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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회의록

❙2019년 한국공업화학회 제5차 이사회 회의록

￭ 일      시: 2019년 3월 18일(월) 17:00

￭ 장      소: 학회 회의실

￭ 참석자(30), 위임(63)

보고사항 및 심의안건

 일반

1. 보고사항

 1) 여성인재육성위원회(위원장: 여민경, 경희대) 

   ① WISET, 2019 신진 여성인재 발굴 및 교육사업 선정(2/22, 300만원)

     - 협약 체결 3/11 마감

(사업기간: 2019.3.1.~2019.11.30., 9개월)

   ② 여성과총, 2019 단체지원사업 계획서 제출(2/21, 300만원)

(사업기간: 2019.4.1.~2019.10.31., 7개월) 

   ③ 여성인재육성위원회 워크숍 개최 예정: 4/12~13(1박 2일, 서울 바비엥스위트1)

 2) 포상위원회(위원장: 이준혁, 동진쎄미켐)

   ① 2차 회의 결과 요약(3/4)

     - 이엔에프창의혁신상 수상 후보자 선정

LG젊은공업화학인상 수상 후보자 선정

     - 2019 추계부터 미원상사신진과학자상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기 위해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

고 추천서(정회원 이상), 피추천인 본인의 우수성과 공적리스트만 받기로 함. 

     - 이엔에프창의혁신상 선정 내규를 학회상 후원하는 회사의 취지에 맞게 분야를 개정하기로 하

고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함.

 3) 디스플레이분과회(분과회장: 박종욱, 경희대) (30주년)

   ① ICE-MLF2019, Nov 14-15, Kyung Hee University, Orbis Hall

     - 4차 회의 개최 예정: 3/7(목) 12시, 남도애꽃

     - 홈페이지 오픈 준비 중.

     - 과총 지원금 신청 준비 중.

     - Plenary lecture 초청 메일 발송(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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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콜로이드⋅계면화학분과회(분과회장: 유효종, 한림대)

   ① 특별심포지엄 개최 예정: 6/21(금), 건국대 새천년관 국제회의장

 5) 학회30주년 준비위원회 소식

   ① 사업 기금 모금 현황(약정 포함, 1구좌 100만원)

     - 3월: 정영미 교수(강원대, 학술이사) 1구좌(100만원) 

     ◎ 회원 모금현황(3/18 기준, 약정 포함, 성명 가나다순): 111,000만원

     ◎ 2018 국제학술대회(ICEHM) 수익금: 35,494,562원

   ② 홈페이지에 30주년 사업 기금 모금 개시 오픈(3/8)

 6) 제1차 자문회의 개최 예정: 4/8(월) 18:00, 진풍정 강남점

참석 대상: 명예회장 및 고문, 현 회장, 수석부회장, 전무, 총무

 7) 한국화학관련학회연합회 소식

   - 상호 발전을 위한 협의 모임: 3/25(월) 16:30, 연합회 회의실

회장 참석 예정

 8) 한국공학교육인증원

   - 제1차 총회: 3/26(화) 12:00~13:00, 인터컨티넨탈 서울고텍스호텔 30층 아폴로룸

회장 불참, 위임장 송부 예정

 9) 과편협, 2019년 학술지 발행 역량강화 1차 워크숍 개최

   - 3/22(금), 한국과학기술회관 지하1층 중회의실2

10) 본부숙소: 부산 해운대센텀호텔(☎051-720-9000, http://ecentumhotel.com)

   - 9.9만원/객실, 세금포함. 조식 불포함

   - 고문, 본부 임원, 지부장, 위원장, 분과회장, 역대 전무 숙소 제공(2인 1실)

숙박 신청 후 미참석 시 환불이 안 될 경우, 추후 본인 부담경비(실비) 요청 예정

11) 춘계 평의원 및 임원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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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시 및 장소: 5/1(수) 오후 5시, 부산 해운대센텀호텔 4층 Cacao de blanc

(뷔페가 6만원, 대관료 없음)

   - 안건: 2018년도 결산에 관한 사항 외

12) 춘계 총회

   - 참석대상: 정회원

   - 일시 및 장소: 5/2(목) 11:20~12:10, 부산 벡스코 205호

   - 안건: 2018년도 결산에 관한 사항 외

13) 춘계 전무클럽 학회 중장기발전회의

   - 참석대상: 역대 전무, 현 회장, 전무, 총무

   - 일시 및 장소: 5/2(목) 14:00~14:30, 1층 VIP룸

14) 2018년도 학회 업무 운영 및 회계 서면 감사 서류 제출(3/14)

   - 2018년도 감사: 김형일 교수(충남대), 김건중 교수(인하대)

   - 2018년도 서면 감사 관련 제출 자료

     ① 2018 임원 활동 내역

   - 본부임원, 지부장, 위원장, 분과회장 2018년도 인계인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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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2018 지부 및 분과회 보조금 지원 및 결과 대비표 및 증빙 내역

     ③ 2018 학회 행사 내역 및 3주년 사업

     ④ 2018 춘, 추계 학술대회 발표현황

     ⑤ 2018 춘계학술대회 결산서(기술교육세미나 포함)

     ⑥ 2018 추계학술대회 결산서(기술교육세미나 포함)

     ⑦ 2018 하계워크숍 결산서

     ⑧ 2018 국제컨퍼런스(ICEHM) 결산서

     ⑨ 2018 재무 수입지출 현황(예산, 결산 비교)

     ⑩ 2018 재무회계 인계인수내역

     ⑪ 학회 사무국 직원 업무분장 및 연간계획(2019)

     ⑫ 2018 결산서(회계사님께서 세무조정 후 보내 주시면 추가 송부 예정)

     ⑬ 2017 재무제표(참고용)

     ⑭ 2017 감사보고서(참고용)

15) 2019 후원 현황(3/18 기준): 144,474,321원  (※ 2018/3/16 기준 155,377,273원)

16) 춘계 경품 후원 현황(3/18 기준):  총 502개 11,796,000원

(※ 2018 3/13 기준, 총 343개 18,590,000원)

17) 공문, 이메일 발송 및 처리내용

   ① 포상위원회 2차 회의록 회람(3/4) 

