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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회의록

❙2019년 한국공업화학회 제12차 이사회 회의록

￭ 일     시: 2019년 9월 23일(월) 17:00

￭ 장     소: 학회 회의실

￭ 참석자(17), 위임(77)

 일반

보고사항

 1. 추계 평의원 및 임원회의

  - 일시 및 장소: 10/30(수) 17:00, 제주 부영호텔 에메랄드홀(B2)

  - 안건: 2020 임원 제정 및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2. 추계 총회

  - 일시 및 장소: 10/31(목) 11:20~12:10,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한라홀A

  - 안건: 2020 임원 인준 및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3. 추계 전무클럽 중장기 발전회의

  - 일시 및 장소: 10/31(목) 14:00~14:30, 제주국제컨벤션센터 VIP룸

 4. 디스플레이분과회(분과회장: 박종욱, 경희대) 소식

  1) The 13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Green Energy 개최

    - 기간: 2019년 9월 27일~28일(2일간)

    - 장소: 제주 Ara convention hall

    - 참석자: 한국 교수 30여명(공업화학회 이사, 디스플레이분과회 임원 및 종신회원 등 9명 포함)+ 

일본 군마대 교수급 3명 + 한국 대학원생 및 일본 군마대 학생 등 30명~총 50여명 예상 

    - 목적: 디스플레이분과회 활성화 및 공업화학회 참여 유도

    - 광고료(수익금) 배분: 행사 프로그램집에 광고(300만원, 부가세 별도) 게재 후 규정대로 수익금 3 : 7

(학회 : 분과회)로 배분하여 사용 예정임.

 5. 제11회 화학산업의 날 기념식(한국석유화학협회 주관)

  - 일시 및 장소: 10/31(목) 15:30~18:00, 롯데호텔서울 크리스탈볼룸(2F)

  ※ 추계 총회와 겹침.

 6. 창립30주년 준비위원회

  1) 창립30주년 기금 후원 현황(2019/9/20 기준, 약정금 511,500,000원 포함)

  2) 창립30주년 수입⋅지출 현황(2019/9/2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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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19 추계 프로그램북 광고 후원 현황(9/17 기준) (※ 2018.10.1.기준 2,050만원)

 8. 2019 추계 프로그램북 과제 소개(※ 경품)

 9. 2019 추계 기기전시/기업홍보 참가 신청 현황(9/20 기준)

10. 공문, 이메일 발송 및 주요 처리내용

  1) 제12차 이사회 소집 안내 및 안건 송부 요청 공문 발송(9/10)

  2) 제11차 이사회 회의록 회람 및 홈페이지 업로드(9/11)

  3) 포스터 10편 관련 교신저자에게 우수논문 추천 요청(9/17)

  4) 경인양행김동길회장상 수상 선정 통보 및 후원 기관에 수상자 통보(9/19)

  5) 대주기술상 수상 선정 통보 및 후원 기관에 수상자 통보(9/19)

  6) 대주산학연협력상 수상 선정 통보 및 훙뤈 기관에 수상자 통보(9/19)

  7) WISET⋅KSIEC 젊은연구자상 수상 선정 통보 및 시상식 안내(9/19)

  8) 추계학술대회 2차 조직위원회 회의록 회람(9/17)

  9) 추계 총회 소집 안내(9/20)

11. 공지사항

  1) 제13차 이사회 개최: 11/25(월) 오후 5시, 학회 회의실

  2 ) 제5차 전망지 편집회의 개최: 9/25(목) 오후 5시, 학회 회의실

  3) 제5차 국문지 편집회의 개최: 9/27(금), (주)아쿠아픽 회의장

  4) ‘미세먼지와 미세플라스틱’ 특별심포지엄 개최: 9/27(금), (주)아쿠아픽 회의장

  5) (30주년) 초창기 임원 간담회 개최: 9/27(금) 오후 5시, 확회 회의실

  6) 제2차 자문회의 및 간담회 개최: 10/1(화) 오후 6시, 진풍정강남점

  7) 신⋅구 임원 상견례 및 송년모임: 12/9(월) 오후 5시, 양재동 엘타워 골드룸

12. 회원동정

  1) 문희 교수(전남대, 부회장/국문지편집위원장 역임) 모친상(9/9)

  2) 박종욱 교수(경희대, 전무이사 역임/현 분과회장) 자녀 결혼(10/12)

심의안건

1. 외부상 추천 [학술위원회]

  ☞ 후보자 물색하여 희망자가 있으면 추천하기로 함.

  1) 한국연구재단, 2020상반기(1월~6월)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후보 추천(10/8 마감)

  2) 호암재단, 호암상(과학상, 공학상) 후보 추천(10/31 마감)

2. 2020년도 임원 선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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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2인(정관 상 2년) ※ 감사1인 선임 필요.

  ☞ 별지와 같이 임원 선임(안)을 승인함

3. 2020년도 위원장, 분과회장 및 지부장 선임 건

  ☞ 별지와 같이 2020년도 위원장, 분과회장 및 지부장 선임(안)을 승인함.

