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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화학회가 어느덧 창립 7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화학회는 1946년 7월 7일 

오후 3시 경성공업전문학교 강당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이태규 초대 회장, 김

학수 부회장, 안동혁, 이승기, 김용호 간사와 36명의 창립 발기인을 포함한 

53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 화학회가 이제는 7,000여 명의 종신회원, 정회원, 교육회원, 학생회

원이 12개의 분과회와 12개의 지부·지회에서 활동하고, 5종의 학술지와 1

종의 뉴스 매거진을 발간하는 명실공이 우리나라 최고(最高)의 순수 학술단

체로 성장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중국의 공식적으로 화학회와 교

류를 하고 있고, IUPA, FACS, IChO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에도 화학회는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대학 캠퍼스를 빌려서 

옹색하게 개최하던 총회와 학술대회를 전국의 전문 컨벤션 센터에서 성대하게 

개최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술대회의 기간도 사흘로 확대했습니다. ‘UN이 정

한 세계화학의 해’(IYC-2011), ‘국제화학올림피아드’(IChO-2006), ‘세계화

학대회’(IUPAC-2015) 등의 국제 행사도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인터넷의 등장으로 시작된 정보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 가장 돋보

였습니다. 화학회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드러내주는 ‘kcsnet.or.kr’이라는 도

메인 이름을 확보했고, 국내 학술단체 중 처음으로 학회에서 발간한 모든 학

술논문을 디지털화 한 ‘대한화학회 학술논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학회의 회계와 업무도 디지털화시켰고, 분과회·지부의 행사를 지원하는 관

리 체계도 정비했습니다.

화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탄소문화상’을 제정하고, ‘탄소

문화원’도 문을 열었습니다. 국내 학회에서는 처음으로 화학회가 철학자와 

사회학자의 공적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네이버의 전

폭적인 지원을 확보해서 본격적인 ‘화학백과’를 제작하는 사업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공식 후원사’ 제도를 도입해서 학회의 재정을 안정화시키는 

일에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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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75주년 기념행사

창립 7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준비는 일찌감치 시작했습니다. 제51대 하

현준 회장이 2019년 가을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에 따라 ‘창립75주년기념사

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화학대중

화 사업’을 통해서 창립 기념행사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확정을 

했습니다. 겉으로만 화려하고, 떠들썩한 행사보다는 학회의 역사를 차분하게 

되돌아보면서 다가오는 100주년의 ‘양자도약’(Quantum Jump)을 향한 새

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기념사업을 준비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화학회 창립 75주년 기념사업도 전 세계를 무겁게 짓누르기 시작

한 코로나19 팬데믹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기념

식이나 학술행사를 기획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

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방역 대책을 따르면서도 화학회의 

창립 75주년을 기념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산소 발견의 역사를 담은 ‘과학연극’ ｢산소｣(Oxygen)를 75주년 기념사업

의 중심에 두기로 했습니다. ｢산소｣는 1981년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코넬대

학교의 로알드 호프만 교수와 세계 최초로 합성 살충제와 경구 피임약을 개

발한 스텐퍼드대학교의 칼 제라시 교수의 작품입니다. 2006년 영남대학교

에서 개최되었던 국제화학올림피아드를 기념해서 서울·부산·대구·대전·광

주에서 순회공연을 했던 작품입니다. 그런 ｢산소｣를 실제 무대에 올리는 대

신 온라인 공연으로 제작하였고, 화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용으로 보급하

기로 했습니다.

언론을 통해 첨단 화학의 연구에 땀을 흘리고 있는 젊은 화학자들을 소개

하는 기획도 준비했습니다. ｢주간조선｣의 편집장을 역임한 무게감 있는 과

학 전문기자가 탁월한 연구 성과를 이룩하고 있는 43명의 회원을 직접 방문

해서 장시간에 걸친 심층 인터뷰를 했습니다. 2020년 5월 8일부터 1년 동안 

｢주간조선｣에 연재된 ‘화학 연구의 최전선’은 우리 사회에서 쉽게 볼 수 없

었던 수준 높은 기사였습니다. e-북으로 제작한 ‘화학연구의 최전선’도 화학

회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용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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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화학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활

동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과학 전문매체인 ‘동아사이언스’와 함께 화학 원소, 

생활화학, 화학의 미래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에 답을 하는 형식으로 3권으로 

구성된 ｢진짜 궁금했던 질문 30｣ 시리즈를 완성했습니다. 앞으로 고등학교

의 화학 교육에 유용한 자료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방안이 필요한 

형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화학 혐오증의 현실을 살펴보고, 개

선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와 화학산업의 현장을 무겁게 압박하고 있

는 ‘화평법·화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토론회도 개최했습니다. 이제 화학

회도 우리 사회의 현실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목

소리를 내는 화학 전문 단체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대한화학회 창립 75년 기념 자료집｣도 발간합니다. 화학회의 성과에 대

한 주관적인 평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1997년부터 

2021년까지 ｢화학세계｣에 남겨진 발자취를 정리하는 수준의 소박한 ‘자료

집’을 마련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화학회 창립 75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신 하현

준 회장과 김성수 한국화학연구원 원장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두 분의 적극

적인 노력 덕분에 기념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기념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정옥상 회장과 운영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자

료의 정리와 편집은 학회 사무국과 해든이 수고해주셨습니다.

2021년 12월

창립75주년기념사업위원회 위원장 이 덕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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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도별 주요 회무

1997 

1.2 제31대 회장 백운기 회무 인수

1.12~25 화학올림피아드 겨울학교 고려대학교에서 개최

4.25~26 79회 연회 및 춘계총회 개최(고려대학교)

- 기조강연 1편, 특별강연 1편, 심포지엄 70편, 구두발표 53편, 포스터발표 645편

- 기조강연: R.H. Grubbs(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Synthesis of 

Organic Molecules and Materials Using Ruthenium Carbene 

Complexes

7.12~26 제29회 국제화학올림피아드 대회 참가 

- 개최지: 캐나다 몬트리올

- 금2, 동2 획득으로 47개 참가국 중 4위

8.3~14 화학올림피아드 여름학교 POSTECH에서 개최

8.23~30 IUPAC 39th GA & 36th Congress 참석 

- 개최지: 스위스 제네바

- 화학회 대표: 백운기 회장, 전민제 전 회장, 주동준 총무간사

9.10~25 회장선출권을 보유한 평의원의 제33대 회장(임기: 1999.1.1~12.31) 선거 투표 

- 이대운(연세대) 후보 당선

10.24~25 80회 연회 및 추계 총회 개최(계명대학교)

- 기조강연 1편, 특별강연 2편, 심포지엄 56편, 구두발표 423편, 포스터발표 868편

- 기조강연: Hiroo Inoguchi(Institute for Molecular Science), 

Organic Semiconductors, Conductors and Superconductors

11.25 「화학인력총람 1997」 발간

12.7~12 11th FACS GA & 7th ACC 참석

- 개최지: 일본 히로시마

1998 

1.6 제32대 회장 손연수 회무 인수

1.11~24 화학올림피아드 겨울학교 KAIST에서 개최

1.16 간사장 제도 폐지(1차 이사회)

4.24~25 81회 연회 및 춘계 총회 개최(이화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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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조강연, 기념강연 2편, 특별강연 3편, 산학연협동워크샵 11편, 심포지엄 67편, 구두발

표 55편, 포스터발표 736편

- 기조강연: E. S. Yeung(University of Iowa), Following the Reactions of Single 

Molecules: Implications on Molecular Conformations and 

Microenvironments

- 학술상 수상기념강연: 진종식(서강대)

- 한국 과학상 수상기념강연: 이 은(서울대), Regio- and Stereo-selective Radical 

Cyclization Reactions Natural Product Synthesis

7.4~16 제30회 국제화학올림피아드 대회 참가 

- 개최지: 호주 멜버른

- 금2, 은2 획득으로 51개 참가국 중 2위

8.2~14 화학올림피아드 여름학교 연세대학교에서 개최

9.8~25 회장선출권을 보유한 평의원의 제34대 회장 선거 투표 

진정일(고려대) 후보 당선

10.23~24 82회 학술발표회, 총회 및 기기전시회 개최(선문대학교)

- 화학산업워크샵 7편, 수상기념강연 4편,심포지엄 69편, 구두발표 110편, 포스터발표 

800편

- 이태규 학술상 수상기념강연: 한민정(아주대), Polynucleotide Analogues and 

Nuclease Activity

1999 

1.1 제33대 회장 이대운 회무 인수

1.10~23 화학올림피아드 겨울학교 KAIST에서 개최

4.9 연구 논문에 대한 윤리 지침 확정

4. 9 2006년 국제화학올림피아드 한국 유치를 결정(1차 이사회 의결)

4. 9 남북화학자 공동 학술발표 및 기술토론회(8.27~9.2) 개최 결정(1차 이사회 의결)

4.23~24 83회 학술발표회, 총회 및 기기전시회 개최(경희대학교)

- 특별강연, 심포지엄 88편, 구두발표 50편, 포스터발표 783편

- STN설명회

- ISI & Derwent 화학 Database 설명회

7.4~13 제31회 국제화학올림피아드 대회 참가 

- 개최지: 태국 방콕

- 금3, 은1 획득으로 50개 참가국 중 미국과 공동 1위

7.7~16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 종합학술대회에 환경화학분야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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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4 화학올림피아드 여름학교 POSTECH에서 개최

8.7~14 IUPAC 40th GA & 37th Congress 참석 

- 개최지: 독일 베를린

- 화학회 대표: 진정일 차기 회장, 김성수 국제협력위원장

9.8~22 회장선출권을 보유한 평의원의 제35대 회장(임기: 2001.1.1~12.31) 선거 투표 

진종식(서강대) 후보 당선

10.30~11.13 평의원(2000~2001년 재임) 선거

10.22~23 84회 학술발표회, 총회 및 기기전시회 개최(순천대학교)

- 기념강연 1편, 초청강연 5편, 심포지엄 86편, 구두발표 51편, 포스터발표 902편 

- STN 설명회

11.21~24 12th FACS GA & 8th ACC 참석

- 개최지: 대만 타이페이

- 참석자: 이대운 회장, 박준우 부회장, 이덕환 부회장, 진정일 차기 회장, 김성수 국제협력

위원장

2000 

1.2 제45대 회장 진정일 회무 인수

1.9~22 화학올림피아드 겨울학교 KAIST에서 개최

4.21~22 85회 학술발표회, 총회 및 기기전시회 개최(국민대학교)

- 기념강연 3편, 초청강연 6편, 특별강연 2편, 심포지엄 78편, 구두발표 58편, 포스터발표 

822편

- 학술상 수상기념강연: 서세원(서울대), Crystal Structure of NAD+-Dependent DNA 

Ligase: Modular Architecture and Functional Implications

- 한국 과학상 수상기념강연: 최진호(서울대), Supramolecular Chemistry of High Tc 

Cuprates Fundamentals and Applicatio

- 이태규 학술상 수상기념강연: 신국조(서울대), Diffusion-Influenced Chemical 

Reaction in Liquid

5.26~27 FACS EXCO 회의 개최(서울대 호암생활관)

6.30~7.13 제32회 국제화학올림피아드 대회 참가 

- 개최지: 덴마크 코펜하겐

- 금1, 은1, 동2 획득으로 53개 참가국 중 12위

8.6~19  화학올림피아드 여름학교 서울대학교에서 개최

9.8~20 회장 선출권을 보유한 평의원의 제36대 회장(임기: 2002.1.1~12.31) 선거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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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봉영(고려대) 후보 당선

10.20~21 86회 학술발표회, 총회 및 기기전시회 개최(경상대학교)

- 기조강연 2편, 기념강연 1편, 초청강연 9편, 심포지엄 54편, 구두발표 56편, 포스터발표 

861편

- 기조강연: 김순경(Temple University), The Symmetry Principle in Chemistry

- 이태규 학술상 수상기념강연: 박수문(포항공대), Electrochemistry at the Turn of the 

Century and Adventures in Our Laboratory at 

POSTECH

12.14~19 Pacifichem 2000 참석

- 개최지: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 참석자: 정봉영 회장 및 운영위 위원, 사무국 직원

- 전시회 공간에서 화학회 홍보 부스 운영

2001 

1.2 제35 회장 진종식 회무 인수

1.7~20 화학올림피아드 겨울학교 충남대학교에서 개최

2.22 「The Korean Journal of Medicinal Chemistry」가 「Bulletin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에 흡수 통합(1차 이사회 의결) 

2.22 지부와 분과회 명칭 변경(1차 이사회 의결)

- 울산ㆍ경남지부 → 울산지부

- 서경남지부 → 경남지부

- 생화학분과회 → 생명화학분과회

3.10~4.7 「고분자화학시리즈」 발간

4.10 회장 선출 규정 개정(2차 이사회 의결)

선거권 있는 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

4.20~21 87회 학술발표회, 총회 및 기기전시회 개최(한양대학교)

- 랩소프트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학술논문초록을 최초로 온라인으로 접수

- 기념강연 1편, 분과기조강연 1편, 분과기념강연 1편, 초청강연 1편, 심포지엄 초청강연 

9편, 심포지엄 112편, 구두발표 42편, 포스터발표 847편

- 학술상 수상기념강연: 김광수(포항공대), From Nanomaterials to Macromolecules: 

Insights Obtained from Theoretical Invesitgations of 

Clusters, Receptors, Proteins and Enzymes

5.31 FACS의 제11차 ACC 및 제13차 GA를 서울로 유치하는 것으로 확정(3차 이사회)

7.1~6 IUPAC 41st GA & 38th Congress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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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최지: 호주 브리즈번

- 화학회 대표: 진종식 회장, 진정일 전 회장, 김성수 국제협력위원장

7.1~4 13th FACS GA & 9th ACC 참석

- 개최지: 호주 브리즈번

7.5~16 제33회 국제화학올림피아드 대회 참가 

- 개최지: 인도 뭄바이

- 금3, 은1 획득으로 54개 참가국 중 미국, 이란과 공동 4위

8.5~18 화학올림피아드 여름학교 서울대학교에서 개최

9.7~19 제37대 회장(임기: 2003.1.1.~12.31) 선거 투표 

심상철(경북대) 후보 당선

9.24 산학특별심포지엄 개최(한국과학기술회관) 

- 주제: Chemistry in Nanotechnology

10.5 「화학인력총람 2001」 발간

10.19~20 88회 학술발표회, 총회 및 기기전시회 개최(부경대학교)

- 기념강연 1편, 분과기조강연 1편, 분과기념강연 3편, 초청강연 6편, 심포지엄초청강연 

3편, 심포지엄 106편, 구두발표 46편, 포스터발표 942편

- 이태규 학술상 수상기념강연: 손연수(이화여대), Thermosensitive and 

Biodegradable Phosphazenes

2002 

1.2 학회 웹사이트 개편

1.5 제36대 회장 정봉영 회무 인수

1.13~26 화학올림피아드 겨울학교 충남대학교에서 개최

4.20~21 89회 학술발표회, 총회 및 기기전시회 개최(육군사관학교)

- 기조강연 1편, 기념강연 2편, 분과기념강연 1편, 초청강연 4편, 심포지엄(외국인 초청강

연 포함) 80편, 구두발표 50편, 포스터발표 824편

- 기조강연: R.N.Zare(미국 스탠포드대학교), Analyzing single molecules, vesicles, 

and cells

- 학술상 수상기념강연: 유룡(KAIST), The science and perspective of new nano-

porous carbons templated by mesoporous silica

- 한국 과학상 수상기념강연: 김기문(POSTECH), Supramolecular Chemistry toward 

smart material and device

7.5~18 제34회 국제화학올림피아드 대회 참가 

- 개최지: 네덜란드 그로니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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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2, 은2 획득으로 57개 참가국 중 대만, 오스트리아와 공동 3위

7.28~8.10 화학올림피아드 여름학교 고려대학교에서 개최

8.14~18 2002 청소년 이공계 전공 및 진로 엑스포 참여(중소기업 여의도종합전시장)

9.6~18 제38대 회장(임기: 2004.1.1~12.31) 선거 투표 

- 이순보(성균관대) 후보 당선

10.19~20 90회 학술발표회, 총회 및 기기전시회 개최(영남대학교)

- 기조강연 1편, 기념강연 1편, 분과기조강연 1편, 분과기념강연 2편, 심포지엄 88편, 구

두발표 19편, 포스터발표 889편

- 기조강연: 임관 회장(삼성종합기술원), 지식기반사회 구축을 위한 지적자원개발

- 특별강연: 김관(서울대), Self-Assembled monolayers of prototype organic mole-

cules

2003   

1.3 제37대 회장 심상철 회무 인수

1.5~17 화학올림피아드 겨울학교 충남대학교에서 개최

1.24 기념품사업위원회 규정, 특별위원회 규정 제정(1차 이사회 의결)

1.24 과학대중화 특별위원회 구성 확정(1차 이사회 의결)

4.4 중등화학분과회 폐지 확정(2차 의사회 의결), 전국과학교사협회 창립

4.18~17 91회 학술발표회, 총회 및 기기전시회 개최(서울 COEX)

- 기조강연 1편, 기념강연 1편, 분과기념강연 2편, 심포지엄 124편(외국인 초청강연 포함), 

구두발표 23편, 포스터발표 912편

- 기조강연: B. M. Trost(Stanford University), On Inventing Reactions for Atom 

Economy

4.19 초중등과학교사분과회 창립 총회

7. 5~14 제35회 국제화학올림피아드 대회 참가 

- 개최지: 그리스 아테네

- 금2, 은2 획득으로 59개 참가국 중 인도와 공동 4위

7.27~8. 9 화학올림피아드 여름학교 경북대학교에서 개최

8.6 키트 개발 및 사업위원회 설립 승인(3차 이사회 의결)

8.9~17 IUPAC 42nd GA & 39th Congress 참석 

- 개최지: 캐나다 오타와

- 화학회 대표: 심상철 회장, 정봉영 전 회장, 진정일 전 회장, 장태현 국제협력위원장, 도

춘호 화학술어위원장

9.1~18 제39대 회장(임기: 2005.1.1~12.31) 선거 투표 

- 신국조(서울대) 후보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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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 학회 로고 수정 및 학회 기 제작

10.16~17 92회 학술발표회, 총회 및 기기전시회 개최(부산 BEXCO)

- 기념강연 1편, 분과기념강연 4편, 심포지엄 110편(외국인초청강연 포함), 구두발표 26

편, 포스터발표 1,091편

- 이태규 학술상 수상기념 강연: 진종식(서강대), Carbon-Cabon Bond Formation 

from Reactions of Iridium-Hydrocarbyls: Iridium 

–Alkynyls, -Alkenyls and –Alkyls

10.21~23 14th FACS GA & 10th ACC 참석

- 개최지: 베트남 하노이

2004 

1.5 제38대 회장 이순보 회무 인수

1.4~16 화학올림피아드 겨울학교 충남대학교에서 개최

1.30 IChO2006 화학올림피아드 조직위원회 규정 제정 및 조직위원장(이대운, 연세대) 인준(1

차 의사회 의결)

1.30 고체화학분과회를 재료화학분과회로 변경(1차 이사회 의결)

4.22~23 93회 학술발표회, 총회 및 기기전시회 개최(서울 전국경제인연합회회관)

- 기조강연 1편, 기념강연 2편, 분과기념강연 2편, 심포지엄 127편 (외국인 초청강연 포

함), 구두발표 44편, 포스터발표 976편

- 기조강연: 이부섭 회장(동진쎄미켐, 미래 성장 산업에서의 기초 화학의 역할은 무엇인가)

- 학술상 수상기념강연: 전철호(연세대), 배위리간드 촉매를 이용한 탄소-수소 및 탄소-탄

소 결합 끊음 반응과 재사용촉매로의 응용

- 한국 과학상 수상기념 강연: 김광수(POSTECH), Clusters to Nanomaterials and 

Molecular Devices: Theoretical Exporation

- 산학 심포지엄

- 화학 쇼크전

7.18~27 제36회 국제화학올림피아드 대회 참가 

- 개최지: 독일 키엘

- 금3, 은1 획득으로 68개 참가국 중 2위

7.30 화학교육개선사업위원회 규정 제정 및 위원장(이덕환, 서강대) 인준(제3차 이사회 의결)

8. 1~13 화학올림피아드 여름학교 성균관대학교에서 개최

8.25~9.9 제40대 회장(임기: 2006.1.1~12.31) 선거 투표 

- 이은(서울대) 후보 당선

9.1~30 화학포스터 대회

- 241편 접수(대상 1팀, 금상 3팀, 은상 6팀, 동상 9팀, 장려상 21팀, 단체상 1팀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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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22 94회 학술발표회, 총회 및 기기전시회 개최(제주 ICC)

- 기조강연 1편, 기념강연 1편, 분과기념강연 2편, 심포지엄 102편 (외국인 초청강연 포

함), 구두발표 37편, 포스터발표 1,152편

- 기조강연: Koichi Tanaka(Shimadzu Corp.), The Origin and the Future of 

Macromolecule Ionization by Laser Irradiation

12.1 Bulletin지 온라인 투고 시스템 오픈

2005 

1.3 제39대 회장 신국조 회무 인수

1.2~14 화학올림피아드 겨울학교 충남대학교에서 개최

3.1~31 화학 포스터 대회

- 2,910편 접수(대상 1팀, 금상 3팀, 은상 9팀, 동상 15팀, 장려상 83팀, 단체참여상 1팀, 

단체우수상 1팀 시상)

4.22~23 95회 학술발표회, 총회 및 기기전시회 개최(인하대학교)

- 기념강연 1편, 분과기념강연 2편, 심포지엄 93편 (외국인 초청강연 포함), 구두발표 49

편, 포스터발표 949편

- 학술상 수상기념강연: 박준택(KAIST), Chemistry and Application of 

[60]Fullerene-Metal Cluster Complexes

- 여성위원회 창립식

6.14 학회 영문 웹사이트 오픈

7. 5~25 제37회 국제화학올림피아드 대회 참가 

- 개최지: 대만 타이페이

- 금4 획득으로 59개 참가국 중 1위

7.31~8.12  화학올림피아드 여름학교 영남대학교에서 개최

8.12~21 대한민국 과학축전(이공계 진로 엑스포)에 참여하여 화학 대중화 홍보

8.13~21 IUPAC 43rd GA & 40th Congress 참석 

- 개최지: 중국 북경

- 화학회 대표: 신국조 회장, 진정일 전회장, 차진순 차기 회장, 신석민 학술실무이사, 

강 헌 국제협력위원장

8.24~26 13th FACS GA & 11th ACC 및 참석

- 개최지: 한국 서울(고려대)

- 참석자: 신국조 회장, 진정일 전 회장, 이해황 총무부회장, 강헌 국제협력위원장

8.25~9.9 제41대 회장(임기: 2007.1.1~12.31) 선거 투표 

- 차진순(영남대) 후보 당선



2. 연도별 주요 회무  35

9.26 Journal Publishing Agreement: Chemistry an Asian Journal: WILEY-VCH 협약체결

10.21~22 96회 학술발표회, 총회 및 기기전시회 개최(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 기념강연 1편, 분과기념강연 2편, 심포지엄 93편 (외국인 초청강연 포함), 구두발표 20

편, 포스터발표 925편

- 이태규 학술상 수상기념 강연: 장태현(POSTECH), Interaction Chromatograpy 

Analysis of Synthetic Polymers

- 산학 심포지엄

10.21 화학쇼크전(서울시청 앞 광장) 개최

12.15~20 Pacifichem 2005 참석

- 개최지: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 참석자: 신국조 회장 및 운영위 위원, 사무국 직원

- 전시회 공간에서 화학회 홍보 부스 운영

2006 

1.4 제40대 회장 이은 회무 인수

1.2~13 화학올림피아드 겨울학교 충남대학교에서 개최

4.20~21 97회 학술발표회, 총회 및 기기전시회 개최(일산 KINTEX)

- 학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개최

- 기조강연 1편, 기념강연 2편, 분과기념강연 2편, 심포지엄 131편 (외국인 초청강연 포

함), 포스터발표 1,088편

- 기조강연: George M. Whitesides(Harvard University), Reinventing Chemistry

- 학술상 수상기념강연: 남원우(이화여대), High-Valent Iron-Oxo Complexes of 

Heme and Nonheme Ligands

- 한국 과학상 수상기념강연: 김동호(연세대), Ultrafast Excitation Energy and 

Electron Migration Processes in Various Porphyrin 

Arrays and Dendrimers

- 학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7.2~11 제38회 국제화학올림피아드 대회 참가 