   ② 한국연구재단에 등재학술지(국문지, 영문지) 계속 평가 면제 신청 자료 제출(3/4)

   ③ 포스터 3편 초과 제출한 주발표자(6명)에게 변경 요청(3/4)

   ④ 춘계 미원상사신진과학자상 선정후보자에게 신진과학자포럼 발표 안내(3/5)

   ⑤ 제4차 이사회 회의록 회람(3/8) 및 4차 이사회 소집 안내(3/5)

   ⑥ 지부장, 분과회장, 위원장에게 각 조직 임원 위촉장 전자 발급 안내 메일 발송(3/5) 

   ⑦ 추계 미원상사신진과학자상 추천 안내 홈페이지 업로드(3/6)

   ⑧ 춘계 포스터 제출 현황 분과회장께 보고 및 독려 요청(3/6, 3/8)

   ⑨ 춘계 학술대회 관련 후원 협조 요청(3/6, 임원)

   ⑩ 2019 친환경 기술진흥 및 소비촉진 유공 정부포상 추천 안내(3/6, 학술위) 

   ⑪ 춘계 경품 후원 협조 요청(3/7, 임원)

   ⑫ 춘계 총회 및 학술대회 관련 행사 안내 및 숙박, 식사 참석 회신요청(3/8)

     - 명예회장 및 고문, 본부 임원, 지부장, 위원장, 분과회장

   ⑬ 춘계 초록 신규 등록 및 수정 마감 안내 메일 발송(3/11)

   ⑭ 춘계 평의원 회의 소집 안내 및 홈페이지 공지(3/11)

   ⑮ 춘계 전무클럽 학회 중장기 발전 회의 개최 안내(3/11)

   ⑯ 제1차 자문회의 개최 안내(3/11)

   ⑰ 관련 기업에 춘계 홍보부스 참여 안내 메일 발송(3/12)

   ⑱ 제3회 이녹스학술상 수상자에게 수상 선정 통보 및 시상식 안내(3/14)

   ⑲ 이녹스첨단소재에 제3회 이녹스학술상 수상자 통보 및 시상식 안내(3/14)

18) 회원 동정

   ① 조현남 대표이사((주)PESOLVE, 2007한국공업화학상 수상자) 부친상(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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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김종득 명예교수(KAIST, 부회장 역임), 자녀 결혼식(3/9)

   ③ 박기동 교수(아주대, 부회장) 부친상(3/5)

   ④ 박종혁 교수(연세대, 국제협력이사) 언더우드 특훈교수 선정(3/6)

   ⑤ 김정영 대표(에스티아이, 부회장 역임) 빙모상(3/10) 

   ⑥ 유효종 교수(한림대, 영편집이사) 연구팀, ‘단계적 조합이론’ 발표(2/26) 

   ⑦ 한국화학연구원 홍영택⋅김태호⋅이장용 박사팀, 차세대 에너지저장장치 ‘바나듐 레독스

흐름 배터리’ 핵심 소재 개발(2/25)

   ⑧ 유효종 교수(한림대, 영편집이사) 특훈교원 위촉(2/21)

19) 공지사항

   ① 전망지 2차 편집회의: 3/21목) 17:00, 학회 회의실

   ② 국문지 2차 편집회의: 3/29(금) 16:30, 학회 회의실

   ③ 제1차 자문회의: 4/8(월) 18:00, 진풍정강남점

   ④ 2019년도 이사회 일정(3월 이후)

2. 심의안건

 1) 2019 후원 협조 요청

   ☞ 춘계 프로그램북 광고, 홍보부스 참여 독려하기로 함(3/29 마감)

 2) 춘계 학술대회 경품 후원 협조 요청 건

   ☞ 춘계 경품후원 협조하기로 함.

 3) 수석부회장 추천위원회 구성 건 

   ※ 학계: 2020 수석부회장(2021 회장)

   ☞ 6차(4/1) 이사회에 조직 구성(안)을 올리기로 함.

 4) 이엔에프창의혁신상 수상자 선정 건 [포상위원회]

   - 시상내역: 상장 및 상금 600만원 

   - 재원: (주)이엔에프테크놀로지에서 후원

   - 연령: 만 45세 이상

   ☞ 중앙대학교 이종휘 교수를 아래와 같은 요지로 이엔에프창의혁신상 수상자로 선정함.

선정 요지: 상기인은 친환경 고분자 소재, 복합재료, 고분자를 사용한 약물복합결정 등의 분야에서 

기초연구와 기술 개발에 대한 업적이 대단히 우수하며, 최근 5년간 SCI급 저널에 53편의 우수한 논

문을 게재, 13건의 국내외 특허 등록 및 5건의 기술이전을 통해 산학협력 등 관련 분야의 발전에 기

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년간 학회의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봉사직을 수행하였고, 이엔에프테크놀로

지의 상 후원 취지에 부합하므로 수상자로 선정함.

 5) LG젊은공업화학인상 수상자 선정 건 [포상위원회]

   - 시상내역: 상장 및 상금 500만원 

   - 재원: (주)LG화학 후원

   - 연령: 만 45세 미만

   ☞ 성균관대학교 박호석 교수를 아래와 같은 요지로 LG젊은공업하학인상 수상자로 선정함.

선정 요지: 최근 5년간 SCI급 저널에 88편의 우수한 논문을 게재, 10건의 국내외 특허 등록 및 1건

의 기술이전을 통하여 산학협력 및 공업화학 관련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최근 3년간 본 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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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활발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본 공업화학 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촉망되므로 수상자로 선정함.

 6) 이엔에프창의혁신상 선정 내규 개정(안) [포상위원회]

   ☞ 아래의 안대로 내규 개정하기로 함.

현행 개정(안) 비고

(2016.4.11.제정)(2017.0327개정)
(2016.4.11.제정)(2017.0327개정)

(2019.3.18.개정 ?)