3. 2020년도 사업계획(안) 

  ☞ 아래와 같이 2020년도 사업을 승인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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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사업계획(안)

1. 총회 개최(2회)

  - 춘계: 5/7(목), 제주국제컨벤션센터

  - 추계: 10/29(목),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

2. 평의원회 개최(2회)

  - 춘계: 5/6(수), 제주 부영호텔

  - 추계: 10/28(수), 광주

3. 정기 이사회 개최(11회)

4. 한국공업화학회 2020 운영과 발전을 위한 WORKSHOP

  - 기간: 1/16~17(목-금), 대전 미정

  - 참가대상: 본부 임원, 지부장, 위원장, 분과회장

5. 학술대회 개최(2회)

  - 춘계: 5/6~8(수-금), 제주국제컨벤션센터

  - 추계: 10/28~30(수-금),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

6. 학회 창립30주년 기념행사 개최

  - 국제심포지엄 개최

  - 기타

7. 신, 구 임원 상견례 및 송년회

  - 12/7(월), 양재동 엘타워

8. 제14회 하계 Workshop 개최

  - 기간: 7/13~15(월-수), 장소 미정

9. 본부 주관 심포지엄 개최

10. 각 전문 분과회/위원회 심포지엄 개최

11. 각 지부 심포지엄 개최

12. 영문지, 세계적인 일류 학술지로 부각

13. 국문지, SCIE 등재를 위한 기반구축

14. 국제교류사업 활성화

(한-일, 한-태, 한-베, 한-러 등)

15. 산학연협력사업 활성화

16.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17. 정기 간행물 발간 

  - 국문지 ‘공업화학’ 연6회

  - 영문지 ‘J. Ind. Eng. Chem’ 연12회

  - 소식지 ‘공업화학 전망’ 연6회

5. 2020년도 예산(안) [재무/총무]

  ☞ 2020년도 예산은 1,300,450,000원으로 통과되었으며, 세부사항은 별지와 같음.

2020예산 2019예산 2019년대비 증감율

1,300,450,000원 1,109,710,000원 190,740,000원 증액 17.2% ↑

  - 롯데대형무상학술상 신설 추가

  - 30주년기념사업 행사로 일시적 증액(1억7천5백, 국제심포지엄 포함)을 빼면 1,574만원 증액으로 

작년대비 1.4% 소폭 증액된 것임.

6. 기타

  ☞ 전차(11차) 회의록 통과.

 조직

보고사항

1. 원로회원 대상 회원에게 원로회원 신청 안내 및 신청서 송부함(9/11)

심의안건

1. 원로회원 추대 건(1-1)

  - 현재 184명

  - 4월, 9월 연2회 추대(2019시행)

  - 20년 이상 학회 회원으로 활동하여 학회 발전에 공헌한 만 65세 이상의 회원

  - 만65세 이상의 회원 중에서 학회 회원 활동이 20년 미만이나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현저하게 공헌한 회원

  ☞ 신청자 4명에 대해 학회 기여도 등을 검토한 결과 원로회원으로 추대하기로 함. 

(김희택(한양대학교), 랑문정(배재대학교), 김정돈(미원홀딩스(주)), 박대원(부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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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로회원 추대 건(1-2)

  - 종신회원: 1953년생 8월말 기준(10명)

  - 정회원: 1953년생 8월말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5회 회비 납부자(2명)

  ☞ 8차 이사회(6/17)에 상정했던 대상(규정 개정 전 대상, 12명)은 규정대로 추후 신청서가 들어오면 

검토하기로 함.

 재무 

보고사항

1. 재무현황 보고(8월 말 기준)

 학술

◎ 2019 추계 총회 및 학술대회 

 1. 기간 및 장소: 2019년 10월 30일(수)~11월 1일(금), 제주국제컨벤션센터

 2. 관련 일정

 3. 2019 추계 담당 학술이사: 김영진(선임), 목영선, 박성영, 박재형

 4. 기조강연(Plenary lecture)

 5. 추계 기술교육세미나(2건): 10/30(수) 12:00~16:30,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삼다홀A, 302호

 6. 추계 학술대회 사전등록 현황(9/23 기준) 

 7. 추계 기술교육세미나 사전등록 현황(9/23 기준) 

 8. 2019 추계학술대회 논문발표 현황 

 9. 추계 등록비 면제 대상자(6)

10. 신진과학자포럼 발표시간 및 좌장

11. 우수논문(구두) 세션 운영 시간 및 심사위원(박사과정 21, 석사과정 19)

12. 우수논문(구두)세션 최우수논문상/우수논문상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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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사과정(19): 최우수논문상(20만원) 2편, 우수논문상(10만원) 4편 

13. 우수외국인연구자세션 최우수논문상/ 우수논문상 개수 확인 및 심사위원

14. 포스터 우수논문상 수상 편수

15. 현장 우수논문상 수상편수 확정: 81개

16. 분야별 포스터 발표 일정

17. 우수논문(포스터) 심사위원 선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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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우수논문 선정위원회: 김영호 학술위원장

20. 본부 도우미 인건비 및 인원 

21. 추계 학술대회 기념품 결정

22. 프로그램북 과제 소개

  - 과제 당 50만원(부가세 별도)로 정하고, 임원들께 샘플 회람 후 희망자 받기로 함. 