- 개최지: 한국 경산

- 금3, 은1 획득으로 67개 참가국 중 대만, 러시아와 공동 2위

7.30~8.11 화학올림피아드 여름학교 서울대학교에서 개최

8.12~17 국제화학교육대회(ICCE) 행사 개최(숙명여대)

8.18~19 “신화학포럼 2006: 성장동력산업에서의 화학의 역할” 개최(그랜드 호텔)

8.25~9.8 제42대 회장(임기: 2008.1.1~12.31) 선거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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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서울대) 후보 당선

9.1~15 화학 포스터 대회

- 108편 접수(대상 1팀, 금상 3팀, 은상 5팀, 동상 9팀, 장려상 13팀, 단체팀 1팀 시상)

10.19~20 98회 학술발표회, 총회 및 기기전시회 개최(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 기조강연 1편, 기념강연 2편, 분과기념강연 3편, 심포지엄 106편(외국인 초청강연 포

함), 포스터발표 1,127편

- 기조강연: Robert H. Grubbs(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The Synthesis 

of Large and Small Molecules Using Olefin Metathesis Catalysis

- 호암상 수상기념강연: 김기문(POSTECH), Cucurbiturils: Nanobuilding Blocks for 

Functional Materials

- 이태규 학술상 수상기념강연: 정영근(서울대), The Pauson-Khand Reaction: From 

Promotion To Green Catalysis

- 학회 창립 60주년 기념 산학심포지엄, 한국화학관련학회연합회 주관 화학산업진흥심포

지엄 개최

12.13~17 Pacifichem 2010 Signing Ceremony 참석

12.17 화학회 사무실 이전

- 과학기술회관(역삼동) 신관 703호에서 한국화학회관(안암동) 4층으로 이전

[과기부 지정 화학의 해 진행 행사]

∙ 학술 사업

   - 학회 창립 60주년 기념행사 및 심포지엄 개최(4월, KINTEX)

   - 특별 심포지엄 개최(10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 국제화학올림피아드(IChO-2006) 개최(7월, 영남대학교)

   - 국제 화학교육대회(19th ICCE)(8월, 숙명여자대학교)

   - 번역사업: 주기율표 창시자인 “멘델레예프”의 번역 출간

   - 출판사업: 화학회 60주년 및 국내 화학자 소개

∙ 방송사업

   - 화학의 과거, 현재, 미래를 조명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

   - KBS의 방송을 통한 화학대중화 선언

   - KBS 열린음악회 등을 통한 친밀화

∙ 기획 사업

   - 화학의 해 선포식(3월 7일, 프레스센터)

   - 이동화학관의 지방 순회 및 지역단위 프로그램 진행

   - 이동과학차를 이용하여 전국 지역 과학 축전과 연계하여 특별 행사 개최

   - 대한화학회의 각 지부, 화학교사단체 및 대학교가 주관하는 화학의 해 행사 지원

   - 기존의 과학관련 방송프로그램(KBS2TV: 스펀지 등)과 연계

   - 기타 대국민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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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4 제41대 회장 차진순 회무 인수

1.7~19 화학올림피아드 겨울학교 성균관대학교에서 개최

2.23~4.5 회원 대상으로 회장 및 이사 임기, 기금 운영 건으로 설문조사 시행

4.6 기초과학학회협의체(기과협) 양해각서 체결: 대한화학회, 한국물리학회, 대한수학회

4.16~5.20 화학 시화 대회

- 1,151편 접수(대상 1팀, 금상 2팀, 은상 10팀, 동상 16팀, 아이디어상 1팀, 단체팀 1팀 

시상)

4.19~20 99회 학술발표회, 총회 및 기기전시회 개최(서울 COEX)

- 기념강연 1편, 분과기념강연 2편, 심포지엄 123편 (외국인초청강연 포함), 포스터발표 

1,108편 

- 학술상 수상기념강연: 고재중(고려대), 아이디어 도출 ∙분자설계 ∙
- 산학 심포지엄

5.1~28 화학 포스터 대회

- 389편 접수(대상 1팀, 금상 3팀, 은상 6팀, 동상 9팀, 장려상 15팀 시상)

7.15~24 제39회 국제화학올림피아드 대회 참가 

- 개최지: 러시아 모스크바

- 금3, 은1 획득으로 68개 참가국 중 4위

7.29~8.10 화학올림피아드 여름학교 영남대학교에서 개최

8.4~12 IUPAC 44th GA & 41th Congress 참석 

- 개최지: 이탈리아 토리노

- 화학회 대표: 차진순 회장, 진정일 전 회장, 신국조 전 회장, 이상국 총무부회장, 도영규 

국제협력위원장, 이해황 전 총무부회장

8.10~15 이공계진로안내엑스포(일산 킨텍스)에 화학 홍보 참여

8.17~9.7 제43대 회장(임기: 2009.1.1~12.31) 선거 투표 

- 윤민중(충남대) 후보 당선

8.22~25 14th FACS GA & 12th ACC 참석

- 개최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참석자: 차진순 회장, 서정헌(ACC2005 위원), 윤경병(ACC2005 위원), 

정두수(ACC2005 위원)

10.18~19 100회 학술발표회, 총회 및 기기전시회 개최(대구 EXCO)

- 기조강연 1편, 기면강연 1편, 분과기념강연 3편, 심포지엄(외국인 초청강연 포함) 144

편, 포스터발표 1,427편

- 기조강연: Jean-Marie LEHN(프랑스 Universite Louis Pasteur), From 

Supramolecular Chemistry to Constitutional Dynamic 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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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규 학술상 수상기념강연: 윤경병(서강대), Organization of Zeolite 

Microcrystals for Production of Functional 

Materials

- 대한화학회 100회 총회 기념식 및 화학인의 밤 개최

- 100회 기념 NT 및 초분자 심포지엄

- 연구윤리 심포지엄

- 대구시 및 경상북도 여성을 위한 특집 강좌

- 이동 화학관 운영

12.17 학회 사무실 이전(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703호에서 안암동 한국화학회관 4층으로 이전

2008 

1.3 제42대 회장 김명수 회무 인수

1.13~26 화학올림피아드 겨울학교 경희대학교에서 개최

1.22 중등교사 임용방법에 대한 정책연구 계획서 제출(한국교육과정평가원)

4.1~30 화학 시화 대회

891편 접수(대상 1팀, 금상 2팀, 은상 10팀, 동상 15팀 시상)

4.1~30 화학 포스터 대회

- 1,634편 접수(대상 1팀, 금상 3팀, 은상 10팀, 동상 15팀 시상)

4.4 기금관리에 관한 시행 세칙 개정으로 종신기금, 일반기금, 국제협력기금, 회관건립기금, 상

남회관기금, 국제화학올림피아드기금을 통합하고 학회발전기금을 신설(2차 이사회 의결) 

4.17~18 101회 학술발표회, 총회 및 기기전시회 개최(일산 KINTEX)

- 기조강연, 기념강연, 심포지엄 149편, 구두발표 36편, 포스터발표 1,256편

- 기조강연: Krzysztof Matyjaszewski(Carnegie Mellon University), Functional 

Nanostructured Materials via ATRP with PPM Amounts Copper, 진

정일(고려대, IUPAC 회장), Materials Science of Natural and Modified 

DNAs

- 한국과학상 수상기념강연: 백명현(서울대), From Macrocyclic Complexes to 

Functional Materials

- 학술상 수상기념강연: 이창희(강원대), Oligo-pyrrolic Macrocylces: From Anion 

Recognition to Ion-Pair Recognition

7.12~21 제40회 국제화학올림피아드 대회 참가 

- 개최지: 헝가리 부다페스트

- 금3, 동1 획득으로 66개 참가국 중 4위

8. 3~15 화학올림피아드 여름학교 서강대학교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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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2015년 IUPAC General Assembly 및 IUPAC Congress 유치추진 및 추진위원회 위원

장(김명수, 서울대) 승인(3차 이사회)

8.18~9.5 제44대 회장(임기: 2010.1.1~12.31) 선거 투표 

- 도춘호(순천대) 후보 당선

10.6 (특별위원회) 학회발전사업위원회 규정 제정 및 위원장 선임(박호군, 전 과학기술부 장관 

및 전 인천대학교 총장)(4차 이사회 의결)

10.13 「화학인력총람 2008」 발간

10.16~17 102회 학술발표회, 총회 및 기기전시회 개최(제주 ICC)

- 특별강연 2편, 기념강연 1편, 분과기념강연 5편, 워크샵 7편, 심포지엄(외국인 초청 강

연포함) 130편, 구두발표 26편, 포스터발표 1,371편 

- 특별강연: 이흔(KAIST), Ice and Like-Ice: Challengeable and Mysterious 

Material, Ira S. Reese(미국 중앙관세분석소), FTA 시대 무역 기술장벽과 

무역 안전분야 분석과학기술

- 이태규 학술상 수상기념강연: 강헌(서울대), UV Photochemistry at Ice Surfaces

- 화학경영자상 수상기념강연: 김치형 대표(SK가스)

2009 

1.6 제43대 회장 윤민중 회무 인수

1.4~16 화학올림피아드 겨울학교 서울대학교에서 개최

1.1~31 1차 화학전공학위인증제 시행

4.16~17 103회 학술발표회, 총회 및 기기전시회 개최(서울 COEX)

- 기념강연 1편, 분과기념강연 2편, 심포지엄(외국인 초청 강연 포함) 119편, 구두발표 

52편, 포스터발표 1,335편

- 학술상 수상기념강연: 이명수(연세대), Beyond Molecules: From Self-Assembly to 

Supramolecular Structures

- KCS-School

- 특별강연: 한국연구재단 출범과 기초연구 사업 추진 방향

7.1~31 2차 화학전공학위인증제 시행

7.7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에서 화학 홍보부스 운영

7.10~9.10 화학 시화 대회

- 1,251편 접수(대상 1팀, 금상 2팀, 은상 5팀, 동상 12팀, 단체팀 1팀 시상)

7.10~9.10 화학 포스터 대회

- 655편 접수(대상 1팀, 금상 3팀, 은상 5팀, 동상 10팀, 단체팀 1팀 시상)

7.18~27 제41회 국제화학올림피아드 대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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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최지: 영국 런던

- 금3, 동1 획득으로 66개 참가국 중 3위

7.24 제48회 IUPAC General Assembly 및 제 45회 IUPAC Congress 대회 조직위원회 설치 

및 조직위원장(김명수, 서울대) 선임(5차 이사회 의결)

7.30~8.7 IUPAC 45th GA & 42nd Congress 참석 

- 개최지: 영국 글래스고우

- 화학회 대표: 윤민중 회장, 김명수 전회장(IUPAC-2015 유치위원장), 

강한영(IUPAC-2015 유치위원회 위원), 조정혁 총무부회장, 

김홍래 차기학술부회장

- 진정일 전회장 IUPAC 회장에 당선(임기: 2008-2009)

- IUPAC-2015 한국 개최 확정

8.2~14 화학올림피아드 여름학교 충남대학교에서 개최

8.5 48th IUPAC GA & 45th Congress 국내 개최 유치 확정

(영국 글래스고우에서 개최된 IUPAC 총회에서 확정)

8.17~9.4 제45대 회장(임기: 2011.1.1~12.31) 선거 투표 

- 김낙중(한양대) 후보 당선

9.3 KCS-JAIMA 한일기술교류세미나 개최 협력 양해각서 체결

9.13~15 15th FACS GA & 13th ACC 참석

- 개최지: 중국 상해

10.15 세계화학의 해(IYC-2011) 준비위원회 규정 제정(7차 이사회 의결)

10.28~30 104회 학술발표회, 총회 및 기기전시회 개최(대전 DCC)

- 특별강연, 기념강연, 심포지엄 127편, 구두발표 49편, 포스터발표 1,383편

- 기조강연: Daniel W. Armstrong(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 Ionic 

Liquids in Separations and Mass Spectrometry, a New Frontier

- 이태규 학술상 수상기념강연: 이성열(경희대), 양자간섭으로부터 용매의 비대칭 촉매효

과까지: 이론 및 계산화학의 새로운 지평

- 특별강연: Roger D. Kornberg(Stanford University), 양정선(산업안전보건연구원)

- 화학주간 선포 및 2015 IUPAC 세계화학자대회 휴지 기념식

- 화학쇼

- KCS School

- Job Fair

10.28 영국왕립화학회와 국제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11.3 KISTI와 업무협력 협정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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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6 제44대 회장 도춘호 회무 인수

1.10~22 화학올림피아드 겨울학교 KAIST에서 개최

4.27 학생기자 규정 제정(3차 이사회 의결)

4.29~30 105회 학술발표회, 총회 및 기기전시회 개최(인천 송도컨벤시아)

- 기조강연, 기념강연, 심포지엄 179편, 구두발표 41편, 포스터발표 1,241편

- 기조강연: Joseph S. Francisco(ACS President), The Chemical Enterprise : 

Thinking and Acting Globally

- 학술상 수상기념강연: 장석복(KAIST), Searching for New Reactivity of Transition 

Metal Catalysts for the Efficient and Selective Organic 

Transformations

- KCS-RSC 공동 심포지엄

- KCS-JAIMA 공동 심포지엄

- KCS School-산학협동강좌

7.6 Ree-Natta Lectureship Awards 체결

7.7 학회 창립 제64주년 및 ‘화학의 날’ 제정 기념 행사(고려대) 

7.12~8.31 화학 시화 대회

- 1,199편 접수(대상 1팀, 금상 2팀, 은상 5팀, 동상 10팀, 장려상 25팀, 단체팀 1팀 시상)

7.12~8.31 화학 포스터 대회

- 691편 접수(대상 1팀, 금상 3팀, 은상 5팀, 동상 10팀, 장려상 25팀, 단체팀 1팀 시상)

7.19~28 제42회 국제화학올림피아드 대회 참가 

- 개최지: 일본 도쿄

- 금3, 은1 획득으로 68개 참가국 중 태국과 공동 2위

8.1~13 화학올림피아드 여름학교 전남대학교에서 개최

8월 초~10월 초 화학이미지 컨테스트

8.16~9.3 제46대 회장 선거(임기: 2012.1.1~12.31) 투표 

- 이덕환(서강대) 후보 당선

10.14~15 106회 학술발표회, 총회 및 기기전시회 개최(대구 EXCO)

- 특별강연, 기념강연, 심포지엄 161편, 구두발표 41편, 포스터발표 1,389편, 설명회 7건 

- 기조강연

   * Byung Chan Eu (McGill University), Compensated Heat, Uncompensated 

Heat, Generalized Thermodynamics and Generalized Hydrodynamics

   * Maurizio Prato(University of Trieste), Carbon nanotubes in materials 

science and nanomedicine

- 한국 과학상 수상기념강연: 윤경병(서강대), Organization of Nano and Mic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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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Blocks into Functional Materials

- 이태규 학술상 수상기념강연: 고재중(고려대), Molecular Engineering of Highly 

Efficient Sye-Sensitized Solar Cells

12.10 국제 학생 학술발표회 개최(고려대)

12.15~20 Pacifichem 2010 참석

- 개최지: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 참석자: 도춘호 회장 및 운영위 위원, 사무국 직원

- 전시회 공간에서 화학회 홍보 부스 운영

2011 

1.4 제45대 회장 김낙중 회무 인수

1.9~21 화학올림피아드 겨울학교 충남대학교에서 개최

4.18~5.16 화학 시화 대회

- 2,136편 접수(대상 1팀, 금상 2팀, 은상 5팀, 동상 10팀, 단체팀 1팀 시상)

4.18~5.16 화학 포스터 대회

- 1,828편 접수(대상 1팀, 금상 3팀, 은상 5팀, 동상 10팀, 단체팀 1팀 시상)

4.28~29 107회 학술발표회, 총회 및 기기전시회 개최(제주 ICC)

- 기조강연, 기념강연, 심포지엄 179편, 구두발표 54편, 포스터발표 1,477편

- 기조강연: Akira Fujishima(Tokyo University of Science), TiO2 Photocatalysis: 

Present  Situation and Future Approaches

- 학술상 수상기념강연: 김봉수(KAIST), A Gold Nanowire

- KCS School: 플라즈마기술과 산업적 응응용

5.30~8.9 지부광역화 학술행사 지원

- 광주·전남-전북, 대구경북-울산-경남부산, 대전·충남-충북

6.12 Physical Chemistry Chemical Physics 파너트쉽 협약

7.1 학회 웹사이트 리뉴얼

7.9~18 제43회 국제화학올림피아드 대회 참가 

- 개최지: 터키 앙카라

- 금4 획득으로 70개 참가국 중 중국과 공동 1위

7.9~12 RSC International Chemistry Summit 참석

개최지: 영국 런던

참석자: 김낙중 회장, 신동명 IYC 부회장, 박승민 학술실무이사

7.30~8.7 IUPAC 46th GA & 43th Congress 참석 

- 개최지: 푸에르토리코 산후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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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회 대표: 김낙중 회장, 여인형 총무부회장, 신동명 IYC 부회장, 강한영 

IUPAC-2015 조직위원회 위원, 이상원 IUPAC-2015 조직위원회 위원

7.31~8.12  화학올림피아드 여름학교 한양대학교(고2 서울캠퍼스, 고1 ERICA 캠퍼스)에서 개

8.12~9.1 제47대 회장(임기: 2013.1.1~12.31) 선거 투표 

- 강한영(충북대) 후보 당선

9.4~7 FACS 16th GA & 14th ACC 참석

- 개최지: 태국 방콕 

- 참석자: 김낙중 회장, 신동명 IYC 부회장

9.5~8 16th FACS GA & 14th ACC 참석

- 개최지: 태국 방콕 

- 참석자: 김낙중 회장, 신동명 IYC 부회장

9.28~30 108회 학술발표회, 총회 및 기기전시회 개최(대전 DCC)

 - 특별강연, 기념강연, 심포지엄 156편, 구두발표 36편, 포스터발표 1,390편

 - 기조강연: Kurt Wuthrich(Cecil H. and Ida M. Green Professor of Structural 

Biology, The Scripps Research Institute), Structural 

Genomics-Using Tools of Physical Chemistry to Explore the 

Protein Universe

 - 이태규 학술상 수상기념강연: 정옥상(부산대), 금속고리 팔라듐(Ⅱ) 및 백금(Ⅱ)

 - IUPAC 특별 세션(Pre-IUPAC2015 Special Symposium)

 - ACS 특별 세션

 - IYC 2011 화학엑스포 동시 개최

10.19 Pacifichem 2015 Co-sponsoring Organization 참여 결정 및 공지

10.31 KCS-Journal Publishing Agreement : Asian Journal of Organic Chemistry : 

WILEY-VCH 협약 체결

9.7~9 KCS-JAIMA 한일국제기술교류회 참석

 - 개최지: 일본 지바시

 - 참석자: 여인형 총무부회장

9.17 ACES 회의 참석

 - 개최지: 태국 방콕

 - 참석자: 도영규 국제협력위원장

9.29 미래 화학산업 발전 로드맵 개발 연구 과제 수행(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 기간: 2011.9.29~2012.2.28

 - 연구 책임자: 김낙중(한양대)

12.1 과학 교육과정에 관한 성취기준 평가기준 개발 연구과제 수행 기관으로 선정(한국과학창의

재단)

 - 연구 기간: 2011.12.1~201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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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 책임자: 최병순(한국교원대)

12.9 Pacifichem 2015 Co-sponsoring Organization Signing Ceremony 참석

 - 개최지: 하와이 호놀룰루

 - 참석자: 김낙중 회장, 김병문 화학회 대표(서울대)

12.19 2012 다산컨퍼런스 부문별 주제 선정

 - 제출자: 신동수(창원대)

 - 주제: 녹색화학산업과 환경, 보건위생(불소 화합물을 중심으로)

12.28 융합형 과학 현장적용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단 운영 연구과제 선정(한국과학창의재단)

 - 연구 기간: 2011.12.28.~2012.7.31

 - 연구 책임자: 김희준(서울대)

[UN 제정, 세계화학의 해 해(International Year of Chemistry, IYC 2011) 사업 진행]

- 세계 화학의 해 선포식(1.27~28, 프랑스 파리)

- 3월 세계 화학의 해 선포식과 화학 선언(3.8, 프라자호텔)

- 국제학술대회(4.28~29, 제주 ICC)

- 화학 홍보대사 파견(7.1~30)

- 한민족화학자대회(8.19~20, 대전 DCC)

- 젊은화학자대회(8.19~20, 대전 DCC)

- 대한민국과학창의축전(8.10~15, 대구 EXCO)

- ChemConnect(9.28~30, 대전DCC & KOTREX)

   * 대한화학회 국제학술대회(9.29~30) 

   * 세계화학엑스포(9.28~30)(기업설명회/취업박람회/세계화학의해 기념 미술전시회)

   * 정책토론회(9.28)

   * 우수기술발표회(9.29)

   * 화학석학강연회(9.30)

   * 그린화학페스티벌(9.28~29)

-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 

- IYC 2011 폐막식(12.1, 벨기에 브뤼셀)

- 범화학학술대회(12.15-16, 대전 스파피아 호텔)

2012 

1.4 제46대 회장 이덕환 회무 인수

1.8~20 화학올림피아드 겨울학교 연세대학교에서 개최

1.31 동우화인켐 후원 협약 체결

2.3 RSC의 PCCP 관련 내규와 회계관리 규정 제정, 회장선출규정 개정(1차 이사회 의결)

- RSC의 PCCP 관련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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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hysical Chemistry Chemical Physics에 본 학회가 Ownership Partner로 참여

하고 있어 발생되는 수익금에서 물리분과회에서 위촉하는 1인의 Ownership Board 

Meeting 참석을 위한 출장비를 지원하고 잔액의 60%는 물리분과회의 학술 및 저술 

활동 증진에 사용하도록 지원

- 회계관리 규정

   * 공익법인의 의무를 준수하고, 투명한 회계 관리를 위하여 체계적인 회계규정을 마련함.

- 회장선출 규정

   * 개별적인 방문 및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은 금지하고, 선거운동을 위한 서신을 회원들

에게 전자메일로 3회에 한하여 발송

2.3 「화학교육」 휴간 결정(1차 이사회 의결)

2.24 학술지 기념호 및 기념 별쇄 발간 내규 제정

2.24 사무국의 행사지원 내규 제정

3.9 영구입주권을 소유한 과학기술회관 본관 606호에서 한국원자력아카데미의 퇴실로 해당 사

무실의 관리를 과총에 위임

- 하남 물류창고에 보관해 있던 포스터 보드 폐기 및 물류창고 계약 해지   

3.15 대한석유협회와 정유 및 화학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업무 협약 체결

3.30 탄소문화상 시행세칙 제정(2차 이사회 의결)

3.30 2011년도 이전에 발생된 모든 미수금과 미지급금 대손 처리 확정(2차 이사회 보고)

4.2~5.4 화학 시화 대회

- 1,501편 접수(대상 1팀, 금상 2팀, 은상 5팀, 동상 10팀, 단체팀 1팀 시상)

4.2~5.4 화학 포스터 대회

- 836편 접수(대상 1팀, 금상 3팀, 은상 5팀, 동상 10팀, 단체팀 1팀 시상)

4.13~14 중국화학회 80주년 기념식 참석

- 개최지: 중국 청두

- 참석자: 이덕환 회장, 석원경 조직부회장

4.25~27 109회 학술발표회, 총회 및 기기전시회 개최(일산 KINTEX)

 ※ 학술발표회 기간을 3일로 변경

- 기조강연, 기념강연, 심포지엄 131편, 구두발표 37편, 포스터발표 1,348편

- 기조강연: K. C. Nicolaou(Department of Chemistry, The Scripps Research 

Institute & Department of Chemistry and Biochemistry, University 

of California), Total Synthesis of Biologically Active Molecules

- 학술상 수상기념강연: 이상엽(서울대), Recent Developments in the Theory of 

Diffusion-Influenced Reaction Kinetics

- KCS-RSC 공동 심포지엄(주제: Chemical Biology)

- 기초과학연구원 심포지엄

- 여성과학자 네트워크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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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코 산학 워크샵

- 동우화인켐 특별 세션 

5.7~16 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연구재단의 연구 지원사업 관련 설문조사 시행

5.30 지부광역화 학술행사 지원

- 강원-충북, 대구·경북-경남-부산-울산, 광주·전남-전북

6.19 Post-BK21(글로벌 엑셀) 사업 관련 간담회 개최 

- 개최지: 한국과학기술회관 소회의실

- 참석자: 학회 운영위원회 위원, 과학기술 기초 분야 사업단, 이학 분야 사업단 등

6.26 교육과학기술부에 WCU/BK 후속사업에 대한 학회의 제언 공문 제출

- 각 대학의 전통과 비전이 반영된 자율적으로 다양한 인력 양성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 

마련 필요

- 글로벌 리더형이 필요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자율혁신형과 미래기반형의 자원을 확

대해야 함.