제1조(목적) 본 내규는 한국공업화학회 학회상 

규정에 의거하여 고분자, 정밀화학, 콜로이드⋅
계면화학 및 공업화학 유관분야에서 창의적이

고 혁신적인 업적을 이룬 과학자에게 ENF테크

놀로지 창의혁신상을 수여함에 있어 세부사항

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1조(목적) 본 내규는 한국공업화학회 학회상 

규정에 의거하여 고분자, 정밀화학, 콜로이드⋅
계면화학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업적

을 이룬 과학자에게 이엔에프창의혁신상을 수

여함에 있어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후원하는 기업의 

취지에 맞게 분야 

정리/상명칭 한글

로 수정 및 정정

 7) 환경⋅에너지분과회(분과회장: 김정훈, KRICT) 임원 추가 건

   ☞ 지부, 위원회, 분과회 임원은 각 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함으로 분과회 활성화를 위해 아래의 

임원을 추가 위촉하기로 함.

   - 이평수 교수(중앙대학교 화학신소재공학부), 환경⋅에너지분과회 기획간사 

(임기: 2019.3.18.~2019.12.31.)

 8) 기타

   - 전차(4차) 회의록 통과.

 기획

 1) 보고사항

   (1) 하계워크숍 준비(7/15~17, 월-수, 2박 3일)

     ① 대명리조트 솔비치(양양, 삼척), 한화리조트(평창), 평창알펜시아 견적 비교

     ② 기본 견적 요청 내용: 객실 141(6/60/60/10/5), 만찬 2일(100명), 조식 2일, 세미나장

     ③ 체력단련비/가족관광비 별도

   ☞ 3월 말까지 강원대 도계캠퍼스에서 개최 가능 여부를 타진 후 안될 경우, 위의 견적건을 재검토하기

로 함.

 조직

 1) 심의안건

   (1) 공로상 수상자 선정 건(상장(패)+상금 20만원): 25명(※ 2018년도 22명 수상)

     - 회장, 부회장, 감사 역임자는 공로패(*, 6)

     - 강원지부, 광주전남지부, 대전세종충남지부, 제주지부 대상 없음

     ☞ 아래의 총 25명을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함. 단, 비회원(곽기섭, 김경재)은 해당 지부장(대구⋅경북

지부)에게 지부 활동 등을 확인 후 회원가입 요청하여 거절하면 수상 대상자에서 제외하기로 함.

     ☞ 공로상 선정 내규에 회원이어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하여 개정(안) 준비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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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우수지부상 시상 내규 개정(안) 

   ☞ 상 명칭을 ‘우수지부상’과 ‘지부발전상’으로 수정하여 개정(안)을 통과하기로 함.

현행 개정(안)

제4조

(선정

방법)

다음에 의거하여 추천하고 수상을 결정한다.

1. 지부의 춘⋅추계 학술대회 총등록자수와 전년도 

대비 증가율을 감안하여 우수상을 추천한다.

[계산식: (지부별 등록자수)/(최대등록 지부의 등

록자수) + (지부별 전년도 대비증가율)/(최대증가

율 지부의 증가율)] 

2. 같은 지부에 2년 연속 수상은 불가한 것으로 한다.

다음에 의거하여 우수지부상과 지부발전상을 추천하

고 각각 수상을 결정한다.

1. 우수지부상의 경우 총등록자수 100명 이상인 지부 

중에 다음 계산식을 통해 추천한다.

{계산식: [(지부별 등록자수)/(최대등록 지부의 등

록자수)]*0.7 + [(지부별 전년도 대비증가율)/(최

대증가율 지부의 증가율)]*0.3} 

2. 지부발전상의 경우 총등록자수와 증가율을 감안

하여 학회장이 선정하는 것으로 한다. 

3. 같은 지부에 2년 연속 수상은 불가한 것으로 한다.

제5조

(시상)
부상은 상금 100만원으로 하고 지부장에게 수여한다.

부상은 우수지부상은 상금 100만원, 그리고 지부발

전상은 50만원으로 하고 각 지부장에게 수여한다.

 3) 우수분과회상 시상 내규 개정(안) 

   ☞ 상 명칭을 ‘우수분과회상’과 ‘분과회발전상’으로 수정하여 개정(안)을 통과하기로 함.

현행 개정(안)

제4조

(선정방

법)

다음에 의거하여 추천하고 수상을 결정한다.

1. 분과회의 춘⋅추계 학술대회 총발표 논문건

수와 전년도 대비 증가율을 감안하여 우수상

을 추천한다.

[계산식: (분과회별 발표논문건수)/(최대발표 

분과회의 논문건수) + (분과회별 전년도 대

비 증가율)/(전년도 대비 최대증가 분과회의 

증가율)] 

2. 같은 분과회에 2년 연속 수상은 불가한 것으

로 한다.

다음에 의거하여 우수분과회상과 분과회발전상을 추천하

고 각각 수상을 결정한다.

1. 우수분과회상의 경우 총논문수 100명 이상인 분과 중

에 다음 계산식을 통해 추천한다.

{계산식: [(분과회별 발표논문건수)/(최대발표 분과회

의 논문건수)]*0.7 + [(분과회별 전년도 대비 증가율)/ 

(전년도 대비 최대증가 분과회의 증가율)]*0.3}

2. 분과회발전상의 경우 총논문수와 증가율을 감안하여 

학회장이 선정하는 것으로 한다. 

3. 같은 분과회에 2년 연속 수상은 불가한 것으로 한다.

제5조

(시상)

부상은 상금 100만원으로 하고 분과회장에게 

수여한다.

부상은 우수분과회상은 상금 100만원, 그리고 분과회발

전상은 50만원으로 하고 각 분과회장에게 수여한다.

