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www.ksiec.or.kr

102  공업화학 전망, 제22권 제3호, 2019

2019년 춘계학술대회를 마치고

➤ 김 주 헌 학술이사 (중앙대학교)

  2019년도 한국공업화학회 춘계 총회 및 학술대

회가 5월 1일부터 3일까지 총 3일에 걸쳐 부산 

BEXCO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학술대회 

기간 중 보내주신 회원 여러분의 큰 성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춘계 총회 

및 학술대회는 총 1,875편(구두 발표 269편 및 포

스터 발표 1,606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사상 

최대 인원인 2,211명 등록하여 성대하게 진행되었

습니다. 작년에 이어 질과 양 모든 면에서 국내 최

대 학술대회 규모를 유지하였고 더불어 본 국내 화

공 분야 1위의 학회 영문지 Journal of Industrial 

and Engineering Chemistry (J. Ind. Eng. Chem. 

IF 4.841)와 함께 학술발표 역시 최고의 수준이라

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번 춘계학술대회에서는 기조강연자로 서강대학교의 이진원 교수님께서 “C1 가스 전환기술”에 대한 강

연을 진행해 주셨고, 2018 한국공업화학상 수상자이신 서울대학교 성영은 교수님께서는 “전기화학 에너지 

소재 및 소자”를 주제로 수상자강연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본 한국공업화학회의 분과회와 위원회에

서 진행한 산업체의 연구동향, 최근 핵심연구개발 이슈들에 관한 특별심포지엄, 미래 창조한국의 성장동력

을 이끌어갈 신진과학자포럼, 우수외국인연구자세션을 포함한 우수논문발표, 포스터발표 그리고 기기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고, 이에 이번 춘계학술대회는 신기술과 연구에 관한 많은 정보와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산⋅학⋅연 학술교류의 장이 되었습니다.

  2018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기술교육세미나는 이제 그 자리를 잡아 한국공업화학회만의 대표 교육프로

그램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2019년 춘계 총회에서는 2018년도 결산서 및 2019년도 임원 추가 선임 및 

해임 추인이 있었으며, 예년과 마찬가지로 유능한 연구자에 대한 포상도 매우 풍성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이녹스학술상에 영남대학교 강미숙 교수, 논문상에 세명대학교 최석순 교수, 대주학술상에 가톨릭관

동대학교 이승목 교수, 대주산학연협력상에 한국표준과학원에 윤주영 박사, LG젊은공업화학인상에 성균관

대학교 박호석 교수, 이엔에프창의혁신상에 중앙대학교 이종휘 교수, 공로상에 (주)선일아이라 최배진 회장 

외 23인, Best Paper Award에 KIST 유복렬 박사 외 6인, 미원상사신진과학자상에 한국원자력연구원 김일국 

박사 외 7인이 수상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학회상을 후원해주신 기업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춘계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헌신적으로 수고해 주신 학회 임원들(이사, 감사, 

지부장, 위원장 및 분과회장)과 사무국 직원들에게 이 지면을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

운데에도 참석하시어 변함없는 성원과 조언을 보내주신 고문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구성원

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한국공업화학회는 현재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더욱더 힘차게 비상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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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학회는 항상 회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으며, 보내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개최될 

학술대회 역시 더욱더 알차고 참신한 학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이러한 회원 여러분의 의견과 학술대회에서의 경험이 다가올 2020년 학회 창립 30주년을 성공적으로 

맞이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공업화학회가 모든 회원 여러분들께서 자랑스

러워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학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성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항상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업무와 연구에 큰 성과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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