- 융합에 대한 과도한 요구와 작은 지원은 학과와 학문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역기능을 초래

7.21~30 제44회 국제화학올림피아드 대회 참가 

- 개최지: 미국 워싱턴

- 금4 획득으로 72개 참가국 중 1위

7.29~8.10 화학올림피아드 여름학교 서강대학교에서 개최

8.15 고분자학회와 IUPAC 공동 활동에 관한 협약 체결

- 한국의 NAO 자격은 대한화학회가 유지

- IUPAC 고분자 분과위원회의 한국 대표 위원의 추천 및 관련 활동은 고분자학회가 전담

- IUPAC 연회비의 1/8을 고분자학회에서 부담

8.17~9.5 제48대 회장(임기: 2014.1.1~12.31) 선거 투표 

- 최중길(연세대) 후보 당선

8.30 상남회관 현판 복원 및 학회사무실 입구에 거치

- 역삼동 상남회관: 1995.11.1~2006.12.17까지 사용

10.15 학회 웹사이트 개선

- 모바일 버전을 별도 제작하여 데스크탑 버전에서 게재되는 모든 내용이 모바일 버전에 

자동적으로 반영되도록 개선

10.17~19 110회 학술발표회, 총회 및 기기전시회 개최(부산 BEXCO)

- 특별강연, 기념강연, 심포지엄 148편, 구두발표 61편, 포스터발표 1,519편

- 기조강연: John A. Rogers(Department of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University of Illinois), Materials for Bio-Integrated Electronics

- 이태규 학술상 수상기념강연: 남원우(이화여대), Biomimetic Metal-Oxygen 

Intermediates in Dioxygen Activation Chemistry

- KCS-GDCh-Angewandte Joint Sympos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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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 Solid State Chemistry

- 동우화인켐 특별 세션

- 연구윤리 특별 세션(연구지원정책, 연구윤리 및 후속 BK21 포럼)

- 지식재산 특별 세션

- 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 산학 워크샵

10.18 KCS-GDCh와 상호협정 체결

11.14~16 다산컨퍼런스 개최

- 개최지: 창원 시티풀먼호텔

11.30~12.1  대만화학회 초청 컨퍼런스 참석

- 개최지: 대만 타이난

- 참석자: 이덕환 회장

12.7 탄소문화상 시상식 및 심포지엄 개최

- 개최지: 웨스틴 조선호텔

- 수상자

   * 대상: 박이문 교수(전 연세대 특별초빙교수, 시몬즈대 명예교수)

   * 학술상: 김관수 교수(연세대 화학과), 김상규(KAIST 화학과), 

이분열(아주대 분자과학기술학과)

   * 기술상: 양갑승(전남대 고분자-섬유시스템공학과)

2013 

1.3 제47대 회장 강한영 회무 인수

1.6~18 화학올림피아드 겨울학교 KAIST에서 개최

1.20~31 2012-2013 학술지 편집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학술지 위상개선’ 설문조사 시행

1.28 한국연구재단의 기초연구진흥을 위한 연구교류회 지원사업 연구기관으로 선정

- 연구 기간: ’13.1.28 ~ 3.27

- 연구 책임자: 강한영 회장

2.1 세진시아이 후원 협약 체결

2.1 종신회비를 50만 원으로 인상(1차 이사회 의결)

2.1 학술발표회 참가비 인상 확정(1차 이사회 의결)

2.17 동우화인켐 후원 협약 체결

3.29 탄소문화원 설립 및 원장(이덕환 전 회장, 서강대) 선임(2차 이사회 의결)

3.29 학회발전기금의 일반회계 지원 개정(2차 이사회 의결)

- 매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 동안 발생된 학회발전기금의 과실금의 33%를 일

반회계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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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협력사업경비(학회를 대표하여 국제행사(IUPAC, FACS, IChO)에 참가할 때 소요

되는 경비)를 전년도 11월 1일자로 계상된 학회발전기금 과실금의 20% 이내에서 지원

4.1~5.10 화학 시화 대회

- 1,552편 접수(대상 1팀, 금상 2팀, 은상 5팀, 동상 10팀, 단체팀 1팀 시상)

4.1~5.10 화학 포스터 대회

- 220편 접수(대상 1팀, 금상 3팀, 은상 5팀, 동상 10팀, 단체팀 1팀 시상)

4.7~13 ACS Spring Meeting 참석

- 개최지: 미국 올리언스

- 참석자: 강한영 회장

4.17~19 111회 학술발표회, 총회 및 기기전시회 개최(일산 KINTEX)

- 기조강연, 기념강연, 심포지엄 149편, 구두발표 68편, 포스터발표 1,208편

- 기조강연: K. N. Houk(Department of Chemistry and Biochemistry, University 

of California), Computations To Explain and Predict: 

Cycloadditions of Organic Synthesis, Chemical Biology, and 

Organic Materials

- 학술상 수상기념강연: 송충의(성균관대), Enantioselective Cooperative 

Organocatalysis using a High-Performance Chiral Anion 

Generator 

- KCS-ACR(Accounts of Chemical Research) 공동 심포지엄

- 학술지 위상 개선을 위한 공청회 

5.29 동우화인켐 심포지엄(동우화인켐 평택연구소)

- 김한기(경희대), Flexible OLED 전극기술

- 박진성(한양대), Flexible AMOLED용 TFT기술

- 채희엽(성균관대), Flexible OLED 및 봉지기술 

- 곽민기(KETI), Touch구조 및 소자기술

- 김중배(듀링), Touch 전극 소재기술

- 장 욱(UI센서블), Touch인터페이스 최신 기술 동향

5.30 지부광역화 학술행사 지원

- 강원-충북, 대구·경북-경남-부산-울산, 광주·전남-전북

7.15~24 제45회 국제화학올림피아드 대회 참가 

- 개최지: 러시아 모스크바

- 금3, 은1 획득으로 77개 참가국 중 중국, 대만과 공동 1위

7.21~8.2 화학올림피아드 여름학교 충남대학교에서 개최

7.24 화학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는 내용으로 환경부와 업무협약

7.24 화학물질 안전을 위한 환경부-대한화학회 공동 심포지엄 개최

- 개최지: 더케이서울호텔 거문고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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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사 및 발표 주제

   * 이진규(서울대), 대학연구실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 서영태(환경부),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 현황 및 향후방향

   * 이익모(인하대), 화학물질 사고사례

   * 황승률(환경부), 화학사고 대응 및 수습

   * 진향교(화학연), 화학사고 안전 관리 체계의 선진화

8.8~15 IUPAC 47th GA & 44th Congress 참석 

- 개최지: 터키 이스탄불

- 화학회 대표: 강한영 회장, 하현준 총무부회장, 김명수 IUPAC-2015 조직위원회 위원

장, 진정일 전 회장(IUPAC 전 회장), 박승민 IUPAC-2015 학술위원회 위원장, 옵저버 

김병문 학술부회장

8.16~9.5 제49대 회장(임기: 2015.1.1~12.31) 선거 투표 

- 김홍석(경북대) 후보 당선

8.19~23 17th FACS GA & 15th ACC 참석

- 개최지: 싱가포르 센토사 리조트 

- 참석자: 강한영 회장, 권장혁 산학협력부회장

8.31~9.5 GDCh Chemistry Forum 참석

- 개최지: 독일 다름슈타트

- 참석자: 강한영 회장, 하현준 총무부회장, 김병문 학술부회장

- 연사: 한상우(KAIST), 최희철(한국외대), 민달희(서울대)

9.1 지부, 분과회 주관 학술행사 지원 시스템 오픈

9.27 학술지 간행위원회 설립, 위원장(선호성, 성균관대) 선임(3차 이사회 의결)

9.30 화학술어집(제5개정판)을 1998년에 제정한 “화합물 명명법 기본 원칙”에 따라 수정, 완료

된 술어집을 파일 형태로 회원 대상으로 배포

10.8 교육부 대입제도과에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 개선(안)에 대한 의견 회신

10.16~18 112회 학술발표회, 총회 및 기기전시회 개최(창원 CEC)

- 특별강연, 기념강연, 심포지엄 132편, 구두발표 61편, 포스터발표 1,219편

- 기조강연: K. Barry Sharpless(The Scripps Research Institute), Click2-another 

near-perfect click reaction

- 이태규 학술상 수상기념강연: 이문호(POSTECH), Novel Functional Polymer 

Nanostructure Systems: Synthesis, Fabrication, 

Structure and Properties

  * CEO 특강: 신우성 대표이사(한국바스프)

  * 여성위원회 특별 세션

  * 동우화인켐 특별 세션

  * KCS-JAIMA 공동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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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연구재단의 학술지발전위원회 위원 후보로 하현준 회원(한국외대) 추천

11.22 과총의 학회 학술활동 진흥 사업 위원으로 박승민 차기 총무부회장 추천

10.31 2014 한국다우케미칼 우수논문상 시행 및 화학올림피아드 후원 협약 체결

12.4 탄소문화상 시상식 및 심포지엄 개최

- 개최지: 웨스틴 조선호텔

- 수상자

   * 대상: 김경동 교수(KAIST 경영대학 초빙교수, 서을대 명예교수)

   * 언론상: 한삼희 논설위원(조선일보)

   * 학술상: 도영규 교수(KAIST 화학과), 홍종인 교수(서울대 화학부), 

문명희(연세대 화학과)

   * 기술상: 문두경 교수(건국대 융합신소재공학과)

2014 

1.6 제48대 회장 최중길 회무 인수

1.5~17 화학올림피아드 겨울학교 POSTECH에서 개최

1.12 Wiley-VCH와 ChemNanoMat 발간을 위한 협약 체결 참여 

- ACES(Asian Chemistry Editorial Society 파트너로 참여

2.1 동우화인켐 후원 협약 체결

2.17 동일시마즈와 공식후원 협약 체결

2.19~26 학회 회원 대상으로 학회장 선거제도에 관한 설문조사 실시

- 임기와 선출방식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 회원의 71.4%가 임기 2년이 적정한 것으

로 응답, 70.1%가 직선제가 적절한 것으로 응답

2.28 화학관련 학과 졸업 학부생 대상 대한화학회 회장상 수여 시행

3.10 세진시아이 후원 협약 체결

3.28 학회 정관 개정(2차 이사회 의결)

- 회장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개정

- 이사와 감사 임기를 1년에서 2년~4년으로 개정

- 기타 공익법인 정관을 준용하여 조정

3.31~5.9 화학 시화 대회

- 973편 접수(대상 1팀, 금상 2팀, 은상 5팀, 동상 10팀, 단체팀 1팀 시상)

3.31~5.9 화학 포스터 대회

- 208편 접수(대상 1팀, 금상 2팀, 은상 5팀, 동상 11팀, 단체팀 1팀 시상)

4.16~18 113회 학술발표회, 총회 및 기기전시회 개최(일산 KINTEX)

- 기조강연, 기념강연, 심포지엄 129편, 구두발표 82편, 포스터발표 1,174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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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조강연: George C. Schatz(Northwestern University), Plasmon-molecule 

interactions

- 학술상 수상기념강연: 정택동(서울대), Electrochemistry; Bedrock of energy 

conversion, eco-information Processing and 

Biointerface

- 여성위원회 특별세션

- 동우화인켐 특별세션

- 한국다우케미칼 어워드 수상자 구두발표

4.17 영국왕립화학회와 국제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연장

5.30 지부광역화 학술행사 지원

- 강원-충북, 대구·경북-경남-부산-울산, 광주·전남-전북

7.1 초중고 융합형 과학 교육과정 연구 과제 수행(창의재단)

- 연구 기간: 2014.7.1.~2015.3.15

- 연구 책임자: 이덕환(서강대)

7.20~29 제46회 국제화학올림피아드 대회 참가 

- 개최지: 베트남 하노이

- 금1, 은3 획득으로 88개 참가국 중 8위

7.20~8.1 화학올림피아드 여름학교 충북대학교에서 개최

8.16 1차 화학적성시험(Chemistry Aptitude Test, CAT) 시행

8.19 서울대 대학원 배치고사를 화학적성시험(Chemistry Aptitude Test, CAT)으로 시행

8.19 대전·충남지부를 대전·충남·세종지부로 명칭 변경 의결(1차 이사회 의결)

9. 4 화학술어 7,000개 개정(화학술어위원회)

10.11 ACES 회의 참석

- 개최지: 중국 북경

- 참석자: 도영규 국제협력위원장

10.15~17 114회 학술발표회, 총회 및 기기전시회 개최(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 특별강연, 기념강연, 심포지엄 127편, 구두발표 65편, 포스터발표 1,286편

- 기조강연: 남학현(광운대), 실험실 연구에서 사업으로: 화학/바이오센서 연구팀의 사례

- 이태규 학술상 수상기념강연: 이상엽(서울대), Some Simple Ideas in Perturbation 

Theories

- 산학심포지엄: 신약개발의 미래지향적 방향: 화학과 생명과학의 융합연구

- 특별 세션: The Secrets of Scientific Publishing

10.27~31 제50대 회장(임기: 2016.1.1~2017.12.31) 선거 온라인 투표 

  이창희(강원대) 후보 당선

11.25 Bulletin지를 Wiley-VCH에 온라인 발간을 위탁하는 계약 체결(3차 이사회 의결을 통해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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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동우화인켐 심포지엄(동우화인켐 평택연구소)

- 김상수(성균관대), Flexible Display 미래전망

- 안성덕(ETRI), Flexible 및 Wearable Display Touch 기술

- 김도근(재료연구소), 차세대투명전극소재

- 노진수(순천대), 인쇄전자 기술동향(Application 중심)

- 신기련(건국대), 인쇄전자 기술동향(공법중심)

11.29 2차 화학적성시험(Chemistry Aptitude Test, CAT) 시행

12.8 2015 한국다우케미칼 우수논문상 시행 및 화학올림피아드 후원 협약 체결

2015 

1.7 제49대 회장 김홍석 회무 인수

1.4~16 화학올림피아드 겨울학교 연세대학교에서 개최

1.20 Bulletin지 Wiley-VCH을 통한 발간 시작

2.6 한국과학창의재단의 2015 과학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정책연구를 위한 과학계 의견 수렴 

요청에 대한 화학회 의견 제출

- 학생들이 배워야 할 과학계 학문적 성취 목록 및 내용

2.28 화학관련 학과 졸업 학부생 대상 대한화학회 회장상 수여 시행

3.3 동우화인켐 후원 협약 체결

3.27~29 CSJ 95th Annual Meeting 참석

- 개최지: 일본 교토 Funabashi Campus of Nihon University

- 참석자: 김홍석 회장, 이덕형 학술부회장

3.30 지부광역화 학술행사 지원

- 강원-충북, 대구·경북-부산-울산, 광주·전남-전북

3.30~5.8 화학 시화 대회

- 666편 접수(대상 1팀, 금상 2팀, 은상 5팀, 동상 10팀, 단체팀 1팀 시상)

3.30~5.8 화학 포스터 대회

299편 접수(대상 1팀, 금상 2팀, 은상 5팀, 동상 11팀, 단체팀 1팀 시상)

4.3 세진시아이 후원 협약 체결

4.15~17 115회 학술발표회, 총회 및 기기전시회 개최(일산 KINTEX)

- 기조강연, 기념강연, 심포지엄 127편, 구두발표 120편, 포스터발표 1,295편

- 기조강연: Tamio Hayashi(Institute of Materials Research and Engineering, 

A*STAR, Department of Chemistry,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Chiral Diene Ligands for Asymmetric Catalysis

- 학술상 수상기념강연: 박준원(POSTECH), AFM in water: Biomarker 

quantification and single molecula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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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튜토리얼: 윤웅찬(부산대), 광화학 튜토리얼

- 여성위원회 특별세션

- 동우화인켐 특별세션

- 연구비 후원 진흥 포럼

- 한국다우케미칼 우수논문상 수상자 구두 발표

7.1 학회 웹사이트 리뉴얼 오픈

7.2 대한화학회 상표 갱신

- 대한화학회 KOREAN CHEMICAL SOCIETY(상품류 41, 9), KCS(상품류 41, 9) 

2025년까지 갱신 

7.26~8.7 화학올림피아드 여름학교 부산대학교에서 개최

8.6~14 IUPAC 48th GA & 45th Congress 참석 

- 개최지: 한국 부산

- 화학회 대표: 김홍석 회장, 진정일 전 회장(IUPAC 전 회장), 강한영 전 회장, 

이창희 차기 회장, 이상기 총무부회장, 박준원 국제협력위원장, 

옵저버 사무국장

- Young Observers 참석: 노태환(부산대), 김영규(POSTECH)

8.22 1차 화학적성시험(Chemistry Aptitude Test, CAT) 시행

10.14~16 116회 학술발표회, 총회 및 기기전시회 개최(대구 EXCO)

- 특별강연, 기념강연, 심포지엄 145편, 구두발표 112편, 포스터발표 1,126편

- 기조강연: Sung-Hou Kim(Department of Chemistry,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Discovery Process of Cancer Drug Zelboraf: Broader 

Implications of Chemical Approaches to Cancer Therapy

- 이태규 학술상 수상기념강연: 윤문영(한양대), Development of a chemical-based 

potent anti-bacterial agent and a novel small 

molecule-based theragnostic agent for disease

- 특별 세션: Quantum Chemistry: An Essential Tool for Modern Chemistry

- 튜토리얼: Photo-chemistry Tutorial for OLED Applications: Energy-and 

Electron-Transfer Processes in Excited States

- KCS-JAIMA 공동 심포지엄

- 신진연구자 학술포럼

- 화학물질 안전 심포지엄

11.2 한국다우케미칼과 한국다우케미칼 우수논문상 시행 및 화학올림피아드 후원 협약 체결

11.21 2차 화학적성시험(Chemistry Aptitude Test, CAT) 시행

12.15~20 Pacifichem 2015 참석

- 개최지: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 참석자: 김홍석 회장, 이상기 총무부회장, 금교창 총무실무이사, 사무국 국장 및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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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회 공간에서 화학회 홍보 부스 운영

11.11 동우화인켐 심포지엄(동우화인켐 신소재연구소)

- 이정익(한국전자통신연구원), IOT 전망

- 서민철(경희대),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관련

- 박철민(연세대), 플렉시블 터치센서 소재 관련

- 김명수(고려대), 반도체용 케미컬 관련

11.12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학교와 대학의 기초과학분야 교육 연계 강화 방안 연구 시행

(한국과학창의재단)

- 연구 책임자: 김홍석(경북대)

- 연구 기간: ~ 2016.2.29

11.2 2016 한국다우케미칼 우수논문상 시행 및 화학올림피아드 후원 협약 체결

2016 

1.6 제50대 회장 이창희 회무 인수

1.26 세진시아이 후원 협약 체결

1.29 연구실안전위원회 설립, 규정 제정 및 위원장(이익모, 인하대) 선임(1차 이사회 의결)

1.29 2018~2021년 학술발표회 개최 장소 확정(1차 이사회 의결)

1.10~22 화학올림피아드 겨울학교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에서 개최

2.3 화학교육·홍보기금을 학술상 기금으로 통합, SSC Kit 기금을 학회발전기금으로 통합(1차 

기금위원회)

2.28 화학관련 학과 졸업 학부생 대상 대한화학회 회장상 수여 시행

3.16~19 18th FACS GA & 16th ACC 참석

- 개최지: 방글라데쉬 다카

- 참석자: 박종석(경북대, 화학교육·홍보위원회위원장)

3.24 학회발전기금의 일반회계 지원 내용 개정, 종신기금 분리

(1차 기금위원회, 2차 이사회 의결)

- 학회발전기금에서 당해 연도 11월 1일 기준으로 발생된 과실금의 33%를 일반회계로 

지원

- 전년도 11월 1일 기준으로 발생된 과실금의 20% 범위에서 IUPAC, FACS 참가비와 

외국화학회와의 MOU 체결 관련 국제행사 경비를 지원

3.25~27 CSJ 96th Annual Meeting 참석

- 개최지: 일본 교토 Doshisha University

- 참석자: 이창희 회장,

3.28~5.13 화학 시화 대회

- 930편 접수(대상 1팀, 금상 2팀, 은상 5팀, 동상 10팀, 단체팀 1팀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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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5.13 화학 포스터 대회

- 294편 접수(대상 1팀, 금상 2팀, 은상 5팀, 동상 10팀, 단체팀 1팀 시상)

4.5 동우화인켐 후원 협약 체결

4.20~22 117회 학술발표회, 총회 및 기기전시회 개최(일산 KINTEX)

- 기조강연, 기념강연, 심포지엄 125편, 구두발표 142편, 포스터발표 1,031편

- 기조강연: 이관순(한미약품 CEO), 글로벌 신약강국을 향한 도전

- 학술상 수상기념강연: 윤주영(이화여대), From Fluorescent Chemosensors to 

Fluorescent Probes for Bio-imaging

- 튜토리얼

- IBS 심포지엄: 시공간 분해 분광학 및 이미징

- SRC 심포지엄: 유기합성 새로운 반응성과 전략을 중심으로

- 기초연구발전을 위한 심층 토론회

- 여성위원회 세션

- 동우화인켐 특별 세션

- 한국다우케미칼 우수논문상 수상자 구두발표

- 써모피셔사이언티픽코리아 산학협력세션

5.23 지부광역화 학술행사 지원

- 대구·경북-경남-부산-울산, 광주·전남-전북

5.28 1차 화학적성시험(Chemistry Aptitude Test, CAT) 시행

7.1~3 CCS Chemistry Congress 참석

- 개최지: 중국 대련

- 참석자: 이창희 회장

- KCS-CCS 국제학술교류 협약

7.23~8.1 제48회 국제화학올림피아드 대회 참가 

- 개최지: 조지아 트빌리시

- 금3, 은1 획득으로 67개 참가국 중 대만, 러시아, 루마니아와 공동 2위

7.31~8.13 화학올림피아드 여름학교 GIST에서 개최

7.21~23 ACES 회의 참석

- 개최지: 호주 멜버른

- 참석자: 도영규 국제협력위원장

8.20 2차 화학적성시험(Chemistry Aptitude Test, CAT) 시행

9.23 각종 기금의 일반회계 지원율 개정(2차 기금위원회, 3차 이사회 의결)

- 종신기금

   * 매년 11월 1일 기준 종신회원 수, 해당 연도의 정회원 연회비, 지원율 20%의 곱으로 

지원 (종신회원 수×정회원 연회비×지원율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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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발전기금

    * 직전연도 학회 결산을 기준으로 인건비, 보험료, 수수료, 회계검토/세무컨설팅 및 법

인세 조정비용으로 집행된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학술상 상금, 화학교육상 상금

   * 학술상 상금: 6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화학교육상 상금: 현재 시상금액인 50만원 

10.12~14 118회 학술발표회, 총회 및 기기전시회 개최(부산 BEXCO)

- 특별강연, 기념강연, 심포지엄 133편, 구두발표 114편, 포스터발표 1,277편

- 이태규 학술상 수상기념강연: 지대윤(서강대), Nucleophilic fluorination: Is it 

possible at room temperature?