 재무

1. 보고사항

 1) 2월 재무현황 보고

 2) 이엔에프테크놀로지 2019 후원금 입금(3/5, 1,200만원)

 3) 30주년 기금 예치 관련, 한국씨티은행 정기예금 1건 진행 및 일반통장 개설(3/14)

   - 정기예금(5억6천만원, 이율 1.6%)은 3개월 예치

 4) 2019춘계 부터 숙박, 평의원 및 임원회의 식사 참석 예약 후 미참석 시 추후 본인경비

(실비용) 요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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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

1. 보고사항

 1) 춘계 학술대회 관련 일정

   ① 일자: 5/1-3(수-금)

   ② 장소: 부산 벡스코(BEXCO)

   ③ 초록제출 및 수정마감: 3/12(화)

   ④ 사전등록 마감: 3/29(금)

   ⑤ 발표취소 마감: 학술대회 3주 전, 4/10(수)

* 주발표자의 경우 발표취소 마감일까지만 사전등록취소(환불) 가능

   ⑥ 프로그램북 광고 및 기기전시 마감: 3/29(금) 

   ⑦ 조직위원회 회의: 3/18*(월)   *이사회

 2) 2019 학술이사 업무 분장

   ① 춘계(부산): 김  석(선임), 김주헌, 김주현, 박  현, 최정규

   ② 추계(제주): 김영진(선임), 목영선, 박성영, 박재형, 정영미

 3) 춘계 학술대회 사전등록 현황(3/18 기준)   ※ 2018(3/14 기준, 1,533명)

 4) 춘계 기술교육세미나 사전등록 현황(3/18 기준)   ※ 2018(3/14 기준 2건, 총 93명)

 5) 춘계 논문발표 신청 현황(3/18 기준): 1,867편   ※ 2018(3/15 기준, 1,830편)

 6) 춘계학술대회/ 기술교육세미나 일정표: pp.20~21 

(※ 산기평 내부 행사 일정과 중복되어 과제발표 못한다고 연락옴.)

 홍보

   ☞ 학술대회 현수막 등에 30주년 로고를 넣되, 2020을 크게 해서 혼돈되지 않게 하기로 함.

 국제협력

1. 보고사항

 1) 러시아와의 국제심포지엄 진행 계획 안

   - “1st SPbSIT-KSIEC BILATERAL TECHNOLOGY SYMPOSIUM”
(SPbSIT: Saint-Petersburg State Institute of Technology)

   ① Venue : SPbSIT campus, Russia

   ② Schedule (Tentative)

June 23 (Sun.) Departure (Incheon) / Arrival (Saint-Petersburg) 

June 24 (Mon.)

- Registration

- Technical Meeting for Chemical Technology Collaboration

- Round Table Discussion for Technology Transfer

June 25 (Tue.)
- Morning: Visiting of Research Labs in SPbSIT

- Afternoon: Symposium Session 1 (Plenary tutorial lectures)

June 26 (Thur.)

- Symposium Session 2 (Oral &Poster presentations)

4 Speakers from SPbSIT

4 Speakers from KSIEC

June 27-28(Thu.~Fri.) Departure (Saint-Petersburg) / Arrival (In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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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Korean Participants (KSIEC)

   - Prof. Chultae Lee, Dongduk Women’s University and Former President of KSIEC

   - Prof. Dookyung Moon, President of KSIEC and Prof. of Konkuk University

   - Dr. Sangkug Lee,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and chairpers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Committee of KSIEC

   - 4 Invited Speakers

   - Persons who are interested in SPbSIT technologies

 3) 러시아 심포지엄 발표 참가 임원 신청 진행

2. 심의 안건

   ☞ 한-베 그린화학 컨퍼런스(그동안 별도로 개최됨)를 추계 학술대회에서 진행하는 건에 대해 좀 더 검

토하여 추후 논의하기로 함.

 산학연협력

1. 보고사항

 1) 대주산학연협력상(춘계) 후보 추천절차 진행 

   - 3/18 산학연협력위원회 1차 회의 개최(대주산학연협력상 추천후보 결정)

   - 4/1 6차 이사회에서 심의 요청 예정

 2) 춘계학술대회 산학연협력위원회 구두 프로그램 진행

   ① 탄소소재의 원천 및 실용화 기술개발 (한국탄소융합기술원)

   ② 미래 나노기술 소재(한국생산기술연구원)

     - 학회기간 중 산학연협력위원회 2차 회의 예정(기관별 연사와 산학연협력위의 교류 증진)

(점심식사 예정)

 국문편집

1. 보고사항

 1) 2019년 공업화학 논문 투고현황(3월 11일 현재)

출판완료 20편, 대기중 18편, 심사중 8편, 기타 1편

 2) 공업화학 30권 1호 발간(2/10, 20편)

 3) 2019년도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계속평가 면제 신청(3/4)

2. 심의안건

 1) 논문상 수상자 선정 건

   ☞ 세명대학교 최석순 교수를 아래와 같은 요지로 논문상 수상자로 선정함.

   - 선정 요지: 최근 3년간 국문지 논문투고 편수가 많으며, 편집이사로서 종합점수 및

학회발전 기여도가 매우 높기에 논문상 수상자로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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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편집

1. 보고사항

 1) J. Ind. Eng. Chem. 투고 논문 및 처리 현황 분석(Elsevier System Data)

 2) 2011-2018 논문집 발행 현황

 3) 2019년도 발행분 In Press 49편

 4) 2019년도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계속평가 면제 신청(3/4)

2. 심의안건

 1) 대주학술상 수상자 선정 건

   - 시상내역: 상장+상금 300만원

   - 재원: (주)대주전자재료 후원

     ☞ 가톨릭관동대학교 이승목 교수를 선정 내규에 근거하여 대주학술상 수상자로 선정함. 

2018 

인용 순위

Goole Search Engine 

2018 인용 수

회원

구분
학회기여도

2 29 종신
술어제정위원장(2017-2018), 

국제협력이사(2016), 강원지부장(2014-2015)

 2) BPA(Best Paper Award) 수상자 선정 건

   - 시상내역: 상장(영문)+상금 100만원

     ☞ 아래의 7명을 선정 내규에 근거하여 BPA 수상자로 선정함.

No
회원

여부
교신저자(소속)　

출판 

연도
권 시작 p 종료 p

총 

인용
2018

Goole Search 

Engine 2018 

인용 수

1 종신 박영권(서울시립대학교) 2016 40 1 15 129 75 95

2 종신 나재운(순천대학교) 2016 33 1 10 41 15 26

3 종신 유복렬(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16 38 1 12 25 13 17

4 2019정 제정호(부산대학교) 2016 40 62 71 14 　 16

5 2017정 이철위(한국화학연구원) 2016 43 1 12 12 　 15

6 종신 임종주(동국대학교) 2016 38 157 166 15 12 14

7 종신 박주현(중앙대학교) 2017 51 27 43 16 12 13

     ☞ BPA 필요성에 대하여 영문지편집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 논의한 후 이사회에서 학회상 유지 여

부에 대해 신중하게 논의하기로 함.