  - 후원 금액은 경품 구매에만 사용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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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1. 춘계 학술대회 평의원 및 임원회의(수) 행사 후 경품추첨 홍보이사 담당

  - 원활한 진행을 위해, 추첨용 명함 쪽지에 회원의 성함과 호칭, 직위 또는 직책 등 기입할 것

2. 프로그램 북 초대의 글 작성(이장용 홍보이사)

 국제협력

보고사항

1. 2019 추계학술대회 세션 구성 우수외국인연구자 세션 운영(11/1)

  - 총15명 구두발표 제출. 기존(12~13편)보다 발표 인원이 많아서 기존에 3회 이상 발표한 3인을 

제외하고 12명으로 세션 구성.

  - 심사위원: 최석원(경희대학교)외 2명

2. KSIEC-JPI 국제 공동심포지움

  - 장소: 일본 Yamagata 야마가타현

  - 일시: 2019년 10월 30일(수)~11월 1일(금)

  - 학회 참석 및 발표(주지봉 교수, 박정태 교수, 남인호 교수)

 산학연협력

보고사항

1. 산학연워크숍 개최 예정: 10/15, 덕산네오룩스(충남 천안), 세부 일정 추후안내

 국문편집

보고사항

1. 2019년 공업화학 논문 투고현황(9월 17일 현재)

접 수 심 사

이월 접수 누계 출판완료 출판대기 심사중 채택불가 저자보류 누계

논문 27 58 85 62 14 4 4 1 85

단신 0 7 7 4 0 1 1 1 7

총설 2 8 10 9 0 1 0 0 10

계 29 73 102 75 14 6 5 2 102

2. 30권 발간 기념 특별 심포지엄 개최 예정

  - 일자 및 장소: 9/27(금), SK V1센터 20층 (주)아쿠아픽 세미나장 

  - 주제: 환경 및 에너지 문제 대응 공업화학 미래 기술

  - 역대 회장 및 역대 국문지편집위원장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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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편집 

보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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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투고

논문 수

게재승인 

(Accepted)

게재 불가 

(Rejected)

저자수정 

(Revise)

심사 중 

(Under review)
기타

논문 투고

시스템

‘110701-190923 19,724 3,849 15,374 83 192 226 EES 

‘180828-181112 748 131 557 17 13 8 EVISE

합계 20,472 3,980 15,931 100 205 234

2. 2019년도 발행분 In Press 134편

No. Vol. 논문수 No.  Vol. 논문수

1 69권(1/25) 50 7 75권(7/25) 34

2 70권(2/25) 50 8 76권(8/25) 50

3 71권(3/25) 50 9 77권(9/25) 50

4 72권(4/25) 50 10 78권(10/25) 50

5 73권(5/25) 40 11 79권(11/25)

6 74권(6/25) 26 12 80권(12/25)

 전망편집

보고사항

1. 제5차 편집회의 개최: 9/26(목), 학회회의실

2. 공업화학전망 22권 5호(10월 15일 발행)

  - 기획특집 주제: 해양오염방지기술(Organizer 김성수 교수, 경기대)

3. e-Newsletter 180호(9/19) 발간

심의안건

1. 2020예산 승인 건: 총 1000만원

  ☞ e-Newsletter 개편작업비 500만원, ‘공업화학 전망’ 표지 교체작업비 500만원, 총1000만원 승인함.

2. 컬럼 원고료 인상 소급 추인 건(2017부터)

  - 2018년 제2차 이사회 회의자료(2018.2.5.)에서 2017 칼럼 저자에게 감사패 증정(회장명)건으로 안건

이 상정 되었을 때 회의자료(※ 원고료 40만원/연 지급)에 문구가 들어가 있었으나 컬럼 원고료 인상 

금액 승인에 대해서는 회의록에 언급되지 않았음(※ 2017년도 게재된 컬럼은 다음연도(2018)에 원고

료 집행함).

  ☞ 컬럼 원고료 인상을 2017년부터 소급 추인하기로 함.

변경전 인상안 비고(40만원 집행)

20만원/인 40만원/인
2017년도분 지급 - 2018. 2. 9

2018년도분 지급 - 2019.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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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국공업화학회 제13차 이사회 회의록

￭ 일     시: 2019년 11월 25일(월) 17:00

￭ 장     소: 학회 회의실

￭ 참석자(19), 위임(75)

 일반

보고사항

 1. 추계 평의원 및 임원회의

  - 일시 및 장소: 10/30(수) 17:00, 제주 부영호텔 에메랄드홀(B2)

  - 안건: 2020 임원 제정 및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 참석인원: 85명(참석 48, 위임 37), 평의원 225명 중 1/3(75명)성원

  - 기타: 제주 MICE설명회 5분(식비 후원: 총 300만원)

 2. 추계 총회

  - 일시 및 장소: 10/31(목) 11:20~12:10,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한라홀A

  - 안건: 2020 임원 인준 및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 참석인원: 169명(참석 111, 위임 28), 정회원 3,491명 중 1/20(139명)성원

 3. 추계 전무클럽 중장기 발전회의

  - 일시 및 장소: 10/31(목) 14:00~14:30, 제주국제컨벤션센터 VIP룸

  - 중장기발전위원회에서 간담회(30주년 관련) 동시 개최

 4. 추계 학술대회: 10/31~11/2(수-금),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층~4층 