- 학회 창립 7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 주제: Chemistry: Perspectives for the Future)

   * George M. Whitesides(하버드대학교): Simple/Low-cost Bioanalysis for the 

Developing World and Point of Care

   * Tetsuro Majima(오사카대학교): Single-Molecule, Single-Particle Chemistry of 

Nanocatalysts for Light Energy Conversion

  * 박홍근 교수(하버드대학교): Nanoscale Gems, Needles and Grooves: New 

Material Platforms for Physical and Life Science 

Research

- 대한화학회 창립 60주년&한국화학연구원 설립 40주년 기념식 개최

- 대한민국 기초연구미래와 2017년 기초연구사업 발전 방안 포럼

- IBS 심포지엄

- 대학원생들을 위한 실험실 안전 포럼

- 신종질병 대응 기술 포럼

- 사례로 알아보는 특허 심포지엄

10.24~28 제51대 회장(임기: 2018.1.1~2019.12.31) 선거 온라인 투표 

- 하현준(한국외대) 후보 당선

11.2 2017 한국다우케미칼 우수논문상 시행 및 화학올림피아드 후원 협약 체결

11.8 동우화인켐 창립 25주년 기념 심포지엄(동우화인켐 신소재연구소)

- 곽민기(KETI), QD관련

- 하정환(스미토모화학), 반도체 패터일 재료개발 방향 관련

- 임상우(연세대), 기능성 Process Chemical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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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8~20 화학올림피아드 겨울학교 서울대학교에서 개최

2.7 학회발전기금 중 20억 원을 ‘10년 만기의 즉시연금(상속형)’으로 가입하고 매월 지급되는 

이자를 별도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것으로 결정(1차 기금위원회)

2.12 동우화인켐 후원 협약 체결

2.25 1차 화학적성시험(Chemistry Aptitude Test, CAT) 시행

2.28 화학관련 학과 졸업 학부생 대상 대한화학회 회장상 수여 시행

3.1 네이버 화학백과 제작 1기(2017.3.1~2018.5.31) 시작

3.24 초·중등교사분과회 폐지 및 화학교육분과회와 통합(1차 이사회 의결)

3.31 세진시아이 후원 협약 체결

4.3~5.16 화학 시화 대회

- 590편 접수(대상 1팀, 금상 2팀, 은상 5팀, 동상 11팀, 단체팀 1팀 시상)

4.3~5.16 화학 포스터 대회

- 153편 접수(대상 1팀, 금상 2팀, 은상 5팀, 동상 10팀, 단체팀 1팀 시상)

4.19~21 119회 학술발표회, 총회 및 기기전시회 개최(일산 KINTEX)

- 기조강연, 기념강연, 심포지엄 162편, 구두발표 166편, 포스터발표 1,058편

- 기조강연: Carolyn R. Bertozzi(Stanford University and Howard Hughes 

Medical Institute), Chemical Biology in Translation

- 학술상 수상기념강연: 김동표(POSTECH), Microfluidics: Future Synthetic Tools

- KCS-ACS Central Science 공동 심포지엄(Chemistry for Next-Generation 

Materials and Life Sciences)

- 튜토리얼: Practical Course of Structure Analysis by Single Crystal X-ray 

Diffraction

- 특별 심포지엄: University Chemistry Education, 100 Years in Korea: “Past, 

Present, and Future”

- IBS 특별 심포지엄: Genome Editing and the CRISPR/Cas Revolution

- SRC 특별 심포지엄: New Trends and Developments in Organic Synthesis

- 동우화인켐 특별 세션

- 한국다우케미칼 우수논문상 수상자 구두발표

- 대학원생들을 위한 실험실 안전교육

- 미래화학자 연구발표대회

4.20 미국화학회와 CAS-SciFinder 화학자상, 포스터상을 시행하는 것으로 MOU 체결

4.28 (가칭)과학기술인 복지콤플렉스(한국과학기술회관 본관(영구입주권 보유) 입주의견서 제출

- 현 시가(현 전세 시세 등)으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영구임대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의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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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학회는 현재 한국화학회관의 사무실에 입주해 있어 상기 건물에 입주할 예정은 아니

지만 가능하면 임대권은 한시적으로라도 유지하기를 희망함.

5.31 지부광역화 학술행사 지원

- 대구·경북-경남-부산-울산, 광주·전남-전북

6.1~10.31  학술비전 구축 과제 진행(한국과총에서 발주하여 기과협)

- 한국과총 발주

- 대한화학회, 한국물리학회, 대한수학회, 한국광학회, 한국자기학회, 한국진공학회 참여 

7.6~15 제49회 국제화학올림피아드 대회 참가 

- 개최지: 태국 나콘빠톰

- 금2, 은2 획득으로 76개 참가국 중 루마니아, 러시아, 싱가포르, 태국과 공동 6위

7.6~14 IUPAC 49th GA & 46th Congress 참석

- 개최지: 브라질 상파울루

- 화학회 대표: 이창희 회장, 나명수 산학협력부회장

- 고분자학회 대표: 윤명한(GIST)

7.23~28 19th FACS GA & 17th ACC 참석

- 개최지: 호주 멜버른 

- 참석자: 이창희 회장, 이철범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옥강민 총무실무이사

7.23~8.4 화학올림피아드 여름학교 UNIST에서 개최

8.17 한국화학연구원과 연구실험실 안전문화 확산 협약 체결

8.19 2차 화학적성시험(Chemistry Aptitude Test, CAT) 시행

9.10~14 독일화학회 창립 150주년 기념 GDCh Science Forum Chemistry 참석

- 참석자: 이창희 회장

9.11 독일화학회와 국제 학술 교류 협력 양해각서 연장 

10.12 동우화인켐 전자재료연구소 개소 25주년 기념식(동우화인켐 익산 재료연구소)

- 이덕환(서강대), 4차 산업혁명, 화학에게 희망일까

- 김학선(UNIST), Platform Revolution

- 박상희(KAIST), 초연결성 시대에서의 Flexible Display

10.18~20 120회 학술발표회, 총회 및 기기전시회 개최(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 기조강연, 기념강연, 심포지엄 139편, 구두발표 139편, 포스터발표 1,041편

- 기조강연: Kirk S. Schanze(Department of Chemistry, University of Texas at 

San Antonio), Conjugated Polyelectrolytes in Biosensing and 

Disinfection

- 이태규 학술상 수상기념강연: 이심성(경상대), Recent Advances of 

Metallosupramolecules of Macrocycles: 

Networking, Post-Synthetic Modifications, 

Bioinspiration, and Adaptive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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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튜토리얼： NMR Applications in Chemistry

- IBS 특별 심포지엄: Developing New Catalytic Organic Reactions and 

Investigating Their Applications

- SRC 특별 심포지엄：Biomimetic Catalysis Based on Porous Platform (BCP2)

- KCS-JAIMA 공동 심포지엄

- 특별 심포지엄: NRF 기초연구비지원, 삼성미래기술연구비 지원 

- 실험실 안전 교육

- 미래화학자 연구발표대회

12.1 2018 한국다우케미칼 우수논문상 시행 및 화학올림피아드 후원 협약 체결

12.8 한국다우케미칼과 2018한국다우케미칼 우수논문상 시행 및 화학올림피아드 후원협약 체결

2018 

1.3 제51대 회장 하현준 회무 인수

1.8~19 화학올림피아드 겨울학교 경희대학교 용인캠퍼스에서 개최

1.26 세진시아이 후원 협약 체결(2018~2019)

2.12 동우화인켐 후원 협약 체결

2.28 화학관련 학과 졸업 학부생 대상 대한화학회 회장상 수여 시행

3.16 학술발표회 참가비, 종신회원 회비 인상(1차 이사회 의결)

- 종신회원 회비: 가입 당시 20년치 정회원 연회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

3.16 2022-2025년 춘·추계 학술발표회 개회장소 확보 결정(1차 이사회 의결)

3.21~23 CSJ 98th Annual Meeting 참석

- 개최지: 일본 도쿄 Nihon University

- 참석자: 하현준 회장, 이상원 총무부회장

3.28 과총의 과학기술인 복지콤플렉스 건립 관련 과학기술회관 영구입주권 보유 13개 학회 간

담회 참석

4.3~5.16 화학 시화 대회

- 575편 접수(대상 1팀, 금상 2팀, 은상 5팀, 동상 10팀, 단체팀 1팀 시상)

4.3~5.16 화학 포스터 대회

- 260편 접수(대상 1팀, 금상 2팀, 은상 5팀, 동상 10팀, 단체팀 1팀 시상)

4.18~20 121회 학술발표회, 총회 및 기기전시회 개최(제주 ICC)

- 기조강연, 기념강연, 심포지엄 146편, 구두발표 112편, 포스터발표 1,353편

- 기조강연: Daniel G. Nocera(Patterson Rockwood Professor of Energy, 

Department of Chemistry and Chemical Biology, Harvard 

University), Fuels to Food from Sunlight, Air and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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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상 수상기념강연: 김동호(연세대), A Journey to Molecular Excitonic World

- KBSI 심포지엄

- NFEC 심포지엄

- 동우화인켐 특별세션

- 실험실 안전 교육

- 특별 세션: 과학기술혁신본부의 R&D 규제혁파 방안 소개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 한구다우케미칼 우수논문상 수상자 구두 발표

- 운영위, 지부장, 분과회장 간담회

5.4~5 CCS Chemistry Congress 참석

- 개최지: 중국 항저우

- 참석자: 하현준 회장, 이상원 총무부회장, 사무국장

5.10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관련 제안서 제출(국가교육과정열린마당)

3.28 과총의 과학기술인 복지콤플렉스 건립 관련 과학기술회관 영구입주권 보유 13개 학회 간 

비상대책위원회 TF 구성

5.28 수원시와 학회 춘계 학술발표회 수원컨벤션센터 6년 개최 업무 협약

- 2019~2021년, 2023~2025년

5.29 지부광역화 학술행사 지원

- 대구·경북-부산, 광주·전남-전북

5.31 네이버 화학백과 제작 1기(2017.3.1.~2018.5.31) 완료

- 표제어 500개 완료

6.5 한국다우케미칼과 2019 한국다우케미칼 우수논문상 시행 및 화학올림피아드 후원 협약 체결

7.19~29 제50회 국제화학올림피아드 대회 참가 

- 개최지: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체코 프라하

- 금3, 은1 획득으로 76개 참가국 중 체코, 영국과 공동 3위

7.29~8.10  화학올림피아드 여름학교 DIGIST에서 개최

8.1 네이버 화학백과 제작 2기(2018.8.1~2019.7.31) 시작

9.5~7 JASIS(Japan Analytical Scientific Instruments Show) 2018 참석

- 주관: JAIMA

- 개최지: 일본 치바시 마쿠하리 메세

- 참석자: 하현준 회장, 학회 분석화학분과회 초청 연사 및 분과회장, 사무국장

- 세미나 주제 

   * Part 1 (대한화학회 교류 세션): Analysis and Application of Single Elements 

            (연사) 박종호(한국원자력과학원)

               Jian Zheng(National Institutes for Quantum and Radiological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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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원(울산대학교)

               Naoki Watanabe(Laboratory of Single-Molecule Cell Biology, Kyoto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Biostudies)

  *Part 2 (표준연 교류 세션): Particle Analysis

          (연사) 김진석(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상길(한국표준과학연구원)

          Kohei Mizuno(Particle Measurement Research Group, National 

Metrology Institute of Japan)

          정진상(한국표준과학연구원)

10.17~19 122회 학술발표회, 총회 및 기기전시회 개최(대구EXCO)

- 기조강연, 기념강연, 심포지엄 136편, 구두발표 101편, 포스터발표 1,016편

- 기조강연: Daniel Kahne(Department of Chemistry and Chemical Biology, 

Harvard University), Molecular Machines that Make Membranes

- 이태규 학술상 수상기념강연: 김성근(서울대), Tracing the Work of a Leading 

Chemist of His Time from a Modern Perspective 

- IBS 심포지엄: Recent Advances in Carbon Materials

- The 2019 Provisional Operation Plans of the Basic Research Program in the 

Science and Engineering Field(과학기술정통부)

- 산학협력 심포지엄1(SK이노베이션)

- 산학협력 심포지엄2(써모피셔사이언티픽)

- 엘스비어 런치 세미나

- 대학원생을 위한 실험실 안전 교육

- 운영위, 지부장, 분과회장 간담회

10.25 ‘과총 본관 영구입주권 보유 기퇴거학회의 재입주를 위한 공간요청 회신(비상대책위원회-

제2018-00, ‘18.10.05)’ 요청 공문에 응하여 임대신청서 제출

10.29~11.2 제52대 회장(임기: 2020.1.1~2021.12.31) 선거 온라인 투표 

- 정옥상(부산대) 후보 당선

11.5 과총과 영구입주권 보유 학회 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영구사용권 권리범위 협약 체결

- 기존의 영구사용권의 권리를 가진 기관은 사용기간이 99년인 임대차계약의 형식으로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이하 ‘신관’)에 본관 영구사용권과 동일면적으로 입주하며, 투자

금(기 납부한 본관에 대한 건립기금)은 사용기간에 상관없이 ‘5백만 원/평’의 임대보증

금으로 전환함. 단, 사용기간은 본관 준공일(1976년 9월 24일)부터 기산하여 적용

12.1 2019 한국다우케미칼 우수논문상 시행 및 화학올림피아드 후원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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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7~19 화학올림피아드 겨울학교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에서 개최

2.28 화학관련 학과 졸업 학부생 대상 대한화학회 회장상 수여 시행

3.15 학회 75주년 기념사업 위원회 설립 및 위원장 선임(위원장: 서강대 이덕환 교수) (제1차 

이사회 의결)

4.15~5.15 화학 시화 대회

- 547편 접수(대상 1팀, 금상 2팀, 은상 5팀, 동상 10팀, 단체팀 1팀 시상)

4.15~5.15 화학 포스터 대회

- 238편 접수(대상 1팀, 금상 3팀, 은상 5팀, 동상 10팀, 단체팀 1팀 시상)

4.17~19 123회 학술발표회, 총회 및 기기전시회 개최(수원컨벤션센터)

- 기조강연, 기념강연, 심포지엄 117편, 구두발표 152편, 포스터발표 1,049편

- 기조강연: Richard D Smith(Biological Sciences Division, Pacific Northwest 

National Laboratory), High Resolution Ion Separations, Reaction, 

and Storage; Towards a Flexible Gas Phase Ion Chemistry 

Workbench based upon Structures for Lossless Ion Manipulations

- 학술상 수상기념강연: 이필호(강원대), Development of New Synthetic Methods in 

Organic Synthesis

- NFEC 심포지엄

- 한국연구재단(NRF) 세션: 2019년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사업 추진방향 및 화학분야 

현황

- Ministry of Science and ICT 세션: 국가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입법 방안

- 동우화인켐 특별세션

- 대학원생들을 위한 실험실 안전교육

- 운영위, 지부장, 분과회장 간담회

4.17 영국왕립화학회와 국제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연장

5.29 지부광역화 학술행사 지원

- 대구·경북-부산, 광주·전남-전북

7.5~12 IUPAC 50th GA & 47th Congress 참석

- 개최지: 프랑스 파리

- 화학회 대표: 하현준 회장, 진정일 전 회장(IUPAC 전 회장), 이상원 총무부회장, 이영호 

학술부회장, 양은경 산학협력부회장, 옵저버 화학회 사무국장

- 고분자학회 대표: 안동준(고려대)

7.21~30 제51회 국제화학올림피아드 대회 참가 

- 개최지: 프랑스 파리

- 금4 획득으로 80개 참가국 중 러시아와 공동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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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8.9 화학올림피아드 여름학교 전남대학교에서 개최

7.31 네이버 화학백과 제작 2기(2018.8.1.~2019.7.31) 완료

- 표제어 500개 완료(1기~2기 누적 표제어 1,000개)

9.15~18 GDCh Science Forum Chemistry 참석

- 주관: 독일화학회

- 개최지: 독일 아헨

- 참석자: 박성범(서울대), 이은성(POSTECH)

- 주요 내용

   * (이은성 교수) Highlights in Inorganic Chemistry

   * (박승범 교수) Liebig-Symposium on Organic Chemistry

9.23 화학분야 기초연구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분야별 지원체계 기획 연구 과제 시작(한국연

구재단)

- 연구기간: ’19.9.23~‘20.8.31

- 연구책임자: 이동환(서울대)

- 12.12~31 학회 회원 대상으로 1차 설문조사 시행

9.30 학회 웹사이트 반응형으로 리뉴얼 완료, 공개

10.16~18 124회 학술발표회, 총회 및 기기전시회 개최(창원 CECO)

- 기조강연, 기념강연, 심포지엄 153편, 구두발표 116편, 포스터발표 934편

- 기조강연: John F. Hartwig(Department of Chemistry,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Selective, Catalytic Functionalization of C-H Bonds

- 이태규 학술상 수상기념강연: 주재범(중앙대), Highly sensitive in vitro diagnostics 

using SERS-based microdevices: current status & 

future

- KCS-RSC 공동 심포지엄

- KCS-JAIMA 공동 심포지엄

- IBS 심포지엄

- 국방과학연구소 심포지엄

- 여성위원회 특별 세션

- 산학협력 심포지엄(SK이노베이션)

- 씨그마 알드리치 수상자 런치 세미나

- 운영위, 지부장, 분과회장 간담회

10.15 네이버 화학백과 제작 3기(2019.10.15~2020.10.31) 시작

11.20 Bulletin지 Wiley-VCH을 통한 위탁 발간 협약 기간(5년, 2015~2019)에 따른 5년 연장

(2020~2024)

12.7~12 18th Asian Chemical Congress & 20th General Assembly of the Federation of 

Asian Chemical Societies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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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최지: 대만 타이페이

- 참석자: 하현준 회장, 신석민 ACES 학회 대표, 사무국장

12.18 과총에서 학술활동 우수 학회로 선정 및 학술활동 성과 발표

12.7~12 20th FACS GA & 18th ACC 참석

- 개최지: 대만 타이페이

- 참석자: 하현준 회장, 신석민 ACES 학회 대표, 사무국장

[UN이 제정(‘17.12), 원소주기율표 150주년 기념의 해(International Year of Periodic 

Table, IYPT 2019), IUPAC 창립 100주년 기념의 해 사업 진행]

- 원소 동영상 제작, 학회 웹사이트, 화학연 웹사이트, 네이버TV를 통해 공개

   * 원소 주기율표 상의 118개 원소를 그룹화하여 한국어로 된 동영상 103개를 제작

   * 네이버 TV에 ‘주기율표와 원소, 150년의 이야기’ 채널로 공개

   * 제작: 대한화학회, 한국화학연구원

   * 기획: 하현준(한국외대 화학과), 이상원(고려대 화학과), 김준곤(고려대 화학과)

   * 총책임: 김준곤(고려대 화학과)

   * 원고, 자료, 과학자문: 이은성(포스텍 화학과), 장홍제(광운대 화학과), 

김준곤(고려대 화학과)

   * 캐릭터 디자인 : 김준곤(고려대 화학과)

- 특집 기사 게재

   *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핵심 원소와 관련 연구를 소개

   * 「과학동아」에서 8회 시리즈 기획 기사로 게재

- 화학대중화 서적 발간: 「진짜 궁금했던 원소 질문 30」 (장홍제 광운대 화학과 교수, 차상원 동

국대 화학과 교수 저, 과학동아 출판) 

- 나만의 주기율표 만들기 공모전

   * 중등 16 작품(26인), 고등 114 작품(334인) 등 총 130 작품(360인) 접수

     : 고등부 8팀(대상 1팀, 금상 1팀, 은상 1팀, 동상 5팀), 중등부 4팀(대상 1팀, 금상 1팀, 

은상 1팀, 동상 1팀), 단체상 1팀, 지도교사상 1인 시상

   * 수상작은 국립중앙과학관과 본 학회 추계 학술발표회에서 특별 전시

- 주기율표 포스터 제작, 보급

   * 전국 중·고등학교, 대학 화학과, 화학 관련 연구소 및 연구자 

- IUPAC 100 Global Women’s Breakfast 참여

   * ‘12.2.12 전세계 여성화학자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IUPAC에서 기획한 행사에 본 학회 여성

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참여

   *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서울대학교 등 3곳에서 국내 여성 화학자 131명 참여

   * 참여 기관의 행사사진을 IUPAC100 조직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소설미디어에 업로드

- Periodic Table of Younger Chemists 후보자 추천(한국화학연구원 전남중 박사 추천, 프로

탁티니움 원소를 대표하는 연구자로 선정

- Closing Ceremony of IYPT 2019(2019.12.5, 일본 도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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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8 제52대 회장 정옥상 회무 인수

1.6~18 화학올림피아드 겨울학교 충남대학교에서 개최

2.11 세진시아이 후원 협약 체결

2.28 화학관련 학과 졸업 학부생 대상 대한화학회 회장상 수여 시행

3.10 동우화인켐 후원 협약 체결

4.9 Bulletin지 논문 투고 시스템을 Wiley의 스칼라원 시스템 이용하는 것으로 확정 후 회원 

대상으로 공지

5.18~7.31 화학 시화 대회

- 202편 접수(대상 1팀, 금상 2팀, 은상 5팀, 동상 10팀, 단체팀 1팀 시상)

5.18~7.31 화학 포스터 대회

- 270편 접수(대상 1팀, 금상 3팀, 은상 5팀, 동상 10팀, 단체팀 1팀 시상)

5.29 전민제 화학인상 수상 후보자 추천에 관한 세칙 제정(1차 이사회 의결)

6.17 동우화인켐 심포지엄(동우화인켐 신소재연구소)

- 이덕환(서강대), 코로나 이후의 화학산업

- 최재붕(성균관대), 포노 사피엔스-신인류로 표준을 바꿔라

6.22~7.3 화학분야 기초연구 발전 전략 및 연구비 지원 체계 연구과제(과제 책임자: 이동환 서울대 

화학과 교수) 관련 설문조사 시행

- 화학 분야 기초연구 지원체계에 대한 설문조사(21차)를 학회 회원 대상으로 시행

7.6~7 125회 학술발표회, 총회 온라인 개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발표연사, 운영위원회 위원, 주요 수상자 등만 

참석하고, 학회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

- 기념강연 및 심포지엄 104편, 구두발표 103편, 포스터발표 998편

- 학술상 수상기념강연: 김종승(고려대), Small molecule-based drug delivery system 

and its bioimagings

- 튜토리얼: 전기합성을 위한 전기화학

- 화학 분야 기초연구 발전 전력 및 연구비 지원체계 변화에 대한 간담회

7.9 학회 웹사이트에 공정성, 다양성, 그리고 포용성(Equity, Diversity, and Inclusion) 원칙 

게재

7.23~30 제52회 국제화학올림피아드 리모트 이론 경시대회 참가 

-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 예정이었으나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리모트 이론 

경시대회로 개최

- 금2, 은2 획득으로 68개 참가국 중 대만과 공동 4위

8.10~21 화학올림피아드 여름학교 전북대학교에서 온라인으로 개최

8.31 화학분야 기초연구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분야별 지원체계 기획 연구과제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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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국연구재단)

- 연구기간: ’19.9.23~‘20.8.31

- 연구책임자: 이동환(서울대)

- ’19.12.12~31 학회 회원 대상으로 1차 설문조사 시행

- ‘20.6.22~7.3 학회 회원 대상으로 2차 설문조사 시행

9.18 제53대 회장 후보 지명(2차 이사회)

- 공고된 후보 등록 기간(8.13~19)동안 등록한 후보가 없어, 본회 회장 선출 규정 제6조

에 의거하여 이사회에서 후보 지명

- 지명 후보: 신석민 회원(서울대)

10.19~21 126회 학술발표회, 총회 온라인 개최(코로나19 팬데믹으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발표연사, 

운영위원회 위원, 주요 수상자 등만 참석하고, 학회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

- 기념강연 및 심포지엄 132편, 구두발표 72편, e-포스터발표 553편

※ e-포스터 발표 및 토론: e-포스터를 PDF파일과 본인의 연구를 구두 또는 PPT로 설명

하는 동영상 소개자료(최대 3분 길이, PPT 구두 등의 방식으로 

소개)를 발표자가 직접 녹화하는 방식(Zoom 계정 링크를 활용

하여 질문과 토론 진행)

- 온라인 기기전시회 최초 시행

- 기조강연: Jacqueline K. Barton(John G. Kirkwood and Arthur A. Noyes 

Professor of Chemistry at the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DNA-mediated Signaling through Redox Chemistry

- 국제심포지엄: The Future is Already Here: Advancing Frontiers in Chemical 

Research

- 이태규 학술상 수상기념강연: 이용록(영남대), New Methodologies for 

Construction of Biologically Interesting 

Aromatics and Heteroaromatics

- 튜토리얼: Computational Chemistry

- 산학협력 심포지엄: Green Chemistry for Social Value

- IBS 심포지엄

- 학회 창립 75주년기념사업위원회 심포지엄: Public Communication to Overcome 

Chemophobia

11.2~6 제53대 회장(임기: 2022.1.1~2023.12.31) 선거 온라인 투표 

- 신석민(서울대) 후보 당선

11.27 화학연구 동향과 실험 1일 튜토리얼 개최(온라인) 