 전망편집

1. 보고사항

 1) 제2차 편집회의 개최 : 3/21(목), 학회회의실

 2) 공업화학전망 22권 2호(4월 15일 발행)

   - 기획특집 주제 : 미세플라스틱 및 E-Waste 대응기술(Organizer 심봉섭 교수, 인하대)

   - 칼럼

인문학칼럼 : 동중서-유가 독존의 시대를 열다; 이상은 교수(상지대)

여행칼럼 : 성지순례 : Jordan to Israel; 조영민 교수(경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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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칼럼 : 손열음과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 강정원 교수(고려대)

   - 신진과학자 소개

김일태 교수(가천대), 서지훈 교수(고려대)

 3) e-Newsletter 170호(3/14) 발간

 4) 특별심포지엄 개최 예정: 8/22(목), 서강대 정하상관 102호

❙2019년 한국공업화학회 제6차 이사회 회의록

￭ 일      시: 2019년 4월 1일(월) 17:00

￭ 장      소: 학회 회의실

￭ 참석자(20), 위임(73)

 일반

1. 보고사항

 1) 디스플레이분과회(분과회장: 박종욱, 경희대) (30주년)

   ① ICE-MLF2019, Nov 14-15, Kyung Hee University, Orbis Hall

     - 홈페이지 계약 체결(3/11): 익스페디션(330만원, 부가세포함)

     - 과총 지원금 신청 완료(3/21, 2,600만원)

 2) 콜로이드⋅계면화학분과회(분과회장: 유효종, 한림대)

   ① 특별심포지엄 개최 예정: 6/21(금), 건국대 새천년관 국제회의장

 3) 학회30주년 준비위원회 소식

   ① 사업 기금 모금 현황(약정 포함, 1구좌 100만원)

   ◎ 회원 모금현황(3/25 기준, 약정 포함, 성명 가나다순): 111,000만원

   - 3월: 정영미(강원대) 1구좌(100만원, 3/20)

   ◎ 2018 국제학술대회(ICEHM) 수익금: 35,494,562원

   ② 홈페이지에 30주년 사업 기금 모금 개시 오픈(3/8)

   ③ 메인행사추진위원회(위원장: 문두경, 부위원장: 이호원) 산하에 사무부총장이 실무진을 부선임이사

를 중심으로 구성(3/19)하여 행사 진행 논의 중. 

   ④ 학회회관증설추진위원회 회의: 4/1(월) 오후 3시, 학회 회의실

 4) 제1차 자문회의 개최 예정: 4/8(월) 18:00, 진풍정 강남점

   - 참석 대상: 명예회장 및 고문, 현 회장, 수석부회장, 전무, 총무

 5) 본부숙소: 부산 해운대센텀호텔(☎051-720-9000, http://ecentumhotel.com)

   - 9.9만원/객실, 세금포함. 조식 불포함. 

   - 고문, 본부 임원, 지부장, 위원장, 분과회장, 역대 전무 숙소 제공(2인 1실)

   - 숙박 신청 후 미참석 시 추후 본인 부담경비(실비) 요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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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춘계 평의원 및 임원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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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시 및 장소: 5/1(수) 오후 5시, 부산 해운대센텀호텔 4층 Cacao de blanc

(뷔페가 6만원, 대관료 없음)

   - 안건: 2018년도 결산에 관한 사항 외

 7) 춘계 총회

   - 참석대상: 정회원

   - 일시 및 장소: 5/2(목) 11:20~12:10, 부산 벡스코 205호

   - 안건: 2018년도 결산에 관한 사항 외

 8) 춘계 전무클럽 학회 중장기발전회의

   - 참석대상: 역대 전무, 현 회장, 전무, 총무

   - 일시 및 장소: 5/2(목) 14:00~14:30, 1층 VIP룸

 9) 2019 후원 현황(4/1 기준): 165,162,502원  (※ 2018/3/30 기준 170,777,273원)

10) 춘계 경품 후원 현황(4/1 기준):  총 704개 28,393,000원

(※ 2018 춘계 총 430개, 25,689,500원, 2018 추계 총 372개 25,485,000원)

11) 과총, 지원금 신청 완료(3/21~22, 총 6,870만원)

12) 춘계학술대회, 부산관광공사 지원금 확정 통보: 3/25, 1,850만원

(※ 2017 추계 1,700만원 지원 받음.)

13) WISET, 2019 신진여성인재발굴 및 교육사업 지원금 300만원 입금(3/26)

14) 석유화학⋅윤활유분과회(분과회장: 김재곤, 한국석유관리원)

   ① 석유화학⋅윤활유분과회 심포지엄 개최

     - 주 제 : 윤활유 현황과 연구동향

     - 주 최 : 한국공업화학회 석유화학⋅윤활유분과회, 한국윤활학회

(※ 한국윤활학회 춘계학술대회 특별섹션 개최)

     - 일 시 : 2019년 4월 19일 09:30~12:00

     - 장 소 :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8F) Or Hall 

15) 공문, 이메일 발송 및 처리내용

   ① 이엔에프창의혁신상 수상 선정 통보 및 시상식 안내(3/20, 수상자 및 후원기업)

   ② 대주학술상 수상 선정 통보 및 시상식 안내(3/20, 수상자 및 후원기업)

   ③ LG젊은공업화학인상 수상 선정 통보 및 시상식 안내(3/20, 수상자)

   ④ 공로상 수상 선정 통보 및 시상식 안내(3/20, 수상자)

   ⑤ 제5차 이사회 회의록 회람(3/22) 및 6차 이사회 소집 안내(3/21)

   ⑥ 춘계 총회 개최 안내 및 홈피 게시(3/22)

   ⑦ 학술대회 포스터발표 번호 부여 완료(3/22)

   ⑧ 포스터 10편 이상 제출 교신저자에게 우수논문상(지정형) 후보 추천 요청 메일 발송(3/22)

   ⑨ 홈페이지 임원활동에 지부, 분과회 2018년도 보조금 정산서(증빙포함) 업로드(3/22)

   ⑩ 한국석유화학협회, 제11회 화학산업의 날(10/31) 후원기관 수락서 송부(3/25) 

   ⑪ 포스터발표(번호부여) 안내 메일 발송(3/27)

   ⑫ 롯데에 생맥주 후원 협조 요청(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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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회원 동정

   ① 구기갑 교수(서강대, 부회장) 장녀 결혼(3/30)

17) 공지사항

   ① 제1차 자문회의: 4/8(월) 18:00, 진풍정 강남점

   ② 2019년도 이사회 일정(4월 이후)

2. 심의안건

 1) 수석부회장 추천위원회 구성 건 

   ☞ 수석부회장 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해 참석자 전원 동의로 의결함.