 5. 도료 및 코팅 분과회(분과회장, 오중걸, 조광페인트) 소식

  - 제26회 도료⋅도장 기술 심포지엄 개최

일자 및 장소: 2019/11/15(금), 한양대학교 ERECA 게스트하우스 3층 컨퍼런스홀

참석인원: 76명(등록 63명)

  - “도료 및 코팅분과회” 명칭 타 분과회와의 통일성을 위해 “도료⋅코팅분과회”로 수정

 6. 디스플레이분과회(분과회장: 박종욱, 경희대) 소식

  - ICE-MLF 2019 개최

기간: 2019/11/14~15(목-금) 

장소: 경희대학교 청운관 지하1층

참가인원: 144명(등록 116명)

 7. 여성인재육성위원회 소식(위원장: 정영미, 강원대)

  - 여성과총 2019년도 단체지원사업 최종보고서 제출(11/8)

  - WISET 2019년 신진 여성인재 발굴 및 교육 결과보고서 제출(11/22)

 8. 에너지저장⋅변환분과회(분과회장: 강진규, DGIST)

  1)  일본 AIST IRC3(Interdisciplinary Research Center for Catalytic Chemistry)와 국제 협력 MOU 체결 

    - 일자 및 장소: 2019/9/27, 한국화학연구원 디딤돌플라자 대회의실

    - 국제 심포지움 개최 협력 등 업무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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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창립30주년, 한-일 국제심포지엄(AI와 화학, 가칭) 개최 예정(2020년 2월 21일)

 9. 외부상 추천 [학술위]

  1) 과총, 2020과학의날기념, 과학기술유공포상 후보 추천 완료(11/11)

훈장: 박기동 교수(아주대학교)

포장: 박종욱 교수(경희대학교)

대통령표창: 이종찬 교수(서울대학교)

국무총리표창: 이기세 교수(명지대학교)

  2) 수당재단, 제29회 수당상 후보 추천 준비(12/31마감)

이태규 교수(연세대학교)

  3) 호암재단, 호암상(과학상, 공학상) 후보 추천(10/31 마감): 없음.

  4) 한국연구재단, 2020상반기(1월~6월)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후보 추천(10/8 마감): 없음

  5) 과총, 제28회 다산기술상 수상후보자 추천(11/15마감): 없음

10. 한국석유화학협회 화학산업의 날(10/31) 유공포상관련 학회 추천 수상자

(※ 학회에서 축하 꽃바구니 발송)

홍조 근정훈장: 성영은 교수(서울대학교)

대통령 표창: 박선민 박사(한국세라믹기술원) 

국무총리 표창: 박광용 교수(중앙대학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최석순 교수(세명대학교), 김주현 교수(부경대학교)

11. 한국화학관련학회연합회 소식

  - 2차 이사회 및 28차 총회: 12/16(월) 17:30, 티원 서울역점(서울역사 내 4층)

12. 한국화학관련학회연합회 2020 이사 추천 완료(11/14)

  - 2020 회장 / 수석부회장 / 직전 회장(이준혁/우제완/문두경)

13. 공학교육인증원 제2차 총회:

  - 12/12(목) 12:00~13:00,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호텔 30층 비너스룸

14. 과총‘과학기술 연구윤리 헌장(안)’ 검토 건: “이견 없음”으로 이메일 제출

15. 한국연구재단 소재부품단장 추천(11/20, 정상철 순천대, 지부장, 평의원 역임)

16. 과총, 과학문화홍보팀에 심사 및 평가위원 후보 추천(11/20)

17. 2019 추계 프로그램북 광고 후원 현황(11/20 기준) (※ 2018.11.26.기준 2천만 원)

18. 전망지/하계/배너 광고 후원 현황(11/20 기준) (※ 2018.11.26.기준 87,777,273원)

19. 2019 추계 기기전시/기업홍보 참가 현황(11/20 기준) (※ 2018.11.26.기준 23개, 4,460만원)

20. 추계학술대회 경품 후원 현황(11/1 기준) 

21. 추계 평의원 및 임원회의 경품 후원 현황(11/1 기준) 

22. 추계 기타 후원: 롯데 클라우드 생맥주(롯데)

23. 공문, 이메일 발송 및 주요 처리내용

   1) 추계학술대회를 마치고… 전체메일(11/4)

   2) 제13차 이사회(11/25 오후 5시) 소집 안내 및 안건 송부 요청 공문 발송(11/5)

   3) 포스터 미발표자에게 이의신청 메일 발송(11/8, 11/13까지 회신요청)

   4) 2019 추계 학술대회 관련 제주국제컨벤션뷰로에 결과보고서 제출(11/19, 1천만 원)

   5) 우수논문상 상장 및 미수상 상장 우송 완료(11/14, 9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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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신⋅구 임원 상견례 및 송년모임 안내 공문 발송(11/19)

   7) 2020 춘계관련 제1차 조직위원회 회의개최 공문 발송(11/19)

   8) 제14차 이사회(11/25 오후 6시) 소집 안내(11/19)

   9) 2020 임원께 등기 서류 제출 협조 요청 (11/20, 12/5까지)