- 배상수(한양대 화학과): 올해의 노벨 화학상 해설) 다가오는 유전자 교정 시대

- 장혜식(서울대 생명과학부): 코로나바이러스-19의 생활사와 약물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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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무현(KAIST 화학과): How to succeed in writing publications

- 박명삼(코스맥스 연구원장): 화장품의 최신 연구 트렌드 및 미래 전말

- 한순규(KAIST 화학과): 2D-NMR을 통한 유기분자 구조분석 실전 예제

- 문도현(포항가속기연구소): 방사광 X-선 단결정 결정학을 이용한 구조 분석법

10.31 네이버 화학백과 제작 3기(2019.10.15~2020.10.31) 완료

- 표제어 500개 완료(1기~3기 누적 표제어 1,500개)

2021 

1. 6-18 화학올림피아드 겨울학교 부산대학교에서 주관하여 온라인으로 개최

2.28 화학관련 학과 졸업 학부생 대상 대한화학회 회장상 수여 시행

4.21-23 127회 학술발표회, 총회 온라인 개최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발표연사, 운영위원회 위원, 주요 수상자 등만 

참석하고, 학회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

- 기조강연, 기념강연 및 심포지엄 129편, 구두발표 106편, e-포스터발표 869편

[학회 창립 75주년 기념 학술 사업 진행]

- 화학대중화 서적 발간: 「진짜 궁금했던 생활화학 질문 30」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 석원경 

동국대 명예교수 저, 과학동아 출판) 

- 젊은 화학자 29명의 연구활동을 소개하는 「화학의 최전선(e-book)」 (주간조선) 발간

- 케모포비아 온라인 포럼 개최(10.21)

   * 강석기(과학작가): Chemophobia를 극복할 수 있을까

   * 이원용(연세대 화학과): 화학자의 사회적 책무

   * 이덕환(서강대 화학과): 화학 혐오증과 화학 교육

- 화평법/화관법 온라인 토론회 개최 및 유튜브 방송(11.27, 이병태TV)

   * 김상헌(경성대): 화평법과 화관법의 입법 취지

   * 황지섭(한국바스프): 화학산업의 안전관리(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 이익모(인하대): 화평법과 화관법 시행에 따른 화학산업 현장의 이슈

- 나만의 주기율표 만들기 공모전

   * 중등 53 작품(111인), 고등 62 작품(164인) 등 총 115 작품(275인) 접수

     : 고등부 6팀(대상 1팀, 금상 1팀, 은상 1팀, 동상 3팀), 중등부 6팀(대상 1팀, 금상 1팀, 

은상 1팀, 동상 3팀) 및 지도교사상 2인 시상

- 화학 UCC 공모전 시행

- 고등 2 작품(6인), 대학생 11 작품(19인) 등 총 13 작품(25인) 접수

- 미래화학자발표대회

- 서울과학고, 경기과학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등 소속 학생들 42명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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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조강연(온라인): Nathanael S. Gray(Biological Chemistry and Molecular 

Pharmacology, Harvard Medical School, Cancer Biology, Dana-Farber Cancer 

Institute), Protein Degradation as a new Drug Discovery Approach

- 학술상 수상기념강연: 김상규(KAIST), Nonadiabatic Reaction Dynamics in the 

Excited States of Polyatomic Molecules

- 튜토리얼: Mass Spectrometry: Beyond Routine Analysis

- IBS 심포지엄

- SRC 심포지엄

- NFEC 심포지엄

- e-포스터 발표 및 토론

4.12-6.11 화학 시화 대회

- 257편 접수(대상 1팀, 금상 2팀, 은상 5팀, 동상 9팀, 단체팀 1팀 시상)

4.12-6.11 화학 포스터 대회

- 237편 접수(대상 1팀, 금상 3팀, 은상 5팀, 동상 10팀, 단체팀 1팀 시상)

7.25-8.2 제53회 국제화학올림피아드 리모트 이론 경시대회 참가 

-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 예정이었으나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리모트 이론 경

시대회로 개최

- 금1, 은3 획득으로 79개 참가국 중 12위

7.26-8.6 화학올림피아드 여름학교 온라인으로 개최

9.16 한만정학술상수상위원회 설립 세칙 제정(2차 이사회 의결)

10.13-15 127회 학술발표회, 총회 및 기기전시회 개최

- 기조강연, 기념강연 및 심포지엄 159편, 구두발표 112편, 포스터발표 1,196편

- 기조강연: 김동호(연세대), A Journey to Molecular Excitonic World

- 창립 75주년 기념 특별 심포지엄(Journey to Coexistence and Sustainability): 이덕

환(서강대), For Quantum Jump toward the Centennial of the KCS / 김근배(전북

대), Building a Foundation of Human Capital for KCS / 이미혜 원장(화학연), 

Chemistry for Us, Chemistry for EARTH / 김용주 대표(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 

High-tech Chemical Industry in Korea that Grew with the Korean Chemical 

Society : Challenges and Future of Global Drug Development / 장홍제(광운대), 

Chemistry for Public: Alchemy, Bomb, and Drug

- 이태규 학술상 수상기념강연: 나명수(UNIST), Postsynthetic modifications of met-

al–organic frameworks and their applications

- 국제심포지엄: Light-Matter Interaction and Electron Transfer: State of the Art 

and Remaining Challenges

- IBS 심포지엄

- KAIST-SRC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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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네이버 화학백과 제작 4기(2020.11.1~2021.12.31) 완료

- 표제어 500개 완료 (1기~4기 누적 표제어 2,000개)

12.31 표준일반화학실험(제8개정판) 출간

[학회 창립 75주년 기념 학술 사업 진행]

- 화학대중화 서적 발간: 「화려한 미래를 열러줄 화학 질문 30」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 석원경 

동국대 명예교수 저, 과학동아 출판) 

- 과학 공연 ‘산소’(칼 제라시&로알드 호프만 저, 극단 그루 제작) 온라인 콘테츠로 제작하여 학

회 추계 학술발표회 기간 동안 무료 상영 및 학회 웹사이트에 무료 공개

- 미래화학자발표대회: 광주과학고, 대구과학고, 대전과학고, 부산과학고 등 소속 학생들 102명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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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주요 회무(운영위원회, 학술발표회) 

1997
            

(간사회)

▶ [제1회] (1997.1.10)

1. ‘97 제1회 이사회 일정 및 안건 협의

2. ‘97 과학기술진흥유공자 훈·포장, 표창 및 

과학기술상 후보자 추천 협의: 분과회 추천 

의뢰 답신 확인 후 재협의

3. 화학올림피아드위원회 운영 협의: 위원장에

게 위임

4. 제39차 IUPAC 총회(‘97.8.23~30, 스위스 

제네바) 대표 파견, 간사장과 회장의 협의 

경절키로 함.

5. 제7차 FACS 총회(‘97.5.17~20, 일본 히로

시마) 대표 파견, 간사장과 회장의 협의 결

정키로 함.

6. 화학세계, 화학교육지 원고료 지급 관계 홍

보간사에게 일임

7. 소모품 구입품의: (1)봉투구입(각대 65,000

매, 특대 3,000매, 편지봉투 15,000매) (2)

지로용지 20,000매

8. 회원증 발급관계 협의

▶ [제2회] (1997.1.17)

1. ‘97 제1회 지부장 회의 개최 합의 

2. 과총 ’96 우수논문상 수상후보자 추천분과

회에 의뢰키로 함.

3. 회의비 지출 협의

4. 세르비아화학회 100주년 기념 관계, 후속 

조치 회장과 간사장에게 위임키로 함.

5. 회원증 발급 협의

▶ [제3회] (1997.1.22)

1. 임기만료 제위원회 위원 위촉: 해당 간사가 위

원장과 상의 위촉키로 함. (4개 편집위원회) 

2. 화학세계 37권 1호지에 관한 협의

3. Bulletin지 지질 검토 

▶ [제4회] (1997.1.31)

1. 분과회 간사회 ‘96.2.14.에 개최키로 함. 

2. 임원변경관계: 웹사이트(WEB SITE) 확인

하고 영문은 조직간사가 담당키로 함.

3. ’97 제1회 지부장회의 검토

4. 세미나실 설계 설명: 자세한 추진사항 추후 

논의

5. 화학세계지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한 ‘SCI에 

다수 인용된 학자 거명하는 일’ 협의

6. LG화학 50주년 탐방기사 미리 기사화하는 

일 협의 

 

▶ [제5회] (1997.2.14)

1. 화학학술지를 LG상남도서관에서의 DB화 

협조문제 논의: 회장과 우선 상의 

2. 한국산업규격(KS) 재정용역사업: 이재성 박

사에 위임 계획서 제출키로 함.

3. ‘97 대한화학회상 (춘계) 후보 추천 광고 화

학세계에 게재(기간 ’96.3.25까지): 진보상

은 상임편집위원들에게 추천 의뢰키로 함. 

▶ [제6회] (1997.2.21)

1. 제43회 전국과학전람회 특별상 후원 요청:  

예년과 동일 협조

2. Bulletin지의 발간회수 정정 ISI에 요청키

로 함. (6회에서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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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회] (1997.2.27)

1. 이사회, 평의원회비 납부 협조 논의

2. ‘96 춘계총회 경비 보조 논의

3. ’97 과학기술자 모교 방문: 각 지부장에게 

추천의뢰

4. 과학자 기술자의 과학의 날 축하광고 협조 

수락

▶ [제8회] (1997.3.7)

1. 시원데이타네트외의 세미나 개최, 국제협력

간사가 협의 위임

2. IUPAC: COCI 대표 추천: 국제협력위원회

에 회부키로 함,

3.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춘계총회 개최 지원요청

4. 화학관련비디오 제작 이해왕 회원께 일임키

로 함.

▶ [제9회] (1997.3.14)

1.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제학술지 발간지원금 

관리 협의

2. LG화학 기술연구원 “고분자기술” 원고 집

필, 회장님께 청탁키로 함.

3. 정관 개정(안) 화학세계에 게재키로 함

4. 대한화학회 홈페이지 명칭을 WEB SITE로 

하기로 함. 

▶ [제10회] (1997.3.21)

1. 펜티엄 586(64MB) 1대 구입 보고

2. 중등화학분과회 보조금 처리 협의

3. 회지 및 Bulletin지 리뷰논문 게재: 학술간

사에게 일임

▶ [제11회] (1997.3.27)

1. 춘계총회 기기전시 장소 및 설치비용 검토

2. ’97 대한화학회상 수상후보자 추천의뢰협의

3. 제2회 이사회 ‘97.4.18 (금), 제2회 학술위

원회 ’97.4.11(금)에 개최키로 함.

4. 정보화사업위원회 DB화 입력 수정작업에 

사무국 직원 참여결정

▶ [제12회] (1997.4.3)

1. ‘97 춘계총회시 공로패 및 감사패 증정자 

협의

2. 이사회 안건 협의

3. 고체화학분과 상임편집위원제 설치키로 함. 

- 편집위원장 제청

4. 전기화학분과 학회지 상임편집위원 추천 전

기화학 분과회장이 편집위원장에게 요청키

로 함.

5. 논문심사 규정, 회지 및 Bulletin지 투고 규

정 개정(안) 협의

▶ [제13회] (1997.4.11)

1. 학술지 투고료 토의·검토

2. 제1회 평의원 및 제2회 지부장회의 일정, 

안건 협의

3. 제79회 연합개최에 따른 제반 사항 협의

▶ [제14회] (1997.4.18)

1. 과총 ’97 보조금 배정확정 보고

2. 제2회 이사회 결과 검토

3. 제79회 연회 기조강연자 사례에 대한 협의

4. 학술지 투고료 조정 확정

5. 총회 정족수에 따른 위임장 접수 추후 시행

키로 함. 

▶ [제15회] (1997.4.24)

1. 제79회 연회 개최에 따른 진행 및 준비사항 

최종 검토

▶ [제16회] (1997.5.9)

1. 전기화학분과회 상임편집위원제 설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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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장에게 일임키로 함.

2. 한국학술진흥재단 학회장 간담회에 진동식 

간사장 참석키로 함. (97.5.13 하림각)

3. 과총 우수영문학술지 발간지원 신청(97.5.6)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추천: 김시

중 전 회장

5. ‘97 춘계총회 개최 결과 검토

6. 우수영문학술지 발간사업 대책 협의

7. ’97 회비납부 권유 합의(97 년회비, 이사, 

평의원 회비 등)

8. 화학세계 원고료 인상조정, 여인형 홍보간

사에게 일임

9. 본회 사무실 내 세미나실 설치·운영 개선 

방안 토의

▶ [제17회] (1997.5.16)

1. 제80회 연회 안내 화학세계 37권 5,6호에 

게재키로 함.

2. ‘97 추계총회 개최에 따른 심포지엄 조직책 

결정 마감 (97.6.14까지): 발표형식 춘계총

회와 같이 분과회에 일임키로 함.

3. 외국인 초청마감: 97.6.14 까지로 함.

4. ’97 추계총회에서 기조강연(외국인) 실시키

로 함.

5. ‘97 추계총회 초록마감 ’97.8.13까지로 함.

▶ [제18회] (1997.5.23)

1. 고체화학, 전기화학분야 편집위원 제청: 학

술간사 편집위원장과 협의 처리키로 함.

2. 선거관리 위원회 구성키로 함.

3. 제29차 국제화학올림피아드 협찬금 위원장

과 협의 처리키로 함.

4. FACS, ACC’97 참석보고 (진종식 간사장)

▶ [제19회] (1997.5.30)

1. 기기전시 참여업체 홍보절차 개선모색

2. 제31차 공업화학분석세미나 결산 검토

▶ [제20회] (1997.6.13)

1. ㈜과학기술정보로부터 대한화학회 전산망 

구성에 관한 협의

2. 회장 선출일정 및 후보등록 공고에 관한 사

항 협의 (본지 82명 참조) 기기전시 참여업

체 홍보절차 개선모색

3. 제31차 공업화학분석세미나 결산 검토

▶ [제21회] (1997.6.19)

1. 제33대 회장선거일정 협의

2. ‘98~’99 평의원 선거권자 및 피선거권자 

명단 본지 37권

3. 학술지 영문 교정료 책정: 조속한 시일 내 

시행키로 함.

  * 영문교정 간사회 미결정사항

  * 1/4 학회부담

  * 세부절차 Bulletin지 편집위원장과 협의키

로 함.

4, AIMECS 97 초청논문의 [의약화학지] 수

록, 의약화학지 편집위원장에게 위임 

▶ [제22회] (1997.6.26)

1. 학회 운영금 현금 보유 액수(보통예금)의 최

소화 노력

2. 제3회 운경상 수상후보자로 한국화학연구

소 추천

3. 이태규 학술상 수항 후보 추천 공고 본지 

37권 7호에 게재키로 함.

4. ‘97 추계총회 장소 활용 협의차 8월중 계명

대학교 방문키로 함.

▶ [제23회] (1997.7.4)

1. 학술지 영문교정료: 편당 기본급과 교정정

도에 따라 면당 교정등급을 3단계로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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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결정

2. 평의원 선거일정 협의: 세부일정 총무간사

와 홍보간사 간 협의 결정

3. 초청총설 원고료: 국내 1만원/면, 외국 

$500/편

4. 세미나실 설치: 간사별로 각 회사에 접촉 후 

결정키로 함.

5. 제46회 서울시 문화상 및 제3회 환경기술

상 수상 후보자 추천 분과회에 의뢰키로 

함. (97.7.15. 까지)

▶ [제24회] (1997.7.11)

1. ’97 추계총회 초청강연자 초청 협의

2. 제 39차 IUPAC 총회 참가경비 예년과 동

일하게 지급키로 함. 

3. ‘97 추계총회 장소 활용 협의차 8월 13일 

계명대학교 방문키로 함.

4. 우수포스터상 수상결정자 명단 본지 37권 

7호에 공고

▶ [제25회] (1997.7.18)

1. ’97 추계총회 기조강연자 초청협의 

Inoguchi 박사 접촉가능성 타진키로 함.

2. 영문교정자 선발 학술간사 처리키로 함.

3. ‘98 호암상 수상후보자 추천, 분과회에 의

뢰키로 함. (1997.8.30 까지)

4. ’98/99 평의원 선거일정 확정: 화학세계 제

37권 제7호에 게재키로 함.

5. ‘98 외국 단체 회원 구독료 금년도와 같게 

잠정확정

▶ [제26회] (1997.7.31)

1. ’97 추계총회 기조강연자  Inoguchi박사 

초청 결정

2. 제29차 IChO 참가결과 보고: 국제협력 간사

3. ‘98/99 평의원 선출 통계자료 차기 간사회

까지 준비키로 함.

4. 제1회 젊은 과학자상(공학상) 수상후보자 

추천, 분석, 의약, 고분자, 공업화학분과회

에 의뢰키로 함. (한국과학기술한림원, 97. 

8.16.까지)

5. Bulletin지 편집위원장,전기화학부문 상임

편집위원 박수문 회원 추천에 따른 제문제 

학술간사가 확인키로 함. 

▶ [제27회] (1997.8.8)

1. ’97 중등학교화학교사상 수상후보자 추천, 

중등화학, 화학교육뷴과회 지부에 의뢰키로 

함. (97.9.13 까지)

2. ‘97 기술진보상 수상후보자 추천 협의

3. 평의원 선거에 따른 회원 수의 산정기준 협

의·확정

▶ [제28회] (1997.8.22)

1. 학회 논문 발표자에 대한 회비 징수 조치를 

강력히 시행키로 함. 

2. ’97 추계총회 운영 협의: 발표논문의 증가에 

따라 금요일 1회, 토요일 2회 시행키로 함.

3. 영문교정자 선정 협의: 후보 4인이 교정한 

기록 사본을 Bulletin지에 편집위원장에게 

송부,의견을 타진키로 함. 

4. IUPAC 명명법에 관한 자료를 “화학세계”

에 알리고, 신청자에게 실비 복사 서비스 

제공키로 함.

5. ADVACNCED INFORMATION 

CONSULTANTS 의 공문처리 

-$2,000(4매 기준)로 정함.

▶ [제29회] (1997.9.5)

1. Bulletin지 편집위원장이 추천한 전기화학

분야 상임편집위원 박수문 교수를 ‘98년부

터 위촉: 98년 집행부에 인계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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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문교정자 확정: MacQuarrie, Klock, 

Taulor Hwang 으로 함.

3. ’97 국제학술지 발간비 지원 신청(93,300

천원, 한국학술진흥재단)

4. 제39차 IUPAC 총회참석보고

▶ [제30회] (1997.9.9)

1. 공로패 및 감사패 증정자 확정

2. Bulletin지 영문교정료 5,000원 제안, 투고

자 부담분은 추후 결정: 간사장과 편집위원

장과 협의 확정키로 함.

3. 제43회 전국과학전람회 대한화학회장 특별

상 부상금 20만원으로 결정 

4. 화학인력총람 출판 간사장님께 일임

▶ [제31회] (1997.9.26)

1. 한국광과학회 과총 입회 추천키로 함. 

2. 이태규 박사 흉상 제막식 초정자 명단 제출

협조(대전회원중심)

3. 안사무국장 정년퇴임: 화학세계에 기사화

4. 화학인력총람 출판 간사장님께 일임

▶ [제32회] (1997.10.9)

1. ‘97년도 과총회비 납부키로 함

2. 성신여자대학교 협조의뢰,논문 심사위원 추

천키로 함. 

3. 영문교정자에 대한 학회 조건 제시 협의

▶ [제33회] (1997.10.17)

1. 제5회 이사회 토의사항 확인 검토

2. 영어교정료 학회 60%, 본인 40% 부담키로 함.

3. 화학인력총람 마무리 이덕환 교수에게 위임

4. 제80회 연회 발표회장 분담 협의 

▶ [제34회] (1997.11.7)

1. 제 80회 연회 결과 검토

2. 과총 과학기술지 송년호 광고 게재키로 함.

3. 학술지 원고료 지불키로 함.

▶ [제35회] (1997.12.5)

1. ’97년도 일반회계 결산 검토

2. 평의원 선출 진행상황 및 협의

3. 예주이미지㈜와의 학술지 CD롬 출판 계약에 

따른 인쇄출판물 특별회계에 입금키로 함.

4. 제43회 학술원상(학술원) 및 ‘98 과학기술

상(과총) 수상후보자 추천, 분과회와 지부에 

의뢰키로 함.

5. ’98 임대차 계약 갱신(본회 사무실) 및 제

33회 총회 대의원 명단 제출(과총), 98회장

단에게 위임키로 함.

6. 세미나실 시설 설치 계획대로 진행키로 함. 

(학술발표회)

▶ 제79회 연회 및 춘계총회

대한화학회 제79회 연회 및 춘계총회가 4월 

24~25일(금, 토) 고려대학교 자연계캠퍼스 아

산이학관에서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이번 연회

에는 논문발표는 심포지엄, 구두발표, 포스터 

발표로 구분되었으며, 고려대학교 화학과 교

수, 직원, 학생들의 철저한 행사준비와 진행으

로 매우 매끄럽게 진행되었다. 지난번 연회와

는 달리 구두발표를 다시 부활하여 심포지움의 

주제와 다른 논문들의 구두발표를 유도할 수 

있었다. 춘계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

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고려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학교당국과 고려대 화학과 교수님들(김 

건, 김강진, 김시중, 신두순, 원이숙, 장호겸, 

전승준, 정봉영, 조민행, 조봉래, 진정일, 최동

식 최무현, 최영상, 최중호, 한호규), 행사진행

을 위해 수고하신 화학과 강원경선생을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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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및 특히 학생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린

다. 동시에 STN 설명회, 신원데이타네트의 문

헌정보세미나, 중등화학분과 신과람 실험발표 

및 과학쇼, 화학관련 기기전시 및 설명회와 서

적전시회 및 할인 판매도 있었다.

▶ 등록 및 총회

고려대학교 및 사무국의 완벽한 행사준비, 좋

은 시설, 아울러 화창한 봄 날씨까지 곁들여 성

공적인 춘계총회 및 연회가 개최되었으며, 모

두 1778명(학생회원 799명 포함)의 회원 및 

비회원의 등록이 있었다. 등록인원을 보면 95

년도 1569명(학생회원 640명 포함), 96년도 

1623명(학생회원 688명 포함)보다 증가한 것

으로 등록인원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발표

장으로 사용한 아산이학관은 현대그룹에서 고

려대학교 이공대를 위해 기증한 6층 건물로 시

설이 매우 훌륭하였다. 논문구두발표장으로 사

용한 강의실 및 세미나실은 충분한 좌석이 있

었으나, 일부 회장의 경우에는 청중들이 많이 

모여서 비좁다는 느낌을 주기도 하였다. 그러

나 전체적으로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 포

스터 발표는 각 층 복도에서 진행되었는데도 

별로 비좁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널찍

하였으며, 각 층에 있는 휴게실과 별도의 휴게

실에서 제공되는 음료는 열띤 논의 및 강연 참

석 후 회원들의 담소 및 잠깐 휴식에 매우 적

절하였다. 특히 보이지 않는 학생들의 진행이 

매우 인상적이었고, 뒤에서 궂은일을 맡아서 

지휘를 하신 학과장 하덕찬 교수님을 비롯한 

젊은 교수들 특히 전승준, 조민행, 최종호, 장

호겸, 한호규, 교수님들의 분주한 움직임 덕분

으로 학회를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었다.