※ 학계: 2020 수석부회장 (2021 회장)

   - 2019 구성(안, 9인): 위원장(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2), 전무, 총무, 고문(2), 회원(1인, 화학연구원장)

   ☞ 문두경(2019회장), 이준혁(수석부회장), 이태규(전무이사), 성영은(총무이사), 이철태(고문), 장정식

(고문), 윤용승(부회장), 홍영택(부회장), 김성수(한국화학연구원장)

 2) 2018년도 결산서(세무조정) 보고 및 추인 건[재무] pp. 26~29

   - 합계잔액시산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처리계산서

   ☞ 강미숙 재무이사가 2018년도 결산서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평의원회의 및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기

로 함.

 3) 2018년도 학회 운영 및 회계 결산 서면 감사 보고 건 

   - 2018 감사: 김형일 교수(충남대), 김건중 교수(인하대)

   - 서면감사 자료 1차 서류 제출(3/14)

   - 2018년도 결산서(세무조정포함) 및 기부금 집행 내역서 추가 송부(3/26)

   - 김형일 감사 의견(3/26)에 따른 학회 소명자료 제출(3/27)

   - 김건중 감사 의견(3/27)

   - 감사 의견 및 감사보고서 pp. 29~30

   ☞ 김건중 감사가 참석하여 서면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의 의견을 발표하였으며, 최종 감사보고서를 

제출함.

   ☞ 감사의견에 대한 적절한 소명이 이루어졌으며, 감사보고서에 대한 승인을 의결함. 감사 의견에 따라 

다음 사항을 향후 학회 운영에 반영하기로 함.

   ① 지부 및 분과회 정산보고서는 재무이사가 정산보고서 서식을 만들어서 올해 정산부터 사용하기로 함.

   ② 분과회 회장이나 지부장을 지나치게 장기간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본부 차원에서 관리하기 

바람.

 4) 외부상 후보 추천 건

   ① 도레이과학문화재단, 제2회 도레이과학기술상 후보 추천 건(5/31 마감)

     - 화학 및 재료 기초분야에서 학술상 업적이 뛰어나거나 현저한 발견을 한 과학자/공학자

     - 화학 및 재료 응용분야에서 기술상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기술진보에 크게 공헌한 과학자/공학자

     - 한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학회/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자

   ② 한국연구재단, 2019 하반기 이달의과학기술자상 후보 추천 건(4/29 마감)

     - 국내의 대학교, 공공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실제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인 및 

한국계 과학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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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한국석유화학협회, 화학산업의 날 유공포상 후보 추천 건(6/15 마감 예상)

     ☞ 수상 가능성이 높았던 포상이므로 적극적으로 후보 추천하기로 함.

 5) 기타 

   ① 전차 회의록(5차) 통과.

   ② 임원 추가 선임 건: 박영호 원장((주)아모레퍼시픽)을 부회장으로 추대하기로 함.

 기획

1. 보고사항

 1) 하계워크숍 준비(7/15~17, 월-수, 2박 3일)

   ☞ 강원대(김영식 교수님)에서 행사 가능하다는 통보가 옴. 따라서 하계워크숍 장소는 최종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로 확정하며, 학회 사무국에서 행사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기로 함.

   ☞ 춘계학술대회 전 현장답사 추진하기로 함(회장님도 참석 예정).

 조직

1. 보고사항

   공로상 수상자 25명 중 대구⋅경북지부 임원 활동으로 대상이 된 곽기섭 교수(경북대)는 3/20까지 회원

가입 권유 요청 메일(2회)과 문자발송을 하였으나 3/26일 현재까지 회비납부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제외하기로 함.

2. 심의안건

 1) 공로상 선정 내규 개정(안)

현행 개정(안) 비고
(1999. 6. 13 제정) (2001. 3. 5 1차 개정) 

(2006. 4. 17 2차 개정) (2017.03.27. 개정) 

(2018.03.05. 개정)

(1999. 6. 13 제정) (2001. 3. 5 1차 개정) 

(2006. 4. 17 2차 개정) (2017.03.27. 개정) 

(2018.03.05. 개정) (2019.4.1. 개정)

회원인

경우에만 

시상

제4조 (선정방법) 본 학회의 발전에 공헌한 회

장, 이사, 제위원장, 분과위원장, 지부장, 지부임

원, 평의원 및 편집위원들에게, 다음의 각 항에 

따른 기준에 의거 300점에 이른 경우 평가하여 

수상후보자를 추천한다.

제4조(선정방법)

본 학회의 발전에 공헌한 회장, 이사, 제위원장, 

분과위원장, 지부장, 지부임원, 평의원 및 편집

위원들에게, 다음의 각 항에 따른 기준에 의거 

300점에 이른 경우 평가하여 회원 중에서 수상

후보자를 추천한다. 

   ☞ 공로상 수상 대상을 회원으로 한정하는 내규 개정안이 참석자 전원 동의로 통과됨.

   ☞ 우수 지부 및 우수 분과회 포상은 우수상, 발전상 모두 상장으로 수여하기로 하며, 상금은 기존 확정

안대로 시행하기로 함.

 재무

1. 보고사항

 1) 후원금 입금: 경인양행(3/20, 600만원)

 2) 2018 결산서 세무조정 신고 완료(3/26, 최홍배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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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 환급예정(4,516,023원)이며, 지방소득세(17,268원)는 신고 및 납부 예정임

   - 법인세 과세표준 26,207,873원/ 산출세액 2,620,787원/ 기납부세액 7,136,810원

차감납부할세액 –4,516,023

   -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26,207,873원/ 산출세액 262,078원/ 기납부세액 244,810원

차감납부할세액 17,268원

   ☞ 2018년 결산보고 완료함.