  10) 2019-2020, 본부 임원, 지부장, 위원장, 분과회장 인계인수서 작성 제출 협조요청

(11/22, 12/5까지)

  1) 2019 지부 및 분과회 보조금 지원 결과 보고서 제출 협조 요청 (11/22, 12/5까지)

24. 공지사항

  1) 제14차 이사회 개최: 11/25(월) 오후 6시, 학회 회의실

  2) 제6차 전망지 편집회의 개최: 11/28(목) 오후 5시, 학회 회의실

  3) 제6차 국문지 편집회의 개최: 11/29(금), 진풍정(서울역점)

  4) 신⋅구 임원 상견례 및 송년모임: 12/9(월) 오후 5시, 양재동 엘타워 골드룸(B1)

25. 회원동정

  1) 오병근 교수(서강대, 이사 역임) 부친상(10/22) 

  2) 박종욱 교수(경희대, 분과회장) 자녀결혼(10/12)

  3) 김순종 이사(삼화페인트, 임원 역임) 자녀결혼(9/28) 

  4) 이상백 교수(제주대, 지부장 역임) 모친상(9/24) 

  5) 이용택 교수(경희대, 부회장 역임) 제1회 한국막학회상 수상(11/22)

심의안건

 1. 제8회 미원상사신진과학자상 수상자 선정 건(10명, 포상위)

  - 1차 포상위원회에서 서면심사

  - 2차 추계 신진과학자포럼세션에서 발표 확인(정영미, 박재형 학술이사)

상장 + 상금50만원

시상식: 차기총회(2020춘계총회)

  ☞ 다음과 같이 미원상사신진과학자상 제8회 수상자를 선정함(10)

노준석 교수(포항공과대학교), 박기수 교수(건국대학교)

박성준 교수(전북대학교), 서정목 교수(연세대학교)

양지웅 교수(대구경북과학기술원), 오필건 교수(부경대학교)

우상혁 교수(중앙대학교), 윤용주 교수(포항공과대학교)

최문기 교수(울산과학기술원), 최인수 교수(강원대학교)

 2. 학회발전상 수상자 선정 건 [조직]

  - 시상인원: 5명

  - 시상내역: 상장 + 부상 100만원

  - 시상식: 12/9(월) 17:00 ※ 신⋅구 임원 상견례 및 송년모임 때 시상

  - 참고자료: 이사회 참석 횟수(12차까지), 춘⋅추계 학술대회 발표논문 현황

  ☞ 다음과 같이 5명을 학회발전상 수상자로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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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우수분과회상(우수상/발전상) 수상자 선정 건 [조직]

(우수상)

* 총 논문수 100편 이상인 분과회 중에서

  1. {계산식: [(분과회별 발표논문건수)/(최대발표 분과회의 논문건수)] × 0.7 + 

[(분과회별 전년도 대비 증가율)/(전년도 대비 최대증가 분과회의 증가율)] × 0.3} 

  2. 같은 분과회에 2년 연속 수상은 불가

  3. 이번 추계학회에서 석유화학윤활유와 촉매분과의 경우 공동으로 구두발표하여 총 8편을 각각 

4편으로 계산함.

  ☞ 다음과 같이 우수분과회상(우수상/발전상) 수상자 선정함.

  - 우수상: 환경⋅에너지분과회(분과회장: 김정훈, KRICT)

  - 발전상: 도료⋅코팅분과회(분과회장: 오중걸, 조광페인트) 

 4. 우수지부상(우수상/발전상) 수상자 선정 건 [조직]

* 등록자 100인 이하 지부

  제4조(선정방법) 다음에 의거하여 우수상과 발전상을 추천하고 각각 수상을 결정한다.

  1. 우수상의 경우 총등록자수 100명 이상인 지부 중에 다음 계산식을 통해 추천한다.

{계산식: [(지부별 등록자수)/(최대등록 지부의 등록자수)] × 0.7 + 

[(지부별 전년도 대비증가율)/(최대증가율 지부의 증가율)] × 0.3}

  2. 발전상의 경우 총 등록자수와 증가율을 감안하여 학회장이 선정하는 것으로 한다. 

  3. 같은 지부에 2년 연속 수상은 불가한 것으로 한다. 

  ☞ 다음과 같이 우수지부상(우수상/발전상) 수상자를 선정함.

  - 우수상: 부산⋅울산⋅경남지부(지부장: 진영읍, 부경대학교) 

  - 발전상: 제주지부(지부장: 감상규, 제주대학교)

 5. 지부 및 지부분회 규정 개정(안) [조직]

  ☞ 다음과 같이 지부 및 지부분회 규정을 개정하기로 함.

현행 개정(안)

제3조

(설치) → 

(설치 및 해산)

지부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고, 지부분

회는 지부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지부는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설치 또는 해

산될 수 있다. 지부분회의 경우 지부장의 승인하

에 역시 설치 및 해산될 수 있다.

제7조

(임기)

지부장, 분회장 및 지부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기는 해당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지부장, 분회장 및 지부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년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지부의 특수

사정이 있을 경우 본회 이사회 승인을 거쳐 3년

까지 연임가능하다. 임기는 해당년 1월 1일에 시

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부칙
3.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9년 11월 25일부터 

개정시행한다.