고려대학교 홍일식 총장의 회원들을 환영하

는 인사로 시작한 총회는 주동준 교수의 재치 

있는 사회로 거의 제시간에 맞출 수 있어서 호

응을 받았다. 수상자들이 축하박수를 한꺼번에 

받는 진행은 처음이었지만 시상시간을 대폭 줄

여서 좋았다. 총회는 대한화학회상 시상, 감사

패 및 공로패 증정, 1996년도 결산심의 승인, 

진종식 간사장의 회무보고 등의 순으로 진행되

었으며, 손연수 차기회장으로부터 정관 및 제

세칙·시행규칙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되어 회

원들의 박수로 통과되었다. 기타토의사항은 없

이 폐회되었다. 이어 테크노관에서 열린 간친

회에는 약 10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였으며, 

서울에서 열릴 때의 간친회답게 추계총회의 인

원보다 적었다.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이번 연회를 위하여 

후원 및 협찬하여 주신 고려대학교 기초과학연

구소, 고려대학교 첨단재료연구센터, 현대자동

차㈜, 동서식품㈜에 사의를 표하며 기기전시회

에 참여하여 주신 업체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

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참여업체는 다음과 같

다. 김화기술㈜, ㈜녹십자양행, 대양과학㈜, 도

남개발㈜, 동명과학상사, 명진크리스텍㈜, 싸

이텍상사, 삼인과학, 삼전화학㈜, 석림교역, ㈜

선일옵트론, 씨그마알드리치코리아㈜, ㈜신코, 

영인과학㈜, (유)우성진공, ㈜ISTEK, 자유아카

데미, 장원과학상사, 창영산업, ㈜티엔제이테

크, 퍼킨엘머코리아㈜, 필사이 언스, 한국아타

고분광㈜, 한국TMSI, 한국피셔과학㈜.

▶ 논문발표

미국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R. H. Grubbs 

교수의 기조강연과 공명선 단국대 교수의 고분

자화학분과회 학술진보상 수상기념 특별강연 

1, 심포지엄 70, 구두발표 53, 포스터 발표 

645편 등 모두 768편의 논문발표가 있었다. 

물리, 무기, 분석, 유기, 생, 의약. 고체, 전기, 

고분자, 공업화학, 화학교육, 중등화학분과별

로 각 분과의 특성에 맞게 심포지엄과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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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구두발표를 첨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진

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중에서도 재료/계

면, 이론화학 및 레이저 동력학, 생무기화학, 

분석화학, 생활성을 띤 아미노산 및 아미노 알

코올 유도체의 합성, 생체분자, 신약개발을 위

한 combinatorial chemistry, 형광체, 고체

화학, 전기화학적 에너지변환기술, 고분자화

학, 공업화학, 자기공명학, 무기화학, carbo-

hydrate chemistry, 화학교육 심포지움 등 

다양한 주제의 발표로 발표장마다 많은 청중들

이 모였으며, 열띤 논의도 함께 하였다. 포스터 

발표의 경우 각 층별로 나뉘어져 있어서 많은 

인원이 참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함을 느

끼지 않았다. 특히 포스터상을 수상한 후 부터 

포스터의 준비 자체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는 

것이 아닌가할 정도로 화려한 포스터들이 많이 

있었으며, 겉모습과는 달리 매우 우수한 포스

터들도 눈에 많이 띄었다. 중등 화학분과의 오

금고등학교 현종오교사의 조직으로 신과람 실

험발표 및 과학쇼를 이틀에 걸쳐 진행하였다. 

또한 매회 계속되는 STN 설명회, 올해 처음 

소개하는 신원데이타네트의 문헌정보세미나 

등도 회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

여를 하였다.

▶ 제80회 연회 및 추계총회

대한화학회 제80회 연회 및 추계총회가 10월 

24~25일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백은관(자연

과학대학)과 바우어관(학생회관)에서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이번 연회에서는 기조강연, 특별

강연, 심포지엄, 구두발표 및 포스터발표로 나

누어 진행되었으며 원활한 행사 준비와 운영은 

계명대학교 학교당국, 화학과 교수님과 직원 

및 학생들의 일사 분란한 진행의 덕분이라 생

각합니다. 이번 연회에는 일본복분자과학연구

소의 Hiroo Inokuchi 교수의 기조강연을 포

함 969편의 논문발표가 있었으며, 미국정보과

학연구원(ISI) 관련 설명회 및 기기전시회 등이 

있었다. 이번 연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

록 아낌없는 협조와 후원을 해주신 계명대학교 

신일회 회장님과 학교당국, 그리고 화학과 박

영태 학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수님들(김의

락, 박영배, 엄재국, 이 광, 이창섭, 정진갑, 홍

대일, 홍영석), 행사진행을 위해 수고한 화학과 

직원 및 특히 학생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

니다. 이번 연회에 여러 면으로 후원하여 주신 

기업체와 기기전시회를 비롯한 전시에 참여한 

업체에 진심으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 등록 및 총회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에서 개최된 연회에서

는 총 1,732명(학생 797명 포함) 회원이 등록

하였으며 969편의 학술연구논문이 발표되었

고, 논문의 발표수가 매회 마다 증가하는 편으

로, 이는 나날이 발전해나가는 막 반세기를 지

난 화학회의 연륜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특히 보이지 않는 학생들의 진행이 

매우 인상적이었고, 뒤에서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고 지휘하신 박영대 학과장님을 비롯한 교수

님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으로 학회를 성공적

으로 끝낼 수 있었다. 총회는 식순에 따라 백운

기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계명대학교 신일희 

총장님의 축사가 있었다. 학회상 시상은 기술

진보상, 중등학교화학교사상, 포스터발표상, 

이태규학술상 시상에 이어 공로패와 감사패 증

정이 있었다. 진종식 간사장의(회장 선거 결과

보고)에 이어 제33대 회장에 이대운회원이 당

선되었음을 공표하고, 백운기 회장의 소개로 

제33대 회장에 당선된 이대운회장의 인사가 

있었다. 이어서 계속된 전종식 간사장의 회무

보고는 오버헤드프로젝터를 사용하여 간략하

게 보고되었으며, 회원들의 박수로 접수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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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과회 및 지부사업 보고는 시간관계상 서

면 결의되었다. 1997년도 일반·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진종식간사장의 배경설

명에 따라 이의 없이 의결·승인되었다. 차기임

원 선출은 백운기회장의 소개로 안사무국장의 

퇴임에 대한 간단한 인사에 이어 기타토의 사

항에 대한 순으로 총회가 진행되었으며 제80

회 연회 간친회도 있었다. 어려운 경제여건에

도 이번 계명대학교에서 열린 연회를 후원 및 

협찬하여 주신 계명대학교 당국과 ㈜금복주, 

대양과학㈜, 남선알미늄㈜, 베리안테크놀로지

코리아㈜, ㈜신코, ㈜제이오텍에 사의를 표하

며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기기전시 참여

업체는 대양과학㈜, 도남개발㈜, 보성과학㈜ 

신원데이타네트㈜, 씨그마알드리치코리아㈜, 

㈜씨유정보, 아스코교역, 임파시스템㈜, 자유

아카데미, ㈜티엔제이테크 등이다. 

▶ 논문발표

이번 제80회 연회에는 일본분자과학연구소 

Hiroo Inokuchi 교수의 기조강연을 비롯하여 

특별강연 2편, 분과별 심포지움 56편, 연구발

표 910편(구두 423편, 포스터 868편) 등 모두 

969편의 논문발표가 있었다. 

이번 제80회 연회에는 고체화학분과회에서 

주관한 Korea·France Joint Symposium- 

Industrial Materials from Present to 

Future는 고체화학에 있어서의 첫번째 한·불 

심포지엄이 있었고, 특히 포스터발표는 넓은 

장소의 체육관을 이용하여 실시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그 양이나 질에 

있어 점차 주된 발표의 방법으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틀간 계속된 연회는 진행상에 별로 무리없

이 진행되었다. 대한화학회 회원들의 참여의식

이 높아진 것도 그중 한 이유가 되며, 특히 이

번 행사를 위해 계명대학교 교수 및 직원과 학

생들의 열성적인 준비 및 조직적인 운영이 연회 

진행을 성공적으로 이끈 것이다. 신원데이타네

트의 문헌정보 설명회 등도 회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여하였다고 생각된다.

1998

(운영위원회)

▶ [1998년도 제1회 운영위원회] (1998.1.9)

1. 평의원회 규정 제3,4조 개정키로 함.

2. 제1회 지부장회의 개최키로 함: ‘98.2.6(금) 

본회 세미나실

3. 제위원회 규정외의 규정개정은 제2회 이사

회 개최시 개정키로 함.

4. 회의비 지불 토의: 교통비로 우등 고속료에 

준하기로 함. (지방에 계신 회원에 한함)

5. 원고료 지불 토의: 예년과 동일(최대 5만원)

6. 춘계총회 개최장소 답사 차 이화여자대학교 

방문키로 함. (‘98.1.19)

7. 제1회 학술위원회 ‘98.1.15(목) 개최키로 함.

8. 학회상 및 대외상 수상후보자 피추천에 관

한 협의

9. ‘98 남분민간과학기술협력사업추진계획 채

영복전회장과 협의키로 함. (’98.1.17까지, 

과총)

10. 1998년도 연회비 납부공문 발송키로 함.

11. 서무용품(발송용 각대봉투 외) 구입키로 함.

12. ‘97년도 미불금 일부 지급키로 함.

▶ [1998년도 제2회 운영위원회] (1998.1.16)

1. 제1회 이사회 자료 검토 

2. 초고속 전산망 조정운영에 따른 연회비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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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서 부담키로 함.

3. 화학세계 인쇄용 용지결정(70 백상지)

4. 화학세계 38권1호 표지 결정(청와대 사진)

5. 회의비 지급: 교통비로 지급하되 서울·경인

지역 제외한 지역 우등고속기준으로 지급키

로 함.

▶ [1998년도 제3회 운영위원회] (1998.1.23)

1. 1998년도 임원구성 확인: 임원명단 정정,제

위원회 부위원장 조속선출 독려

2. 제1회 이사회 개최 결과 보고확인 

3. 학술지 발간개선: 화학세계 발행일자 준수, 

Bulletin지 및 화학교육지 표지 디자인 개

선 협의

4. 춘계총회 준비상황 보고·확인

5, 춘계총회에서의 산·학 심포지엄 개최에 대

한 협의

6. 해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조속 추진

7. 기업체 회원후보명단 작성 및 화학세계 1호 

배포문제 검토

8. 신입생 홍보 및 학회안내용 영문 안내책자 

제작 협의

9. 운영위원회: 매월 첫째 주 금요일 4시, 셋째

주 금요일 3시 및 확대운영위원회 매월 셋

째주 금요일 4시 실시

▶ [1998년도 제4회 운영위원회] (1998.2.6)

1. 제43회 학술원상 수상후보자 정경훈 회원

(kaist), ‘98 과하기술유공 훈·포장 수상후

보자에 이익춘 회원(인하대) 추천 

2. ’98년도 구독회비 납부공문 종신회원 전원

에게 발송키로 결정함.

3. 학회운영기금 협의: 총무부회장 책임, 인감 

및 기금통장 보관 

4. 지부장회의 교통비 예년과 동일 지급

5. 지부장회의 자료 검토

6. 이사 및 평의원 회비 납부 협조공문 2월 중

순 발송키로 함.

7. 제 2회 학술위원회 ‘98.2.20 오후 5시 개최

키로 결정

8. 회원배가 협조 공문 각 대학 화학과장에게 

송부, 명단을 받아 화학세계 발송키로 함.

▶ [1998년도 제5회 운영위원회] (1998.2.20)

1. 화학관련 학회 연합회 합의서 보고 및 화학회 

회의 참석대표 결정: 이기정 충무실무이사

2. 화학인력총람 판매 홍보: 총회 때 판매 및 

화학세계에 box 기사 광고 실시

3. 일반산학심포지엄 개최협의, 위임: 의약품

화학분야(기획), 정밀화학분야(산학)

4, 지부장회의결과 검토

  * 평의원 임무확대: 예우문제 구체적 검토

(기획)

  * 화학교육분과 활성화 방안: 화학교육지편

집위원회와 상호의견 교환

  * 교육부 공문: 화학세계, 교육지, 중등교육

분과에 홍보

5. ’98 학술진흥재단 학술연구심사평가위원 

추천: 학술부회장 일임

6. 인쇄비 조정 문제 거론: 총무부회장에게 일

임

7. 출판물특별회계 기금, 일반회계에 전출 결

정 보고

   (전반기 1,000만 원, 후반기 1,000만 원)

8, 기념품 제작 - 견본 검토 후 추후결정

9. ‘98년 추계총회 장소

10. 사무직직원 인사기록카드: 신원보증서 첨

부요

11. 역대회장 사전준비 토의

12. 김동일 명예회장 90세 탄생일 협의: 손연

수회장 원로회원과 의논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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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도 제6회 운영위원회] (1998.3.6)

1. ’98년도 임원변경 등기필(‘98.2.16)

2. 교육계 종신회원에게 화학교육지 배포키로 

결정

3. 입회가능 후보회원 명단 확보 재협의 - 지

부에 공문 발송키로 함.

4. 춘계총회 산학심포지엄

 * 디스플레이 조합으로부터 명단을 확보·홍보

 * 심포지엄 내용을 수집 프로시딩 발간

5. 학술지 발간-학술지 발간시기를 정기일정

에 맞추어 발간

6. 춘계총회 발표논문 중 하이라이트 발췌, 기

획부회장에게 위임

7. 일반산학연심포지엄 정밀화학분야 화학기

술진흥위원회에서 검토, 후반기 실시

8. “과학과 기술”지에 과학의 날 광고 게재키

로 함.

9. 김동일 명예회장 구순 기념문집 발간비용 

보조(100만원)

▶ [1998년도 제7회 운영위원회] (1998.3.20)

1. 화학세계지의 쪽수를 줄이기로 하고 Kukui

교수의 업적 기사화 부탁

2. 학술지의 발간시기를 앞당기고 Bulletin지

의 표지, 지질 및 서체변경 검토

3. 학술대회시 Invited Lecture로 초청된 연

사의 발표내용을 Bulletin지에 Review 

Article로 게재하는 것 검토

4. Elsevier Science와 협력관계: 98년도 운

영위원회에 위임

5. 윤리헌장 학술부회장이 책임 수정키로 함.

6. 화학물명명법 개정시안 검토: 문제점이 발

견되어 화학술어위원회와 상의 후 결정

7. 홍보책자 고등학생, 대학 1년생을 기준한 

흥미위주의 내용을 엮어 준비

8. 제2회 이사회 일정 및 안건협의

9.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당연직으로 회장, 전

회장, 전간사장, 차기회장, 기획부회장, 산

학부회장, 총무이사 1인, 차기총무부회장 

및 지부장은 윤번으로 결정

10. ’98 추계총회 장소: 선문대학교로 결정

11. 기념품 제작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12. 학술지 평가 지원신청(학진), 학술부회장

에게 위임.

▶ [1998년도 제8회 운영위원회] (1998.4.30)

1. ‘97년 IUAPC회비 납부 문제 및 ’98년 회비 

50% 하향조정 공문 진정일 부회장께 위임

2. 평의원회 활성화 문제 협의

3. 각종 회비 징수현황 점검

4. 기획실무이사 박노상 박사 대신 최중권 박

사로 교체보고

5. 춘계총회 준비사항 점검

 * 포스터 보드 구입결정(20개)

 * 기기전시회에 따른 부속품 구입결정

 * 한국과학상 수상 기념강연 정식 준비키로 함.

 * 춘계 학회 여비지급 협의

6. 모든 학술지 발간, 화학세계 발행에 맞추어 

발간키로 함.

7. 학술원회원 추천, 회장에게 위임

8. 학술지 평가 신청, 차기회장과 상의 후 결정 

(한국학술진흥재단)

9. 입회가능회원 후보명단 독려 협조(기업체, 

지부) 토의

10. 제44회 전국과학전람회 특별상 시상키로 

함(대한화학회장상)

11. 기념품 제작키로 함. (넥타이핀)

▶ [1998년도 제9회 운영위원회, 제4회 확대운영

위원회] (1998.4.17)

1. ‘98 춘계학회 최종 검토

2. 제1회 평의원 및 제2회 지부장회의 준비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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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과회 수익사업 대비, 분과회 규정 개정키

로 함.

4. 산학연 간담회 개최 내용정리, 화학세계에 

게재키로 함. (기업체 참여 유도)

5, ’98 추계학회 발표내용 조정, 분과회장 회

의에서 논의키로 함.

6. 학술지 원고료: 상임편집위원회에서 결정키

로 함.

7. 교육종신회원제도 도입 차기 이사회에서 논

의키로 함.

8. 홍보책자 준비 후 홍보위원회와 협의 결정

되면 운영위원회에서 검토 제작 배포

9. 선거일정 협의: 제34대 회장

10. 회장선출규정, 차기 이사회에서 논의-후보

이력과 소견 전 회원 배포건

11. ’98 추계학회 장소(선문대학교) 공고 및 

초록마감 7월 30일, 프로그램 화학세계 38

권 10호에 게재

12. 한국학술진흥재단[국내술지평가위원] 추

천, 학술부회장에게 위임

13. 한국과학문화재단[텍스트개발 전문가 추

천] 이덕환 교수에게 위임

14. ㈜한국출판정보통신[인터넷잡지] 자료 등

록 참여 요청 불응키로 함.

▶ [1998년도 제10회 운영위원회]

1. ’98 춘계 학회 개최 결과 및 경비내역 검토: 

다수 회원의 간친회 참석모색을 차후논의

2. 출판위원회 사업으로 물리화학실험교재 및 

화학사전 발간 추진: 물리화학실험교재는 

‘99년 봄 학기부터 판매 가능토록 준비, 화

학사전은 준비 중으로 추후 논의 

3. 화학세계 시판: 교보, 영풍문고, 을지, 종로

서적 등에 위탁 시판키로 함.

4. 학술원 회원에 윤능민 박사 (전회장) 추천

5. 한국학술진흥재단 [국내학술지 평가위원]에 

전경훈, 진종식, 김성각 교수 추천 

6. Bulletin지 개선: Feature Article의 분량

은 A4용지 25매 이상으로 하며 Review 

Article의 분량은 A4용지 45매 이상으로 

함. 원고료는 $500에서 30만원으로 조정

함. 표지 및 크기 줄이는 문제는 ’98년 준

비, 잡지의 크기(판형 변경 않고) 조절 ’99

년부터 실시

7. 분과회장 회의일정: 6월 첫째 주 운영위원

회와 동시 개최

8. 영문교정지: Bulletin지 편집위원회 위원장

과 상의 후 결정키로 함.

9. 98추계학회 준비: 선문대학교에 협조공문 

발송, 사전답사키로 함.

10. 교육종신회원제도: 지부장회의 때 부정적

의견이 많음. 교육회원 확보를 교육대학원 

중심으로 회원유치활동 주력

11. 입회가능회원유치: 입회원서, 은행지로용지

를 첨부하여 입회가입 권유공문 발송키로 함.

12. 홍보책자 각 대학 화학과 소개책자 참고키

로 하고 회장 명의로 학과장에게 자료송부 

협조공문 발송키로 함.

▶ [1998년도 제11회 운영위원회, 제5회 확대운

영위원회] (1998.5.15)

1. 우편사고(춘계 학회 초록) 대책: 강남우체국

에 대책 공문 발송키로 하며, 추계학회 초

록 접수시는 WEBSITE에 올려 직접 확인 

가능토록 조치하고 화학세계 6호에 안내키

로 함. 

2. 화학세계 시판대책 협의: 본지의 내용을 보

완하고, 이를 홍보 및 일부 구매키로 함.

3. 정밀화학공업발전을 위한 좌담회 내용 정

리, 화학세계 6호에 게재키로 함.

4. ’98 추계학회 장소 답사 보고(98.5.4 선문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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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회 개최계획 및 진행개선 문제 협의

6. 학술지 개선(Bulletin지 화학교육지) 협의

 * Bulletin지: 98년부터 변경 실시하되 본문

의 체재 및 표지의 변경 차후 논의

 * 화학교육지 발간주기 6회에서 4회로 조정 

- 화학교육지 편집위원장과 협의됨

7. 분과회장단 회의일정 및 안건 협의

8. 영문교정자 구인: 5월 19일자 코리아헤럴

드지에 공고키로 함.

9. 제2차 산학연 심포지엄 추계학회에서 실시

키로 함. (산학, 기획협의)

10. 회원유치(회원후보 가입권유, 교육회원 확보)

 * 화학세계 7호 발송시 회원후보에게 회원가

입공문발송

 * 비정기간행물 (학회 발표초록, 분과회 학술

행사프로시딩)

▶ [1998년도 제12회 운영위원회] (1998.6.5)

1. 제1회 분과회장 회의록을 정리, 분과회장에

게 발송키로 함.

2. 화학세계의 시사성을 갖기 위해 수능 및 국

제화학 올림피아드 시험문제 등의 게재를 고

려키로 함. (화학교육지 편집위원장과 상의)

3. ’98 추계학회 산학심포지엄 내용을 유기정

밀화학과 GREEN TECH.로 함 

4. 기술진보상 및 중등학교화학교사상 수상후

보자 추천의뢰 협의

5. Bulletin지 및 화학교육지 개선문제 협의

6. 정밀화학공업발전을 위한 좌담회 결과를 산

학부회장 정리, 공문서화 가능토록 준비키

로 함. 

7. 학회 개최 기간 중 미등록자 참가를 억제키 

위하여 명찰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홍보할 것

▶ [1998년도 제13회 운영위원회, 제6회 확대운

영위원회] (1998.6.19)

1. 1997년 미수금 독촉 후 상황에 따라 내용

증명 준비 고려 

2. 분과회 회원 중 학회 비회원에게 회장, 분과

회장 공동명의로 회원가입 공문 발송키로 함.

3. IUPAC Commision 회의에 참석하는 

IUPAC body에게 국제협력기금에서 지역 

차등 지원(40,80만원)

4. 98 추계학회 산학심포지엄 프로그램을 본

지 9월호부터 게재키로 함.

5. 학진 학술지 평가 신청: 학회 사무국 준비, 

학술부부회장과 의논하여 8월말까지 작성 

제출키로 함.

6. 분과회에서 최근 개최한 심포지엄 등의 프

로시딩 20부씩 제출받아 매년 간행물 목록 

작성, 특별회원에 보내어 필요한 자료 우송

키로 함. 

▶ [1998년도 제14회 운영위원회] (1998.7.3)

1. 화학세계 시판확대: 5대 광역시외 10개 대

학구내서점에 위탁시판 부탁

2. Bulletin지의 활성화 방안 협의 Bulletin지

의 국내연구자들과 외국인들의 투고를 유도

하여 국제화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

 (1) Bulletin지의 표지, 지질, 활자체를 비롯

한 편집체제 등 변화, Bulletin지의 개선

(10월 까지 작업완료)

- 국내연구자들에게 투고를 적극적으로 

권장

- 투고료를 내리거나 별쇄본을 무료로 배

포할 수 있는지 가능성 검토

 (2) Bulletin지에 Review 및 Feature 

Article 게재를 적극적으로 추진

- 외국의 저명과학자들을 대상으로 

Bulletin지에 투고를 적극권장 

- 게재시 소정의 투고료를 지불할 수 있

음. (현재Review 및 Featu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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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300,000원을 지불)

- 저명과학자를 접촉할 시 Bulletin지 편

집위원장, 해당 상임편집위원 및 학술

부회장과 협의 

- 위의 투고된 내용들은 해당 상임 편집

위원의 협조하에 심사 없이 게재함을 

원칙으로 함.

 (3) Bulletin지에 국제 심포지엄의 초청강연

자의 강연을 게재할 수 있음.

- 대한화학회 주관이나 후원의 경우에는 

국제학술대회 조직자는 Bulletin지 

international 심포지엄 의 초청강연

자의 강연을 게재할 수 있도록 협조

- 저명한 국제학술대회에 한하며, 이에 

대한 기준은 Bulletin지 편집위원장, 

해당 상임편집위원 및 학술부회장과 협

의하여 결정한다. 

- 국제학술대회 조직자는 초청장 발송시 

초청강연 내용의 Bulletin지 게재에 관

한 협조를 요청하도록 협조 

- 해당 상임 편집위원과 협조하여 투고된 

원고는 심사하지 않고 게재할 수 있음.

약간의 원고료를 지불할 수 있음.

 (4) 기타 

- 화학회 초청 기조강연자의 경우 심사 없

이 Review, Feature Article, Article 

강연록 등을 심사 없이 게재하도록 함.

- 분과회 초청 심포지엄이나 학술대회에 초

청된 연사일 경우 분과회장의 요청으로 

Bulletin지 편집위원장, 해당 상임편집

위원 및 학술부회장과 협의하여 심사 없

이 Review, Feature Article, Article 

강연록을 심사 없이 Bulletin지에 게재

할 수 있도록 함. (원고료 없음).