   ☞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방안을 토론하였으며, 춘⋅추계 학술대회 전에 업무 실적 및 계획

을 평가하여 지급하기로 함.

 학술

1. 보고사항

 1) 춘계 총회 및 학술대회: 5/1~3(수-금), 부산 벡스코

   ① 발표자 변경 및 취소 마감: 학술대회 3주 전, 4/10(수)

     * 주발표자의 경우 발표취소 마감일까지만 사전등록취소(환불) 가능

   ② 사전등록비 환불 신청 마감: 4/24(수) 단, 발표자의 경우 4/10

 2) 2019 학술이사 업무 분장

   ① 춘계(부산): 김  석(선임), 김주헌, 김주현, 박  현, 최정규  

   ② 추계(제주): 김영진(선임), 목영선, 박성영, 박재형, 정영미

 3) 기조 및 수상자 강연

 4) 춘계 학술대회 사전등록 현황(4/1 기준)   

 5) 춘계 기술교육세미나 사전등록 현황(4/1 기준)  ※ 2018 (4/2 기준 2건, 총 117명)

   ☞ 기술교육세미나의 성공적 안착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짐.

 6) 2019 춘계학술대회 논문발표 현황

구두 포스터 계

269 1,606 1,875

   ☞ 역대 최대 논문 발표 수를 달성하였음을 보고함.

 7) BEXCO 컨벤션홀 사용 현황(세미나장, 포스터장 외)

   - 세미나장: 5/1(수)-3개, 5/2(목)-14개, 5/3(금)-14개

 8) 등록비 면제 대상자(2)

   - 기조강연 외에 2018 춘계학술대회부터 외국에 거주하면서 본 학회 학술대회 발표를 위해 초청된 분

(구두)에 한해 등록비를 본부에서 지원하기로 함(단, 추후 여권 copy 제출).

 9) 우수논문(구두) 세션 운영 시간 및 심사위원(박사과정 21, 석사과정 16)

10) 우수논문(구두) 세션 최우수상/우수상 개수 

   박사과정(21): 최우수논문상(30만원) 2편, 우수논문상(20만원) 4편 

   석사과정(16): 최우수논문상(20만원) 2편, 우수논문상(10만원) 2편 

11) 우수외국인연구자세션 최우수논문상/ 우수논문상 개수 확인 및 심사위원

   - 2018 추계와 동일, 최우수논문상 2개(부상 각 20만원)+나머지는 우수논문상(상장만)

   - 우수외국인연구자세션 접수 현황: 13편(최우수논문상 2, 우수논문상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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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포스터 우수논문상 수상 편수

   ☞ 우수논문상 선정 시 공정한 평가를 진행하기로 함.  

   ◎ 사전(10편 지정형) 우수논문상 수상 편수: 55개

     - 교신저자 기준 10편 이상의 포스터를 제출한 곳(44곳, 우수논문상-55개)

     - 10편이라 함은 구두발표는 포함되지 않으며, 포스터로 제한함.

   ◎ 현장 포스터 우수논문상 수상 편수: 81개

     - 20편 이하의 논문은 본부에서 심사위원 선정: 박  현, 정영미 학술이사 

13) 분야별 포스터 발표 일정

   - 기본적으로 구두세션 날짜와 동일하게 배정

   - 고분자와 환경⋅에너지 포스터 발표는 양일간 

날  짜 세션 수 발표분야

5월 2일(목) 10
고분자1/나노/도료및코팅/생체재료/에너지저장⋅변환/전기화학/

정밀화학/펄프⋅제지/화학물질안전⋅위해성/환경⋅에너지1

5월 3일(금) 9
고분자2/디스플레이/무기재료/생물공학/석유화학⋅윤활유/

촉매/콜로이드⋅계면화학/화학공정/환경⋅에너지2

14) 우수논문(포스터) 심사위원 선정 방법 

   - 기존과 동일.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에 대해서는 분과회장께 일임

(40편당 2명 정도의 가이드라인 제시)

날짜
부착

완료시간
게시시간 심사시간

심사서 

제출시간

no show 

담당 학술이사
시상시간

5/1일

(목)
08:50 08:50~17:00 09:00~10:30 11:30

박  현(부산대)

정영미(강원대)

17:30~

18:40

5/2일

(금)
08:50 08:50~16:00 09:00~10:30 11:30

김영진(충남대)

목영선(제주대)

16:40~

17:50

   -포스터 부착/발표 및 심사/심사서 제출/no show 담당/시상 시간

   - no show 확인: 벡스코 3층 그랜드볼룸(301호)

   - 심사서 제출 장소: 벡스코 1층 101호(선정위원회/사무국)

15) 선정위원회 구성: 김영호 학술위원장

성  명 소  속 학회직위 일  자

김영호/위원장 충남대학교 학술위원장

5/2(목)~3(금)

10:00 집합

부산벡스코 101호

김영기 한경대학교 기획이사

김영진 충남대학교 학술이사

유계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직이사

윤순도 전남대학교 조직이사

임상혁 고려대학교 홍보이사

16) 신진과학자포럼(5/2, 목) 좌장: 김  석(부산대), 박재형(성균관대)

   - 미원상사신진과학자상 선정 후보자임으로 발표 확인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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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본부 도우미 인건비 및 인원 확인

   ① 인건비

     - 2019년 최저시급 8,350원 기준으로 계산

     - 인건비(안) (점심 1시간 제외) 

1일차(수): 67,000원+중식 (09:00~18:00 8시간*8,350 = 66,800원) 

2,3일차(목~금): 97,000원+중식 (06:30~19:00 11.5시간*8,350 = 96,025원)

   ② 인원: 총 46명

     - 도우미 확보 협조: 김  석 학술이사(부산대), 김주현 학술이사(부경대) 

일자　 계
사전

등록처

현장

등록처
포스터

특별

세션외

물품

보관실
사진

구두

총괄

전체

관리
시간

5/1 14 3 2 6 0 1 0 1 1 09:00~

5/2 18 6 2 4 1 2 1 1 1
06:30~

19:00
5/3 14 3 2 4 1 2 1 1 1

46 12 6 14 2 5 2 3 3

   ③ 세션 오퍼레이터: 종일 세션 4시간 기준 8만원(2명이면 각 4만 원씩)

18) 한국도레이과학진흥재단 소개 홍보: 5/1(수) 평의원 및 임원회의 시 진행하기로 함. 

