: 2018년 8월 24일-25일

- 장소: 베트남 다낭(장소는 미정)

 산학연협력
보고사항  

 1. 대주산학연협력상 후보 추천 준비

 2. 춘계학술대회에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구두세션운영

 국문편집
보고사항

 1. 공업화학 논문 전문 HTML 변환 및 게시 관련 업체 최종 선정 준비 중.

 2. 2018년 논문상 수상자 선정을 위한 데이터 작성 완료, 3월 편집회의에서 논의 후 결정하기로 함. 

 3. 헌정논문집 발간 내규 개정(안)은 3월 편집회의에서 검토 후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함(이혜진 편집이사 

준비).

 4. 2018년 “공업화학” 논문 투고현황(2월 22일 현재)

- 출판완료 18편, 대기 중 20편, 심사 중 14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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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편집
보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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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7/1~2018/02/23; Elsevier system 기준

기간 
투고 

논문 수

게재승인 

(Accepted)

게재 불가 

(Rejected)

저자수정 

(Revise)

심사 중

(Under review)
기타 

’110701-’180223 15012 3072 11277 71 381 211

2018년 474 9 249 9 205 2  

○ 2011-2017 논문집 발행 현황

발행연도 발행권호 총권 논문수 발행연도 발행권호 총권 논문수

2011 17권 1-6호 6 145편 2015 21권- 32권 12 741편

2012 18권 1-6호 6 350편 2016 33권- 44권 12 415편

2013 19권 1-6호 6 300편 2017 45권-56권 12 486편

2014 20권 1-6호 6 610편 2018 57권- 60권 4 199편

○ 2018년도 발행분 In press 153편

No. Vol. 논문수 No. Vol. 논문수

1 57권(1/25) 50편 2 58권(2/25) 49편

3 59권(3/25) 50편 4 60권(4/25) 50편

 2. 대주학술상 수상 후보자 추천: 1명 

 3. BPA 수상 후보자 추천: 8명 

심의

 1. 대주학술상 수상자 선정 건 

- 시상: 춘계총회/1인/부상 300만원

☞ 4년간 논문인용 수가 284건인 중앙대학교 이종휘 교수가 선정

 2. BPA(Best Paper Award) 수상자 선정 건 

- 시상: 춘계총회/10인 이내/부상 100만원

☞ 2017년도 자/타 저널에 10번 이상 인용된 2015-6년도 게제된 JIEC 논문의 교신저자(회원)

☞ 수상자 선정(8명): 나재운(순천대학교), 남상용(경상대학교), 박수진(인하대학교),

박영권(서울시립대학교), 박호석(성균관대학교), 이은열(경희대학교), 

이준엽(성균관대학교), 최형진(인하대학교)

 전망편집
보고사항

 1. 편집회의 개최예정: 3/29(목), 학회회의실

 2. 공업화학전망 21권 2호(4월 15일 발행):

1) 기획특집 주제: 미세먼지(Organizer: 조영민 교수, 경희대)

 3. e-Newsletter 150호(2/28) 발간

심의

 1. 제3대 회장 이주성 고문 소천(2/26)따라 소식지에 회고록 게재하기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