- Bulletin지 게재 논문은 심사완료 후 모

두 영문교정자를 거치게 함으로써 

Bulletin지의 영어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안 검토

3. 정밀화학 간담회 결과 정리 및 처리: 산학 

부회장 정리 후, 회장께서 수정 보완하여 

회장명의 공문 준비 후 과기처, 중기청 등

에 송부

4. 정밀화학분야 벤처기업육성안을 화학관련 

학회가 참여하는 조직구성을 진행키로 함.

5. 일반화학살험서 개정사업비 협의

▶ [1998년도 제15회 운영위원회, 제7회 확대운

영위원회] (1998.7.24)

1. 특별회원사에 회비 납부협조 공문과 학회출

판물 목록을 정리, 회송용 체크목록 양식을 

동봉토록 함.

2. 화학세계 시판 확대: 5대 광역시, 서울 10

개 대학 외 지방 10여개 대학에도 시판 부

탁키로 함.

3, 추계학회 산학협동  크샵 프로그램을 화학

세계 38권 9호부터 공고

4. 원로회원의 애도사 화학세계 게재 기준 정

함: 분과회나 지부에서 요청할 경우 게재, 

개인적인 경우는 게재하지 않음(본지 당호

에 김동일, 이학기 원로회원의 애도사 게재)

5. 홍보책자 (98,7.24 초안 작성완료): 표지, 

서체, 판형 내부디자인 등의 결정은 박도곤 

교수(숙명여대 화학과)에게 위임키로 함.

6. 추계학회 공로패 및 감사패 증정자 일부확정

▶ [1998년도 제16회 운영위원회] (1998.8.7)

1. 제3회 이사회(98.7.28) 결과 검토 및 처리: 

제34대 회장후보 등록 상황, 결과에 따라 

제3회 이사회에서 제2의 후보 추천 내용의 

공문과 수락서를 송부, 수락여부를 98.8. 

21. 선거관리 위원회에 제출키로 함.

2. 추계학회 발표논문수를 고려하여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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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편성키로 함.

3. 추계학회시 분과회에서 초청한 외국연사를 

파악, 8월중으로 명단 작성

4. 회지, Bulletin지, 화학교육지, 의약화학지

의 심사자료를 인수, 2년간은 학회에서 보관

5. 화학관련학회연합회 회원명단정리, 8월말

까지 인쇄완료(이름, 주소, 전화번호, 팩스 

등 포함)

6. 이태규 학술상 수상후보, 이태규 선생 기념

사업회에 복수 추천 (98.7.30).

▶ [1998년도 제17회 운영위원회, 제8회 확대운

영위원회] (1998.8.21)

1. IUPAC 회비확정 보고: $10,000(’97), 

$8,000(’98)로 결정됨.

2. 화학세계 9호 표지로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관ㄹ한 사진이 표지로서 부적절함에 따라 

제30차 IChO 참가학생들의 얼굴 사진으로 

정함.

3. 의약화학지편집위원회위원장 정성기회원 

후임에 유성은(한국화학연구소)회원 추천키

로 함.

4. 산학협동 워크샵: 환경친화적 화학산업 워

크샵 개최를 화학세계 38권 9,10호에 게재

하고 관련업체에 내용을 홍보키로 함.

5. 홍보책자 15,000부를 제작하여 대학은 회

원 수에 따라 차등, 고등학교에는 무료배포

하기로 함.

6. 회원의 징계사항 발생: 회원징계에 대한 규

정(안)을 제정키로 하고 표절 문제에 대해서

는 학술부회장, Bulletin지 편집위원장, 상

임편집위원과 협의 회의를 개최하여 진의를 

정하고 과거의 선례에 따라 진행키로 함.

7. 제17회 세종문화상 수상후보자에 진정일 

회원 추천키로 함.

▶ [1998년도 제18회 운영위원회] (1998.9.4)

1. 1998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총무팀에서 재검토, 차기운영위원회에서 확

정키로 함.

2. 50년사 편찬위원회(98 제1회) 회의결과 보고

3. 98 추계학회 하이라이트 논문 발표 ‘98.11. 

12까지 분과회로부터 추천받아 화학세계 

38권 12호에 게재키로 하고 동지 상임편집

위원회 회의에 보고키로 함. 

4. 화학세계 시판: 동지 38권 9호부터 각 대학 

학과장님의 협조를 얻어 구내서점 위탁 판

매키로 함.(’98.9.4 발송)

5. 제34대 회장 후보자 소견서 2,832통 발송

보고

6. 제2회 선거관리위원회 ‘98.9.30 개최키로 

정하고 차기운영위원회에서 회의일정 확정

키로 함.

7. 특허출원 신규성 인정 학술단체 지정서 교

부보고 (98.9.2 특허청)

▶ [1998년도 제19회 운영위원회, 제9회 확대운

영위원회] (1998.9.18)

1. 특별회원사 신청한 비정기간행물 인쇄부수 

결정, 발송키로 함.

2. 제4회 이사회 부의 안건 검토 

3. 대한화학회상 수상후보자, 공로패, 감사패 

증정자 확인 및 문안 검토

4. 학진 학술지 평가신청에 따른 해당 세칙을 

제세칙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문구를 

삽입키로 함.

5. 해외인력DB 재협의: 회장님, 양덕주 박사

와 상의 추진키로 함.

6. 홍보책자 배포: 고등학교 2부, 대학교 2부

씩 배포하며 추가시는 주문받아 1부당 500

원씩 판매하고 제82회 총회 등록 회원에게 

1부씩 무료 배포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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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도 제20회 운영위원회] (1998.10.9)

1. 제4회 이사회 부의 안건 최종 검토 

2. 의약화학지편집위원회 위원장 보선 추천: 

유성은 박사(한국화학연구소)추천키로 함.

3. 제82회 총회 준비검토

4. 학진 ’98 국제학술지 발행지원 신청 

(‘98.10.10)

▶ [1998년도 제21회 운영위원회, 제10회 확대운

영위원회] (1998.10.16)

1. 이태규학술상 시상은 수상기념 강연회장에

서 강연 전 시상키로 함.

2. 화학세계 시판: ’99년도는 99년도 운영위원

회에 위임

3. 제82회 총회 준비 최종 검토

4. 산학워크샵 프로시딩 자료준비 및 인쇄 최

중권 기획실무이사에게 위임

5. 홍보책자 배포: 무상(대학 101개교 2,030

부; 고등학교 1,200개교 2,400부) 배포

6. 홍보책자 내용 충남대 화학연구정보센터 홈

페이지 등재 수락키로 함.

▶ [1998년도 제22회 운영위원회] (1998.11.6)

1. 제82회 총회(98 추계총회) 개최결과 검토

2. IUPAC 회비(97-$10,000, 98-$8,000)를 

11월 중 납부하되 ‘97회비는 특별회계에서 

변재키로 함.

3. 화학세계 설문조사: 설문 받아 반영하기가 

시간적으로 촉박하므로 시행하지 않기로 함.

4. ’99 Bulletin지 발간: 편집에 대한 변경사

항(표지, 지질, 서체, 포멧 등)을 상임편집

위원회 개최·보고하고 화학세계 39권 1호

에 홍보광고 게재키로 함.

5. 화학교육지 내용(편집) 변경에 따른 조치: 

편집위원회 개최, 변경사항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고 화학세계에 게재

6. 우수포스터상 14편으로 결정

7, 해외인력 DB: 양덕주박사 주선키로 하였으

며 화학, 화공분야로 분류하되 고분자분야

가 누락하였을 경우, 추후 부탁키로 함(디

스켓으로 인수부탁)

8. 화학관련학회연합회 추진상황 보고 

9. 유기화합물명명법 발간 계약키로 결정

▶ [1998년도 제23회 운영위원회, 제11회 확대운

영위원회] (1998.11.20)

11월 20일 제23회 운영위원회에서(제11회 확

대운영위원회) 에서는 IUPAC회비는 Company 

association 회비를 제외하고 납부한다는 것

을 ”99 운영위원진께 전달키로 하고 한국화학

회관 임원(이사 3인, 감사 1인)을 추천하되 현

회장, 전회장, 전전회장, 원로회원1인으로 구

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사에 김시중, 백운기, 

손연수 회원, 감사에 심상철 회원을 추천키로 

하였다. Bulletin지 영문 교정자 Arnold 

Stockard를 Associant Editor의 직명으로 부

여키로 하고 본회 Associate Editors 명단하

단에 인적사항을 게재키로 하였다. 그리고 화

학관련학회(가칭) 인명록을 한국화학회관의 보

조를 받아 1,000부를 발간하여 4개 학회 평의

원에게 무료로 배포하여, 그 외 회원에게는 원

가로 배포 공급키로 하였다. 

12월 11일 제24회 운영위원회에서는 4일 

개최한 Bulletin지, 화학교육편집의원회 및 기

금위원회 회의결과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또한 

3일 한국학술진흥재단 ‘98 국제학술지 발행지

원 면담 심사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었다. 

1999년 신년하례식을 1999년 1월 1일 오후3

시 과학기술회관 12층 과학클럽에서 개최키로 

확정하였다. 그리고 1998년도 일반·특별회계 

결산(안)을 검토하였으며 26일 4시 ’98, ‘99 

합동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개략적인 인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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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하기로 하였다. 

(학술발표회)

▶ 제81회 연회 및 춘계총회

대한화학회 제81회 연회 및 춘계총회가 4월 

24~25일 이화여자대학교 종합과학관과 공과

대학에서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이번 연회에서

는 기조강연, 기념강연, 특별강연, 심포지엄, 

구두발표 및 포스터 발표로 나뉘어 진행되었

고, 최근 몇년간 연회에서 개설되지 않았던 산

학연 협동워크샵을 개설하여 실시한 것도 특이

한 점이다. 원활한 행사 준비와 운영은 이화여

자대학교 학교당국, 화학과 교수님과 직원 및 

학생들의 일사불란한 진행의 덕분이라 생각한

다. 이번 연회에는 미국 Iowa주립대 Edward 

S. Yeung 교수의 기조강연을 포함 875편의 

논문발표가 있었으며, 특히 대한화학회 학술

상, 제6회 한국과학상 수상기념강연을 개설하

여 실시한 것도 또한 특이한 점으로 사료된다. 

앞에서 기술한 것 외에 STN설명회 및 화학

연구정보센터설명회, 기기전시회 등이 있었다. 

이번 연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아낌

없는 협조와 후원을 해주신 이화여자대학교 장 

상총장님과 학교당국, 그리고 화학과 김성진 

학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수님들(고수영, 남

원우, 박준우, 안병태, 엄익환, 이민영, 이상혁, 

이종목, 장석복, 전길자, 한소엽), 행사진행을 

위해 수고한 화학과 직원 및 특히 학생들과 수

고하여 준 서강대학교 화학과 학생들에게도 심

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연회에 여러 면으

로 후원하여 주신 기업체와 기기전시회를 비롯

한 전시에 참여한 업체에 진심으로 사의를 표

하는 바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화학과 김성진 학과장님을 

비롯한 교수님들의 완벽한 행사준비와 일기불

순으로 걱정되었던 날씨도 괜찮은 편이어서 아

무 무리 없이 성공적인 연회가 개최되었으며, 

1,714명(학생회원 786명 포함)의 회원 및 비

회원의 등록이 있었다. 특히 보이지 않는 학생

들의 진행이 매우 인상적이었고, 뒤에서 궂은일

을 맡아서 지휘를 하신 김성진 학과장님을 비롯

한 교수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덕분으로 학회

를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

다. 이본수 부회장의 사회로 총회는 식순에 따

라 손연수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이화여자 대학

교 장 상 총장님 축사가 있었으며 이번 시상식

에는 장 상 총장께서 배석하여 주셨다. 

학회상 시상은 학술상, 학술진보상, 교육진

보상, 포스터발표상에 이어 공로패와 감사패 

증정이 있었다.

이어서 진정일 부회장의 회무보고는 간략하

게 보고되었으며, 회원들의 박수로서 접수되었

다. 분과회 및 지부사업 보고는 시간관계상 서

면 결의되었고, 1997년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안을 진종식 이사('97년도 간사장) 제안과 설

명으로 원안대로 이의 없이 의결, 승인되었다. 

제세칙 및 시행세칙 개정안도 손연수 회장의 

설명으로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승인되었으며, 

이어 기타토의사항에 대한 순으로 총회가 진행

되었다. 이어 자리를 옮겨 경영관에서 제81회 

연회 간친회가 있었다.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도 이번 이화여 자대학교에서 열린 연회를 후

원 및 협찬하여 주신 이화여자대학교 당국과 

명진크리스텍 ㈜, 방비원, 삼성종합기술원, SK

텔레콤㈜, LG화학㈜, 이화여자대학교 기초과

학연구소에 사의를 표하며 기기전시회에 참여

하여 주신 업체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

씀을 전하고 싶다. 기기전시 참여업체는 남영

과학㈜, 대양과학㈜, ㈜도남인스트루먼트, ㈜

바이텍켐스, 보성과학㈜, ㈜본길, 삼인과학,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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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인스트루먼트, 세진시아이, 신원데이타네트, 

씨그마알드리치코리아㈜, 엘텍인스트루먼트, 

오성사이언스, (유)우성진공, 자유아카데미, 

Chemical Abstract Service, ㈜티앤제이테

크, 폴라로이드 동원, 필사이언스, 한국TMSI 

등이다.

Ÿ 논문발표

이번 제81회 연회에서는 미국 Iowa 주립대 

Edward S. Yeung 교수의 기조강연을 비롯, 

대한화학회 학술상 제6회 한국과학상 수상기념

강연 2편, 특별강연 3편, Display Materials 

& Devices에 관한 산학연협동워크샵 11편, 

분과회별 심포지엄 67편, 연구발표 791편(구

두 55편, 포스터 736편) 등 875편의 논문발표

가 있었다. 이번 연회에서의 포스터발표는 강

의실 복도를 이용하여 실시되었기에 비좁은 편

이었으나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발표

준비물도 예년에 비하여 미적 감각을 살려 발

표하고 깨끗하게 정돈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틀간 계속된 연회는 진행상에 별

로 무리없이 진행되었다. 대한화학회 회원들의 

참여의식이 높아진 것도 그중 한 이유가 되며, 

특히 이번 행사를 위해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및 직원과 학생들의 열성적인 준비 및 조직적

인 운영이 연회 진행을 성공적으로 이끈 것이

다. 산학연협동워크샵, STN설명회, 화학연구

정보센터 설명회 및 기기전시회 등도 회원들에

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여하였다고 생

각된다.

▶ 제82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

Ÿ 개관

제82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가 10월 23~24일 

선문대학교(아산캠퍼스) 공학관과 자연과학관

에서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이번 총회에서는 

환경친화적 화학산업 워크샵, 기념강연, 분과

회별 심포지엄 및 연구발표(구두 및 포스터)로 

나누어 진행되었고, 최근 몇 년간 총회 및 학술

발표회에서 개설되지 않았던 산·학·연 협동워

크숍이 금년 두 번째로 당국, 화학과 교수님과 

직원 및 학생들의 일사불란한 진행의 덕분이라 

사료된다. 이번 학술발표회에서는 기념강연을 

포함 990편의 논문발표가 있었다. 앞에서 기

술한 것 외에 STN설명회, 기기전시회 및 서적

전시회 등이 있었다. 이번 행사를 유치하고 성

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적극도움을 주신 선

문대학교 이경준 총장님과 교직원들에게 감사

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사의  진행 및 제반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연 2일간 순조로운 행사

가 되도록 봉사하여 주신 선문대학교 화학과 류

광경 학과장님을 비롯한 교수님들(김명녀, 김용

진, 김정희, 박봉진, 송정섭, 송재경, 송병호, 이

창재, 한철희)과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행사에 여러 면으로 후원하여 주

신 기업체와 기기전시회를 비롯한 전시에 참여

한 업체에 진심으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Ÿ 등록 및 총회

선문대학교 화학과 류광경 학과장님을 비롯한 

교수님들의 완벽한 행사준비와 더불어 이틀 동

안 한국적인 쾌청한 날씨가 이어져 아무 무리 

없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며, 1,695명(학생

회원 783명 포함)의 회원 및 비회원의 등록이 

있었다. 특히 보이지 않는 학생들의 진행이 매

우 인상적이었고, 뒤에서 궂은일을 맡아서 지

휘를 하신 류광경 학과장님을 비롯한 교수님들

의 헌신적인 노력의 덕분으로 학회를 성공적으

로 마칠 수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본수 

부회장의 사회는 식순에 따라 손연수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선문대학교 이경준총장님의 축

사가 있었다. 학회상 시상식은 공로상, 기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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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중등학교화학교사상, 포스터발표상에 이

어 공로패와 감사패 증정이 있었다. 

이어서 제34대 회장선거 결과보고를 사회자

인 이본수부회장이 회장선출 경위와 결과를 자

세하게 보고하였으며 회무보고 중 재무현황은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결부하여 보고키로 

하고 어용선부회장으로부터 일반 회무보고가 

있었다. 분과회 및 지부사업 보고는 전날의 평

의원 및 지부장회의에서 보고되었기에 시간관

계상 서면 접수되었고, 정관, 제·세칙 및 시행

세칙 개정안이 손연수 회장의 발의로 박준우 

이사의 개정에 대한 배경설명에 따라 원안대로 

이의 없이 심의, 승인되었다. 1998년도 일반.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금년도 재무현

황과 결부하여 진정일부회장의 배경설명에 따

라 원안대로 이의 없이 의결·승인되었고 1999

년도 사업계획과 일반 특별회계예산안을 박준

우 이사의 배경설명으로 원안대로 이의 없이 

의결, 승인되었다. 차기임원선출은 손연수 회

장의 발의로 이대운 차기회장의 발표로 진행되

어,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선출되었으며, 이어 

기타 토의사항에 대한 순으로 총회가 진행되었

다. 이어 자리를 옮겨 교수식당에서 제82회 총

회 간친회가 있었다. 

어려운 여건에도 이번행사를 유치하고 도와

주신 선문대학교 당국과 아머샴마시아바이오

텍, ㈜유한양행, ㈜이스텍, 창영과학상사, 퍼킨

엘머코리아㈜ 등 후원업체에 사의를 표하며 기

기전시회, 서적전시회 및 STN 설명회에 참여

한 업체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전하

고 싶다. 참여업체는 대양과학㈜, 덕산약품공

업㈜, 렉스소프트㈜, 명진크리스텍㈜, ㈜본길, 

산업기술정보원, ㈜선일아이라, 세진시아이, 

신원데이타네트㈜, 씨그마알드리치코리아㈜, 

임파시스템㈜, 자우아카데미, ㈜정혜상사, 제

일광학시스템, 진성레이져, 청문각, ㈜티앤제

이테크, 한국광학시스템, 한국 TMSI 등이다.

Ÿ 논문발표

이번 제82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에서는 환경

친화적 화학산업워크샵 7편, 수상기념강연 4

편(이태규학술상 1편, 장세희유기화학학술상 

1편, 고분자화학분과회학술진보상 2편), 분과

회별 심포지엄 69편, 연구발표 910편(구두 

110편, 포스터 800편) 등 990편의 논문발표

가 있었다. 이번 학술발표회에서의 포스터발표

를 성화학숙친교관 1,2층에서 실시하려 하였

으나 장소관계로 친교관 2층과 친교관과 학생

기숙사 사이 야외에서 나뉘어 실시되었는데, 

이는 이틀동안 날씨가 쾌청하여 비교적 순조롭

게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를 위해선문대

학교 화학과 교수 및 직원과 학생들의 열성적

인 준비 및 조직적인 운영이 행사를 순조롭게 

마치게 된 것이다. 환경친화적화학산업워크샵, 

STN설명회 및 기기전시회 등도 회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여하였다고 생각

된다.

1999

(운영위원회)

▶ [1999년도 확대운영위원회]

12월 15일의 1999년도 예비 확대운영위원회

에서는 제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각 부

회장과 실무이사가 공식적인 회의록을 작성하

여 위원장의 날인을 받아 보관하고, 회의 결과

를 화학세계에 기사형식으로 게재하기로 하였

다. 1999년도 회비청구에 대한 점검과 대학원 

십입생을 2월에 파악하여 회원가입을 적극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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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기로 하였다. 또한 편집중인 일반화학실험

서의 활용 여부에 대하여 각 학과장으로부터 

받은 설문조사 결과(1998년)에 비하여 활용대

학 대폭 증가)를 검토하고, 1999년도 화학세계 

광고 약정내용의 검토가 있었으며, 화학교육지

의 표지변경에 대한 추진상황이 보고되었다.

▶ [1999년도 제1회 운영위원회]

1월 5일 제1회 운영위원회에서는 1999년도 

제34회 과총 총회 대의원에 이대운, 박준우, 

김관수, 최진호 회원을 추천하였다. 대한화학

회는 1999년도에 열리는 세계한민족과학 기술

자 종합학술대회에 환경화학 분야로 참여키로 

할 계획이다. 본 행사의 참여 연사 및 일정은 

추후 결정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본 위원회

에서는 1999년도 화학세계 광고 약정 내용을 

검토하는 한편 정관개정 승인을 보고하였다. 

▶ [1999년도 제2회 운영위원회]

1월 19일 제2회 운영위원회(제1회 확대운영위

원회)에서는 주소를 모르는 종신회원의 명부를 

만들어 화학세계 3월호에 게재토록 하여 그들

의 현주소를 알아내도록 노력키로 하였다. 

본회가 발행하는 소식지인 [화학세계]지를 

작년에도 판매한 영풍문고, 교보문고, 을지서

적, 종로서적에 계속 판매하기로 하였고 시티

문고를 추가하였다. 이번 춘계총회는 4월 

23~24일 양일간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에서 

개최하며1월말 경희대학교를 방문하여 부총장

님을 접견 접수장소, 총회장소, 기기전시장, 포

스터장, 분과별 발표장소 및 학교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논의, 살펴보기로 하였으며 외국초

청 강연자에게는 감사패를 수여하도록 하였다. 

1999년도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 종합학술기술

대회에 환경화학분야로 참여하므로 이에 관련

된 모든 일들은 분석화학분과회에 위임토록 하

였다. Bulletin지의 계약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

며 Bulletin지의 지질은 표지로 250lb로 본문

은 100lb 스노우화이트로 하기로 하였다.

▶ [1999년도 제3회 운영위원회]

2월 2일 제3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춘계총회가 

개최되는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 방문결과 보

고와 제44회 대한민국학술원상 수상후보자, 

99년 과학기술유공자 정부훈장 수상 후보자, 

대한민국과학기술자상 수상 후보자 추천 발송

과 제9회 과학기술학회 최우수논문상 수상후보

자 추천공문 발송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학술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춘계총회에 참석하는 초

청연사 중 과학재단지원금을 받고자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한화학회 명의로 신청해주기로 결

정하였다. 또한 춘계총회 초록을 2월 5일까지 

접수 받아서 접수번호, 이름 등을 웹에 올리어 

발표자들이 이상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8

월에 개최되는 IUPAC 회의에는 99년도 회장 

및 부회장중 1인, 98년도 회장 및 총무부회장 

이 참석하도록 하며 11월에 개최되는 FACS 회

의에는 운영팀에서 참석하도록 하였다.

▶ [1999년도 제4회 운영위원회] 

2월 23일 제4회 운영위원회(제2회 확대운영위

원회)에서는 학회의 주간업무보고로 제84회 

춘계총회 및 학술발표회의 초록 접수현황(921

편: 특강 3편, 심포지엄 85편, 구두발표 500

편, 포스터발표 783편)과 분과별 스케줄과 과

학재단의 지원금을 받으려고 분과회에서 요청

한 외국초정자의 지원서류를 대한화학회 명으

로 신청하였다. 본 학회가 발행하는 소식지인 

[화학세계]를 교보문고, 영풍문고, 을지서적, 

종로서적, 시티문고에 위탁판매하고 있으며 

[대학원 연구력 증강사업에 대한 화학계의 입

장]을 교육부 장관에게 보내었고 화학세계 3호



2. 연도별 주요 회무  89

에 그 내용을 기재하였다. 또한 특허청에서[발

명인의 전당] 헌액 대상자의 추천의뢰가 있어 

추천하였으며 2006년 한국에서 국제화학올림

피아드를 유치하는 안과 11월 한국화학올림피

아드를 개최하자는 안을 2월 26일 화학올림피

아드위원회의 안건에 상정토록 하였다. 