 6. 하반기 산학연공로상 수상자 선정 건

  ☞ 다음과 같이 하반기 산학연공로상 수상자를 선정함(32명)

  ☞ 부상 총 8,34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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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ICE-MLF 2019(11/14~15) 포스터 우수논문상(Excellent Paper Presentation Award) 

수상자 추인 건(11건)

  ☞ 추인함.

 8. 석유화학⋅윤활유분과회 분과회명 변경 승인 건

  ☞ 분과회에서 충분히 아래의 변경 필요성이 검토되어 상정되었으므로 (안)대로 승인함.

  ☞ 분과회명 명칭 변경은 2020년부터 시행함.

  ☞ 총무이사가 차기 환경⋅에너지분과회장에게 분과회명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겹치는 분야는 서로 조

정하고 협력 요청하기로 함.

현행 변경(안) 비고

석유화학⋅윤활유분과회 석유화학⋅재생연료분과회 회의록(10/31) 확인

(분과회 명칭 변경의 필요성)

  - 본 분과회명이 최신 연구동향 트랜드와 거리가 멀어 학술대회 학술 발표 건수 감소 추세이며, 윤활유 

관련 발표실적이 전무한 상태임. 

  - 분과회 명칭변경을 통해 기존 분과 관련 대학, 연구소 및 산업(석유화학, 연료제조 회사, 대체에너지 

회사 등)의 참여 확대로 분과 활성화 기여 가능

  - 석유화학 범주: 석유제품(정유제품, 석유화학)과 윤활유(윤활유, 첨가제) 포함.

  - 재생연료 범주: 바이오연료, 합성연료(CTL, GTL 등) 및 석유대체연료 등을 모두 포함.

 9. 외부상 추천 [학술위원회]

  1) 제26회 대한민국학술원상 후보 추천(12/31 마감)

  ☞ 후보 물색하여 추천하기로 함.

10. 기타

  1) 추계 총회의사록 및 평의원회의사록 확인함.

  2) 전차회의록(제12차, 2019.9.23.) 통과함.

 기획

 조직

보고사항

1. 학회발전상, 우수지부상, 우수분과회상 후보자 추천

2. 지부 및 지부분회 규정 개정(안) 준비

 재무

보고사항

1. 재무현황 보고(10월 31일 기준)

2. 부가세 2기 예정기분 신고 및 납부(10/18, 2,619,350원)

3. 30주년 사업기금 입금: (주)동진쎄미켐(10/28, 5억), (주)이녹스첨단소재(11/19,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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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문지30권 발간 기념 특별 심포지엄(9/27, (주)아쿠아픽 SK V1센터세미나장) 개최 결산 보고

수익금 = 수입 8,350,000 – 지출 4,820,540 = 3,524,460

학회 : 공동주관팀
3 한국공업화학회 1,057,338원

7 국문지편집위원회 2,467,122원 

5. 제26회 도료⋅도장기술 심포지엄(11/15, 한양대 ERICA) 결산 보고

수익금 = 수입 22,900,000 – 지출 8,059,740 = 14,840,260 

학회 : 공동주관팀
5 한국공업화학회 7,420,130원

5 도료⋅코팅분과회 7,420,130원 

  ※ 도료심포지엄 수익금 배분율은 규정상 학회 : 주관팀 = 3 : 7이나, 베트남장학생 지원 건으로 5 : 5로 함.

6. ICE-MLF 2019(11/14~15, 경희대 청운관) 결산 보고

수익금 = 수입 82,204,726 - 지출 48,760,538 = 33,444,188

학회 : 공동주관팀

1 한국공업화학회  3,344,419원

6 30주년준비위원회  20,066,513원 

3 디스플레이분과회 10,033,256원

  ※ 포스터 제출자 중 미등록자(2인) 등록 여부에 따라 참가비 수입 변동 가능성 있음.

7. 추계 기술교육세미나1(10/30, ICC JEJU) 결산 보고

수익금 = 수입 7,650,000 – 지출 2,834,435 = 4,815,565 

학회: 공동주관팀 
3 한국공업화학회  1,444,670원

7 고분자분과회  3,370,896원 

8. 추계 기술교육세미나2(10/30, ICC JEJU) 결산 보고 [본부 주관] 

수익금 = 수입 2,450,0000 – 지출 1,911,125 = 538,875 

9. 2019 추계학술대회(10/30~11/1, ICC JEJU) 결산 보고(기술세미나 본부 수익금 포함)

수익금 = 수입 329,718,405 – 지출 181,582,543 = 144,135,862

심의안건

1. 회장과 전무이사 통신비 지원 방안 논의 건

  ☞ 부결되었음.

2. 기타: 모든 학회 행사 후 재무이사가 영수증 검증해 처리하기로 하며, 차기 이사에게 잘 전달하기로 함.

 학술

보고사항

▣ 2019 추계 학술대회(2019.10.30~11.1,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관련

1. 2019 추계학술대회 논문발표 현황

2. 학술대회 등록현황: 총 2,223명

3. 추계 기술교육세미나(2건) 현황

4. 세션별 수강 현황

5. 2019 추계 미발표 현황: 최종 13개(구두2, 포스터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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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57개 중 교신저자에게 이의 신청 요청하여 회신 정리함.