19) 2019~2025 학술대회 일정 및 장소

20) 식사장소 확인

21) 부산관광공사 춘계학술대회 지원금 확정 통보(3/25): 1,850만원

(※ 2017추계 1,700만원)

22) 춘계 기념품: 손톱깎이 세트

23) 춘계학술대회 및 기술교육세미나 일정표: pp. 24~25

24) 춘계학술대회 업무 분장

 홍보

1. 보고사항

 1) 30주년 로고 변경(2020년도 강조)

   ☞ 로고 변경은 차기 30주년 준비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함(4/15 개최 예정)

 2) 춘계 학술대회 현수막 내 30주년 로고 위치(총 3개 설치)

   ☞ 30주년 기념 슬로건을 현수막에 추가하는 방법을 추진하기로 함.

   - BEXCO 좌측 하단(건물 외벽 설치 6 m × 10 m)

   - 총회장(205호) 내부(8 m × 0.9 m)

   - 컨벤션홀 입구(8 m × 0.9 m)

 국제협력

1. 보고사항

 1) 한-러시아 공동 국제심포지엄(1st SPbSIT-KSIEC BILATERAL TECHNOLOGY SYMPOSIUM) 개최 예

정: 6/23~6/28, SPbSIT campus, Russia

   ☞ 발표자를 한국 4명, 러시아 4명으로 확정하여 진행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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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9 춘계학술대회 세션 구성 우수외국인연구자 세션운영(5/3): 13편

   - 1개의 연구실당 발표 2개 제한

   - 심사위원: 봉기완(고려대), 송호준(한국생산기술연구원), 주지봉(건국대)

 3) 한-일(JPI)교류 관련 JPI 가을 학술대회 한국 측 인원 및 연사 섭외계획

   ☞ 한일 공동 심포지엄(일본 개최) 관련 한국 측 참가 인원 및 연사 섭외 추진하기로 함.

   ☞ 회장이 진행하기로 하며, 강미숙, 김기현 이사가 협조하기로 함.

 산학연협력

1. 보고사항

 1) 대주산학연협력상(춘계) 후보 추천: 선정위원회(산학연협력위원회) 총 12명 중 7명의 동의를 받아 한국

표준과학연구원 윤주영 박사를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함.

(강성기 위원장, (선임이사) 김기현, 김태현, (산학연이사) 김태호, 우창화, 유의상, 조준혁) 

2. 심의안건

 1) 제9회 대주산학연협력상 수상자 선정 건

   ☞ 한국표준연구원 윤주영 박사를 아래의 선정요지로 대주산학연협력상 수상자로 선정함.

   - 시상내역: 상장과 상금 300만원

   - 재원: 대주전자재료(주) 후원

   - 후보추천: 한국표준연구원 윤주영 박사

   - 선정요지: 위 후보자는 한국의 주력산업인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 산업 분야에서 국내외 최초로 

고진공 환경하에서의 증착 원료 소재의 다양한 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산학연 협력으로 개발

하고 이를 이용해 산업체를 지원하였으며, 관련 업체에 기술이전 및 다양한 데이터 공급을 통하여 국

내 업체들이 새로운 증착 소재를 개발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본 상의 수상자로 선정함.  

   - 학회기여도: 재무이사(2013~2015), 홍보이사(2016), 영문지편집위원(2011~현재), 평의원(2012~현

재), 포상위원회 위원(2014), 교육위원회 부위원장(2016~2017), 중장기발전위원회 위원(2017)

 국문편집

1. 보고사항

 1) 2019년 공업화학 논문 투고현황(3월 25일 현재)

   ☞ 출판완료 20편, 대기중 21편, 심사중 10편 기타 1편

 2) 2019 과총 국내학술지 지원사업 1,170만원 신청(3/21)

2 심의안건

 1) 과총, 제29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후보 추천 건

   ☞ 원안대로 고등기술연구원 엄성현 박사를 추천하기로 함.

   - 요건: 국내 과학기술자가 2018년도 국내 발행 학술지에 발표한 우수논문(국외학술지에 발표한 논문 

제외)을 대상으로 학회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추천된 논문(학회당 1편)을 과총에서 심사하여 최종 

선정(※ 학술진흥위원회 심사)

   - 2018년 ACE에 게재된 논문에 SCI(E)/SCOPUS급 인용실적을 조사한 결과 본 편집위원회에서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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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이 고등기술연구원 엄성현 박사(교신저자) 논문을 추천함(수상자는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 후보 추천: 엄성현(고등기술연구원)

page 교신저자 논문제목
SCI(E)에 

인용된 횟수

SCOPUS에 

인용된 횟수

10
고등기술원 

엄성현 박사

Highly Efficient Thermal Plasma Scrubber 

Technology for the Treatment of 

Perfluorocompounds (PFCs)

1회 :

Plasma Sci. 

Technol. 

2019 (on-line)

2회 :

ACE 29(5) 510; 

ACE 

30(1) 108

 영문편집

1. 보고사항

 1) J. Ind. Eng. Chem. 총 투고 논문 수 및 처리 현황(Elsevier System Data)

 2) 2011-2018 논문집 발행 현황

 3) 2019년도 발행분 In Press 63편 in EES (EVISE?)

 4) 2019 과총 국제학술지 지원사업 1,100만원 신청(3/22)

 전망편집

1. 보고사항

 1) 제2차 편집회의 개최 : 3/21(목), 학회회의실

 2) 공업화학전망 22권 2호(4월 15일 발행)

   - 기획특집 주제 : 미세플라스틱 및 E-Waste 대응기술(Organizer 심봉섭 교수, 인하대)

① 미세플라스틱 현황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조충연(원광대)

② 친환경 생분해성 일렉트로닉스 소재기술 동향: 진정호(울산대)

③ 미세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친환경소재 연구동향: 심봉섭(인하대)

 3) e-Newsletter 171호(3/28) 발행

 4) 특별심포지엄 개최 예정: 8/22(목), 서강대 정하상관 102호

   - 주제 : 사회문제 대응형 공업화학 기술 

   - 나노분과회와 공동 개최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