  - 홈페이지 공지 및 전망지 게재(발표번호, 발표제목)

“학술대회에 포스터로 발표기로 하였으나 학술대회 당일 게재를 하지 않은 명단으로서, 

위 포스터는 연구실적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문구 게재.

  - 홈페이지 초록 삭제(제목 부분에 ‘미발표(발표취소)’ 문구 삽입)

  - 소식지 ｢공업화학 전망｣ 12월호에 공지(발표번호/제목)

  - 2019 추계부터 초록집(하드카피본) 외부 기관 발송 시 해당초록에 ‘발표취소’, ‘미발표’ 도장 찍어서 

발송하기로 함.

  - no show 담당: 박현, 윤순도, 김석

6. 추계 등록비 면제 대상자(6)

▣ 창립30주년 기념 2020 춘계 총회 및 학술대회 

 1. 기간: 2020년 5월 6일~8일(수-금)

 2. 장소: 제주국제컨벤션센터

 3. 초록제출 웹 오픈: 2/13(목)

 4. 초록제출 마감: 3/5(목)

 5. 초록수정 마감: 3/12(목)

 6. 사전등록 마감: 4/1(수)

(단, 초록 제출을 위해 계좌이체를 이용할 경우는 3/5(목) 오후 3시까지) 

 7. 사전답사: 2월 중

 8. 프로그램북 광고 및 기기전시 마감: 4/1(수) 

 9. 조직위원회 회의: 12/9(월*), 1/16(목*), 3/23(월) * 송년모임, 임원워크숍

10. 프로그램 소식지 게재 홍보: 4/15

11. 발표자 변경 및 취소 마감(행사 1개월 전): 4/6

12. 사전등록 환불 마감(행사 7일 전): 4/29 ※ 발표자의 경우 4/6

13. 추계 구두발표 신청 마감: 12/31

14. 추계 특별구두세션 운영 신청 마감: 12/31

15. 추계 구두세션운영 계획서 제출 마감: 12/31, 연사정보 회신(1/30)

16. 추계 기술교육세미나 신청 안내: 12/31 마감

15. 2020 학술대회 조직위원회: 전무, 총무, 학술전원, 각 팀별 선임

심의안건

1. 구두 최우수논문상/우수논문상 수상자 추인 건

  ☞ 아래와 같이 추인함.

2. WISET-KSIEC 젊은 여성연구자상(포스터) 추인 건: 총 3명

  ☞ 아래와 같이 추인함. 

  ※ 상금 WISET 지원

3. 포스터 우수논문상 수상자 추인 건

  ☞ 아래와 같이 추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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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1. 추계 학술대회 후기 글 작성(황성원 홍보이사)

 국제협력

보고사항

1. PACCON 2020(2/13~14, 태국) 개최 관련 준비

 산학연협력

보고사항

1. 산학연워크숍 개최: 10/15, 덕산네오룩스(충남 천안)

참가인원(10명): 강성기, 유의상, 이동훈, 조준혁, 우창화, 남상용, 이상국, 이지훈, 박성영, 김태현

 국문편집

보고사항

1. 30권 발간 기념 특별 심포지엄 개최 결과 보고 

  - 일자 및 장소: 9/27(금), SK V1센터 20층 (주)아쿠아픽 세미나장 

  - 주제: 환경 및 에너지 문제 대응 공업화학 미래 기술

  - 역대 회장 및 역대 국문지편집위원장 초청

  - 참가인원: 53명(등록 49명)

2. 2019년 공업화학 논문 투고현황(11월 13일 현재)

접 수 심 사

이월 접수 누계 출판완료 출판대기 심사중 채택불가 저자보류 누계

논문 27 72 99 77 9 6 6 1 99

단신 0 9 9 6 0 1 1 1 9

총설 2 11 13 10 1 2 0 0 13

계 29 92 121 93 10 9 7 2 121

 영문편집

보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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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투고

논문 수

게재승인 

(Accepted)

게재 불가 

(Rejected)

저자수정 

(Revise)

심사 중 

(Under review)
기타

논문 투고

시스템

‘110701-191118 20,102 3,920 15,788 89 276 229 EES 

‘180828-181112 748 131 557 17 13 8 EVISE

합계 20,850 4,051 16,345 106 289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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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1~2019 논문집 발행 현황

연도 발행권호 총권 논문수 발행연도 발행권호 총권 논문수

2011 17권 1-6호 6 145편 2016 33권-44권 12 415편

2012 18권 1-6호 6 350편 2017 45권-56권 12 486편

2013 19권 1-6호 6 300편 2018 57권-68권 12 598편

2014 20권 1-6호 6 610편 2019 69권-80권 12 600편

2015 21권-32권 12 741편

3. 2019년도 논문 발행 현황(총 600편)

No. Vol. 논문수 No.  Vol. 논문수

1 69권(1/25) 50 7 75권(7/25) 34

2 70권(2/25) 50 8 76권(8/25) 50

3 71권(3/25) 50 9 77권(9/25) 50

4 72권(4/25) 50 10 78권(10/25) 50

5 73권(5/25) 40 11 79권(11/25) 50

6 74권(6/25) 26 12 80권(12/25) 100*

* Vol 80 includes 19 papers o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merging Healthcare Materials 2018.

(위원장이 100편 출판 배경 추가 설명함)

4. 2020년도 발행분 In Press 63편 in EES

No. Vol. 논문수 No.  Vol. 논문수

1 81권(1/25) 50 7

5. 2020년도 5개 학문분야에서 봉사할 편집 전문가 후보 추천 접수 중(12/15까지)

  - 연구 윤리가 확고하고, 해당 학문분야에서 전문성과 학술적 업적이 우수한 분

  - 연령대 44세~48세 우선 고려

  - 5개 학문 분야(각 1명)

  - Catalysts and Catalysis

  - Electrochemistry: Conversion & Storage Materials

  - Energy Materials (Bio-, Solar Cell, Fossil, etc.)

  - Nanomaterials and Nanostructural Engineering

  - Biomaterials Science & Technology

  ☞ 학술적 업적이 뛰어난 후보 중 위원장이 최종 선정하기로 함.

 전망편집

보고사항

1. 제6차 편집회의 개최: 11/28(목), 학회회의실

2. 공업화학전망 22권 6호(10월 15일 발행):

  - 기획특집 주제: 생체재료(Organizer 나건 교수, 가톨릭대)

3. e-Newsletter 181호(11/20)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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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립30주년 준비위원회

심의안건

1. 학회30주년 기념사업, 학회 사무실 확충 검토 건

구분 현사무실(오릭스) G5센트럴프라자 비고

위치 방배중앙로198 교대역 도보3분

G5 센트럴프라자 매입 시 

2억의 은행 차입이 필요함.

전용면적(분양면적) 33평(66평(38+28)) 45평(94평)

매입가/전세 2억9백/9천 17.5억

관리비(월) 75만원 200만원

  1) 학회30주년 기념사업, 학회 사무실 확충 검토 건

    ☞ 아래의 이유로 부결됨.

    ① 사무실 매입가가 부담스러우며, 2억의 추가 은행 차입은 현실적으로 학회의 재정적 부담이 크다. 

(이태규, 성영은)

    ② 30주년 기념 사업비로 사무실 확충 외에도 기념식, 30년사발간비 등 1억7천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홍성철, 이준엽)

    ③ 학회 규모로 볼 때 월 관리비 부담이 커 학회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지훈, 유효종)

    ④ 기부자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 (김영기)

    ⑤ 현 사무실을 확장하는 것인데 장소가 의외로 협소하다. (김현철, 장재형, 유의상)

    ☞ 회장이 부결 사유와 이사회 의견을 30주년 준비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함.

    ☞ 사무실은 재정적으로 부담이 없고 공간이 넓으며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전달

하기로 함.

  2) 창립30주년 기념 2020 한-일 국제심포지엄 개최 승인 건 

    - 일정: 2020년 2월 21일, 장소 미정

    - 주제: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I-Chemistry (가칭)

    - 주관: 에너지저장⋅변환분과회(분괴화장: 강진규, DGIST)

    ☞ 행사 승인하며, 30주년 국제심포지엄추진위원회에서 협력하기로 함.

  3) 30주년 목적기금 후원(10만 불, 국가발전연구원)관련 기금 사용 승인 건

    - 국가발전연구원(이부섭 이사장)에서 30주년 목적기금으로 10만 불 후원 승인.

    - 2019년 12월 11일, 정식 업무협약 체결 예정.

    - 목적: 러시아 소재 원천 기초 기술을 타진하여, 이를 기반으로 ICT 관련 화학 소재 생산 기술의 고

도화 및 국산화를 이룩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금년 안에 사업비 지급이 필요함.

    ☞ 기금 사용 승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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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국공업화학회 제14차 이사회 회의록

￭ 일     시: 2019년 11월 25일(월) 18:00

￭ 장     소: 학회 회의실

￭ 참석자(19), 위임(75)

 일반

심의안건

1. 2020 충북지부장 선임 건

  - 제13차 이사회에서 지부 및 지부분회 규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됨.

현행 개정

제3조

(설치) → 

(설치 및 해산)

지부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고, 지부분회

는 지부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지부는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설치 또는 해

산될 수 있다. 지부분회의 경우 지부장의 승인하

에 역시 설치 및 해산될 수 있다.

제7조

(임기)

지부장, 분회장 및 지부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

되 연임할 수 있다. 임기는 해당년 1월 1일에 시

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지부장, 분회장 및 지부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

되 2년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지부의 특수사

정이 있을 경우 본회 이사회 승인을 거쳐 3년까지 

연임가능하다. 임기는 해당년 1월 1일에 시작하

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부칙
3.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9년 11월 25일부터 

개정시행한다.

  ☞ 현 지부장은 총 4년간(2016~2019)의 연임으로 규정상 내년에 재임용 될 수 없음.

  ☞ 현 부지부장인 이지훈 교수(한국교통대학교)를 지부장으로 추천하였으나 고사하였음. 따라서 충북지

부장은 당분간 공석으로 처리하기로 함.

2. 기타

  ☞ 전차(제13차)회의록 통과

  ☞ 각 지부의 임원은 반드시 회원이어야 한다는 자격 요건을 추가하는 규정 개정(안)을 조직에서 만들기

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