▶ [1999년도 제5회 운영위원회]

3월 2일에 제5회 운영위원회에서는 학회의 주

간업무보고로 과총[제9회 과학기술학회 최우

수논문상] 수상 후보자 추천발송, 과총 [99 세

계한민족과학기술자종합학술대회] 환경·화학

분야 국내·외 연사 추천발송 및 학술진흥재단

[97년 국제학술지 결과보고서] 제출을 보고하

였다. 또한 2월 26일 화학올림피아드위원회에

서는 국제화학올림피아드에 참여할 4명의 학

생 (서울과학고: 오성환, 주영석, 한성과학고: 

박기영, 부산과학고: 하동균)을 선발하여 본회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으며 2006년 국제화학올

림피아드 한국 유치 건은 이사회 안건으로 상

정토록 하였으며 11월 한국화학올림피아드 개

최 건은 단순히 이사회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대한화학회상 시상에 대한 논의로 학술상, 학

술진보상, 교육진보상, 화학교육상수상후보자 

추천공문을 분과회장, 지부장, 학술위원, 운영

위원께 발송하여 추천받기로 하였으며 우수논

문상은 95년도 Bulletin지에 게재된 논문 중 

96~98년도에 인용빈도가 탁월한 논문을 추천

받아 학술위원회에서 선정한 후 이사회에서 최

종 결정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춘계총회 및 

학술발표회때 감사패 및 공로패수여 사항을 보

았으며 이사회 안건을 검토하였다. 

▶ [1999년도 제6회 운영위원회 및 제3회 확대운

영위원회]

3월 16일 제6회 운영위원회(제3회 확대운영위

원회)에서는 대한화학상인 학술상, 학술진보

상, 교육진보상, 화학교육상수상후보자 추천공

문을 분과회장, 지부장, 학술위원, 운영위원께 

발송하기로 하였다. 본 학회가 발행하는 소식

지인 [화학세계]지를 교보문고, 영풍문고, 을지

서적, 시티문고 외에 4월호부터는 진솔문고에도 

추가 위탁 판매하기로 하였다. 또한 제83회 춘

계총회 및 학술발표회에 참여하는 외국인 초청

연사에게 추청장을 발송하였으며 특허청[발명인

의 전당] 헌액 대상자 후보자를 추천하였다. 이

밖에도 춘계총회와 관련하여 감사패, 공로패 수

여대상 및 부상 건, 그리고 춘계총회 때 원활히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회, 운영위원, 경

희대의 업무분담에 대하여도 논의하였다. 

연구논문에 대한 윤리지침을 Bulletin지, 대

한화학회지, 의약화학지 편집위원장에게 보내 

편집위원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사회안건으

로 상정키로 하였으며 결정되면 연초 학술지 1

호에 게재하기로 하였다. 이사회 안건에 대해

서 검토가 있었으며 안건 중 “연구 논문에 대

한 윤리지침”과 한국화학관련학회연합회 정관

(안)은 이사회 개최공문과 함께 보내어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화학올림피아드 

최종 탈락자에 대하여 부상 없이 우수상을 수여

하도록 하였으며 기타사항으로는 과총 99년도 

우수영문학술지 발간지원 신청에 대하여 논의

가 있었으며 유네스코 과학상 및 젊은 과학자상

에 관련 후보추천에 대하여는 회장과 학술위원

장이 상의하여 결장하기로 하였다. 학술진흥재

단 99년도 학술지평가사업과 관련하여 편집규

정에 학술지의 발행일이 추가되도록 이상회 안

건에 상정토록 하였으며 학술발표회 때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좌장께 진행시 주의사항 

등 진행요령을 정리하여 발송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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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도 제7회 운영위원회 및 제4회 확대운

영위원회]

4월 6일에 제7회 운영위원회(제4회 확대운영

위원회)에서는 해외에 있는 회원에게 99년도 

대한화학회 간행 학술지 구독요청과 과총에 99

년도 우수영문학술지 발간 지원금을 3,000만

원 신청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과학재단에서는 

본회가 지원금을 신청한 3명의(CHIN-KANG 

SHA, ALISTAIR SMITH, DETLEF-HELGE 

SCHIEL) 외국인 과학자 초청활용 지원대상자

를 선정하여 결과를 통보하여 주었다. 춘계총

회 연구발표 진행시 진행요령에 대해 좌장께 

공문을 발송하기로 하였다. 이밖에도 2000년 

대한화학회 85회 춘계총회 연구발표(국민대학

교) 및 86회 추계총회(창원대학교)개최승인에 

관하여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키로 하였으며 보

고사항으로는 재무현황, 회원현황 및 5월호 광

고현황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제83회 춘계

총회 및 학술발표회 때의 학회, 운영위원 및 경

희대측의 업무분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감사패, 공로패 수여 대상자 및 부상 그리고 각 

상의 문안검토가 있었다. 또한 남북과학 기술

자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안건에 상

정키로 하였으며 1999년도 선거관리위원회 구

성(안)을 검토하였다. 구성(안)은 위원장에 이

대운 회장, 위원에 진정일(차기회장), 박준우

(총무부회장), 김관수(기획부회장). 이덕환(홍

보부회장), 신국조(차기총무부회장), 이종목(총

무실무이사), 김성훈(기획실무이사), 이종목(총

무실무이사), 김성훈(기획실무이사), 석원경(홍

보실무이사), 하현준(기획실무이사), 이영식(홍

보실무이사), 허태성(경기지부장), 이광(대구·

경북 지부장), 윤민중(대전·충남지부장), 정근

호(광주·전남지부장)이다. 이밖에도 추천한 3

인(박달조, 이승기, 이태규 박사)을 다시 추천

하기로 하였다.

▶ [1999년도 제8회 운영위원회 및 제5회 확대운

영위원회]

4월 20일 제8회 운영위원회(제5차 확대운영위

원회)에서 다음의 학회 주간업무보고를 하였다. 

먼저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과총)의 99년

도 학회학술활동 지원금으로 1,980만원보다 

30% 정도 축소된 금액이다. 그리고 재무현황, 

회원현황 및 5월호 광고현황에 대한 논의가 있

었으며 제83회 춘계총회 및 학술발표회 때의 

학회, 운영위원 및 경희대측이 업무를 분담하

여 총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준비하였다. 

▶ [1999년도 제9회 운영위원회]

5월 4일 제9회 운영위원회에서는 학회의 주간

업무보고를 하였다. 과총에 99년도 1/4분기 

화학학술활동 지원금으로 학회지 발간비 지원

금 250만 원과 Bulletin지 발간비 지원금 270

만 원을 청구하였다. 또한 과총 99년도에 회비

와 구독료를 함께 납부하도록 요청하였다. 그

리고 재무현황, 회원현황 및 6월호 광고현황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제83회 춘계총회 및 학

술발표회의 결과 보고가 있었다. 제83회 춘계

총회 및 학술발표회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정·

종신회원은 908명, 학생회원은 816명, 비회원

은 40명으로 1,764명이 등록하였다. 

이밖에 회장선거 및 평의회선거에 대하여 논

의가 있었는데 제35대 회장선거일정 및 후보

등록공고를 화학세계 39권7호에 공고하기로 

하였으며 평의원선거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

였다. 초록집 발간 시 표지에 분과별 색인을 넣

기로 하였으며 심포지엄과 연구발표(구두, 포

스터)를 분류치 않고 편집하기로 하였으며 진

행표를 없애고 각 분야 발표에 있어서 제목, 장

소, 시간 등을 명시하는 방안은 좀 더 논의 후 

좋은 방안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포스터 

발표가 너무 많아져 큰 발표 공간이 필요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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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적은 공간을 가지고도 발표할 수 있는 효율

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으며 오후에 계속

된 총회가 늦게 끝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간

을 변경하여 발표가 끝나면 바로 간친회에 갈

수 있도록 조절하기로 하였다. 또한 5월 중 분

과회를 개최하여 공통 심포지엄은 공동으로 하

자는 의견과 분과회 총회시간을 공식적으로 배

정하자는 안을 논의하였다. 

▶ [1999년도 제10회 운영위원회 및 제6회 확대 

운영위원회]

5월 18일 회의에서 다음 사항이 보고 및 논의

되었다. (1)과총 99년도 우수영문학술지 지원

금으로 98년도 지원액 2,500만 원의 40%에 

불과한 1,000만 원을 배정받았으며, 지난 3년 

동안의 실적에 대해 학회별 평가회가 11월 중

순 또는 하순에 열릴 예정이다. (2)제83회 충

계총회 및 학술발표회 때 초정한 외국인 과학

자 초청활용 결과보고서를 과학재단에 제출하

였다. (3)대한화학지 및Bulletin지의 투고 논

문수가 줄어들고 있으므로 상임편집위원에게 

투고 편수를 늘리는 방안 모색에 협조해줄 것

을 당부하기로 하였다. (4)제84회 추계총회의 

합리적이고 원활한 진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

여 분과회 간사회를 개최하여 추계총회 개최 

계획안을 준비하기로 하였다. (5)회장선거일정

은 화학세계 7호에 게재하고, 평의원 선거의 

피추천자 명단을 작성할 때 당연직 평의원의 명

단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기로 하였다. (6)

화학교육 홍보위원회를 개최하여 대한화학회가 

제시하는 대학교육 교과과정의 모델을 제시하기

로 하였다. (7)분과회나 지부의 심포지엄 혹은 

세미나 개최에 대한 화학회 영수증이 필요하면 

부가세와 10%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하고, 그밖

에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

기로 한다. 다만 꼭 필요한 경우는 운영위원회에

서 사안별로 검토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 [1999년도 제11회 운영위원회]

6월 1일에 제11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대한화

학회50년사’ 발간에 관한 사항이 보고되었다.

제1회 국제협력위원회, 제1회 화학교육 홍보

위원회 및 제1회 분과간사회의 결과보고가 있

었고, 이태규 학술상 후보자 추천공문을 학술

위원회, 지부장, 분과회장, 운영위원에 발성하

였으며, 이태규 학술상 후보자 추천 안내를 화

학세계 6호에 게재하였다. 

대한화학지 및 Bulletin지의 상임편집위원

에게 투고편수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

으며, 의약화학지는 편집위원장 및 분과회장에

게 의뢰하기로 하였다. 학술진흥재단에 99년

도 국제학술지 발행지원 신청 및 국내학술지 

발간비 지원신청은 학술부회장과 2000년도 운

영위원이 상의하여 신청하기로 하였으며 학술

대회 개최지원은 기획 부회장에게 위임하기로 

하였다. 가을학회에는 분과간 공동 심포지엄, 

구두발표, 포스터발표 등을 잘 배정하여 원활

한 진행과 장소의 효율적 이용 및 분과별 학문

적 교류를 모색하기로 하였다. 지부보조비는 

11월과 12월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 [1999년도 제12회 운영위원회 및 제7회 확대

운영위원회]

6월 22일 회의에서는 학회의 주간 업무 보고

로 대한화학회 50년사 배포현황과 IUPAC에 

명단제출이 있었다. 국제협력위원과 운영위원

의 노력으로 ‘99년도 IUPAC 회비를 $18,300

에서 $10,000로 하향조정할 수 있었으며 전반

기 지부 보조비를 지급하여 지부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밖에 운영위원의 보고사항으로 가을학회

장소인 순천대학교 방문결과를 홍보부회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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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였다. 또한 추계총회 때 분과별 심포지

엄 주제, 조직책임자, 초청 및 일반 발표자 유

무 등을 정리하여 화학세계 39권 7호에 게재

하기로 하였다. 이밖에도 과총 1999년도 세계 

한민족 과학기술자 학술대회에 많은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본회 홈페이지와 관계 인사

들에게 홍보하기로 하였다. 

▶ [1999년도 제13회 운영위원회 및 제8회 확대

운영위원회]

7월 20일 제13회 운영위원회(제8회 확대운영

위원회)에서는 학회의 주간업무 보고로 과총 

2/4분기 국내학술활동 지원금 수락건과 대한

화학회상 및 이태규 학술상 수상 후보자 추천

사항 그리고 제31회 국제화학 올림피아드 관

련사항을 보고하였다. 제12회 운영위원회(제7

회확대) 회의록 검토, 재무현황, 회원현황 및 

광고현황, 회비 미납자에 대한 회비 납부요청, 

추계총회 추록 접수현황을 운영위원이 보고하

였다. 가울 학회 장소인 순천대학교를 박준우 

충무 부회장, 정봉영 부회장 및 이덕환 홍보 부

회장께서 8월중에 방문키로 하였다. 화학대사

전 출판계약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를 고려하

여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화학관련학회

연합회 창립기념행사 준비위원회 및 전문위원 

추천 건은 이대운 회장과 정봉영 부회장께 위

임하기로 하였다. 

▶ [1999년도 제14회 운영위원회]

8월 10일 제14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제3회 학

술위원회 회의결과 및 추계총회 초록 접수현황

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화학관련학회연합회 

창립기념행사 준비위원회 위원으로 학술 김영

관, 전문위원회의 총무, 재정위원장으로 이대

운 회장, 부회장으로 박준우 총무부회장, 기

획·홍보 위원으로 이영식 홍보 실무이사, 학

술·출판 위원: 장호겸 학술 실무이사를 추천하

였다. 이밖에 7월 30일 제35대 회장등록을 마

감한 결과 김영상 회원과 진종식회원이 입후보

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운영위원 보고사항으로 제13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검토, 재무현황, 회원현황 및 광고현황

의 보고가 있었으며 이태규 학술상은 1999년 

가을학회에서 수상하고 2000년 봄학회에서 기

념강연을 하도록 결정하였다. 또한 공업화학분

석세미나 결산시 1999년도 봄(제35차)에는 순

이익을 5:5로 배분키로 하였으며 가을(제36차)

에는 모든 사항을 운영위원(기획)과 협의하여 

2000년 이후 건은 2000년도 운영진에 위임하

기로 하였다. 

▶ [제15회 운영위원회 및 제9회 확대운영위원회]

8월 24일 운영위원회에서는 학회의 주간업무

보고로 추계총회에 발표할 초록접수현황을 보

고하였는데 기념 1편, 초청 5편, 분과별 심포

지엄 78편, 연구논문 955편(구두 52편, 포스

터 903편)으로 모두 1,039편이 접수되어 춘계

총회의 921편보다 13% 정도의 초록이 더 많

이 접수되었다. 이밖에 운영위원회 보고사항으

로 제14회 운영위원회회의록 검토, 재무현황, 

회원현황 및 광고현황을 보고하였다. 추계총회

에 관련하여 본회에서는 순천대학교를 방문하

여 본부호텔, 평의원 및 지부장회의장소, 간친

회장을 결정키로 하였다. 또한 전년 퇴직하신 

전임회장,98년 회장 및 총무부회장, 차기회장 

및 총무부회장, 광주·전남지부장, 감사 2인에

게는 학회에서 숙소를 제공키로 하였으며 이사

회 안건의 검토와 ’99년 9월 10일 오후 5시에 

이사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 [1999년도 제16회 운영위원회]

9월 17일 제17회 운영위원회에서는 학술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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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에 제출한 국제학술지 중간보고서, 국내학

술지 지원금 신청 및 평가신청사항을 보고하였

으며 논문처리현황과 간행물 현황을 살펴보았

다. 제15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검토, 재무현

황, 회원현황 및 광고현황을 검토하였다. 추계

총회에 관련하여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명

단을 화학세계 39권 10호에 게재하기로 하였

으며 추계총회 때 빠진 명단을 받아 수정하여 

평의원선거 최종 명단으로 확정키로 하였다. 

이밖에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학술지(Bulletin

지 및 의약화학지)에 대한 ‘99년도 계속평가를 

위해 학회에서 준비 후 학술부회장과 차기학술

부회장께서 검토, 9월 말까지 제출키로 하였다.

▶ [1999년도 제17회 운영위원회 및 제10회 확

대운영위원회]

9월21일 제17회 운영위원회(제10회 확대운영

위원회)에서는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Bulletin지 및 의약화학지) 계속 평가보고서 

준비상황을 보고하였다. 아울러 한국과학단체

총연합회(과총)의 3/4분기 지원금 신청과 제

35대 회장선거의 투표용지 접수상황을 보고하

였다. 제84회 대한화학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

에서 수여될 상패들의 문안을 검토하였으며 총

회 기간 중 상임이사를 포함한 운영위원들의 

업무분담과 숙소배분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충남대학교 학학연구정보센터와의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 [1999년도 제18회 운영위원회]

10월 12일 제18회 운영위원회(제 11회 확대

운영위원회)에서는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학

술지(Bulletin지 및 의약화학지)에 대한  1999

년도 계속평가보고서의 제출, 1999년도 회비

를 미납한 단체 및 특별회원에 대한 회비납부

요망, 회장선거 개표결과 진종식회원이 제35

대(2001년도 재임)회장으로 선출되었음을 보

고하였다. 이밖에 과학재단의 외국인 초청활용

지원금, 과총의 3/4분기 지원금 및 학술진흥재

단의 국내학술지 지원금의 입금사항을 보고하

였다. 제84회 대한화학회 총회 및 학술발표와 

관련하여 포스터발표 참가인원에 따라 포스터

상을 분과별로 배정(50편당 1편)하였다. 제3회 

이사회(’99.10.15)에서 인준될 추강경정예산

(안)과 충남대학교 화학연구정보센터와의 협력

사업에 관한 합의문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추

계총회관련업무(시상문안, 업무분담, 숙소배

분)등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확인하였다.

▶ [1999년도 제19회 운영위원회]

본 운영위원회에서는 제84회 총회 및 학술발

표회 결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지

급한 우수영문지 상반기 지원금 현황, 한국학

술진흥단체에서 11월 12일에 국제학술지

(Bulletin지)의 중간평가를 위한현장 실사표 

준비사항, 평의원선거 접수현황, 1999년 한국

화학올림피아드 개최 준비사항, 정기간행물 발

간 현황 등을 보고하였다. 이밖에 1999년 11

월 21일부터 11월 24일에 대만에서 개최되는 

FACS 회의에는 이대운 회장, 박준우 부회장, 

이덕환 부회장, 진정일 차기회장, 김성수 회원

이 참삭키로 하였다. 또한 과학재단 1999년도 

장기기초연구 평가자 추천 의뢰건 및 과학기술

부 특정연구개발사업 과제 선정·평가를 위한 

전문가 추천 의뢰 건은 최진호 학술부회장께서 

처리키로 하였다. 2000년도 학술상 수상자는 

봄 학회 때 시상과 동시에 발표를 할 수 있도

록 준비하기로 하였다. 

▶ [1999년도 제20회 운영위원회]

11월 30일 본 운영위원회에서는 한국학술진흥

공단에서 내사한 국제학술지(Bulletin지)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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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평가, 현장실사에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직

원1인과 심사위원 2인이 참석하였으며 학회에

서는 박준우 부회장, 박승철 차기 학술부회장, 

김영관 학술이사가 참석하여 심사위원의 질문

사항에 답변하였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11월

13일 마감, 11월 16일 개표를 한 평의원선거

에서 126명의 선출직 평의원 후보를 선출, 11

월30일 현재 96명의 승낙을 받았음을 보고하

였다. 이밖에 학올림피아드(KChO) 경시대회

를 11월 14일 연세대학교에서 개최하여 성황

리에 마칠 수 있었다. 11월 20일부터 11월 25

일 까지 대만에서 개최된 FACS 회의에 이대운 

회장, 박준우 부회장, 이덕환 부회장, 진정일 

차기회장, 김성수 회원이 참석하여 본 학회 및 

학술지를 홍보하였다. 기타 토의 사항으로, 한

국화학관련학회연합회의 2000년도 임원(이사, 

감사), 1999년도 대의원추천은 2000년도 운

영위원에 위임키로 하였으며 고분자화학분과

회 문고판 서적출판에 관한사항은 고분자화학

분과회와 출판위원회가 상의하여 진행키로 하

였다. 특별회원사와 광고게재사에 감사카드를 

보내기로 하였다.  

(학술발표회)

▶ 제83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

Ÿ 개관

아름다운 꽃 봉우리들이 피어나며 상쾌한 날씨 

속에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에서 진행된 대한

화학회 제83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는 1,764명

(전 회원 908명, 학생회원 816명 및 비회원 

40명)이 회의에 등록하고, 많은 방문객까지 참

여하여 성공적으로 끝났다. 특히 이번 행사에

는 약 100여명의 경희대 수원캠퍼스 화학과/

화학 전공 학생들이 유니폼을 입고 자원봉사로 

참여하여 진행을 도운 것이 인상적이었다. 이

와 함께 이들을 지휘하고 손수 일을 맡아 도와

주신 경희대 수원캠퍼스 화학과의 변송호 학과

장과 학회총무 실무이사인 이승한 교수, 홍보 

실무이사인 이영식 교수를 포함한 11분의 화

학과 교수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학회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짓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본부/도서관 건물과 자연과학관 건물에서 진행

된 이번 학회 행사는 아울러 경희대학교와 자

연과학대학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행사였다. 

이 자리를 빌어 도움을 주신 경희대학교 조정

원 총장, 수원캠퍼스, 박규홍 부총장, 자연과학

대학 차영일 학장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 

Ÿ 총회

금요일저녁 자연과학대학 시청각실에서 개최

된 총회에서는 김관수 부회장의 사회로 식순에 

따라 이대운 회장의 개회사, 경희대 총장의 축

사, 그리고 대한화학회상시상 및 공로패, 감사

패 중정이 있었으며 박준우 부회장의 회무보고

가 있었다. 분과회와 지부사업은 서면으로 보

고하였고, 진정일 1998년도 부회장이 보고한 

1998년도 결산(안) 과 제·세칙 및 시행규칙 개

장(안)이 승인되었다. 또 [연구논문에 대한 윤

리지침]을 채택하여 편집위원, 논문저자, 평가

자의 윤리적 의무 및 윤리지침을 확인하였다. 

총회가 끝난 후 자리를 우정원 기숙사 교수식

장으로 옮겨 제83회 연회 간친회가 있었다. 

Ÿ 학술발표

이번 제83회 학술발표회에서는 특별강연 3편

과 표면반응, 분자분광학, 거대분자 화합물과 

폴피린, 분석화학, 전기화학적 센서, 탄수화물

화학, 분자인식화학, 고분자화학 등의 분야에

서의 심포지엄 85편, 구두발표 50편, 포스터 

783편 등 총 922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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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연회장 본관 건물의 발표 진행장의 시설은 

국제급 수준으로서 학회의 위상을 한자리 높였

다고 생각된다. 한편 올해에는 처음으로 “학회 

참가등록을 마친 회원만이 발표장에 입장하도

록” 참가자들로 하여금 등록을 유도하였으며 

핸드폰이나 호출기가 발표장에서 우리는 것을 

막도록 한 것 등은 참신한 시도로서 큰 호응을 

얻었다. 

또 기기전시회에서는 김화 기술, 대양과학, 

덕산약품, 도남인스트루먼트, 동우무역, 명지

문화사, 바이텍켐스, 보성과학, 본길, 삼인과

학, 선일 아이라, 성진아이엔드티, 세진시아이, 

수도통상, 시그마 알드리치 코리아, 씨유정보, 

열린기술, 영린기기, 인성크로마텍, 인재과학, 

자유아카데미, 티엔제이테크, 파바트, 한국 테

이진모레큐라 시뮬레이션, 화신기계상사 등 

30 여 곳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었고 STN 워

크샵, ISI와 Derwent화학 데이터베이스 설명

회등도 직접 컴퓨터와 네트웍에 연결한 시설을 

이용하여 참석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

였다. 

▶ 제84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

Ÿ 개관

중소도시의 아늑함과 여유를 함께 느낄 수 있

었던 순천대학교에서, 금세기 마지막 대한화학

회 제84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가 맑은 가을 하

늘아래 단풍을 배경으로 10월 22일에서 23일 

까지 양일간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

는 순천이라는 지리적인 위치로 인하여 참석인

원이 적을 것이라는 예상을 벗어나 1,614명

(정회원 764명, 학생회원 846명, 비회원 4명)

이 등록하고, 많은 방문객이 참석한 성공적인 

행사였다. 특히 120명에 이르는 순천대학교 

화학과 학생들이 유니폼과 모자를 착용하고 행

사 끝까지 자발적인 봉사 자세를 보여준 것은 

인상적이었으며 금년 춘계학회에서부터 보여

준 새로운 전통으로 자리매김되는 듯 보였다. 

이와 함께 이들을 지휘하고 전체 행사의 진행

을 총괄하신 순천대학교 화학과 교수인 장만채 

자연과학대학장 및 최대옥 화학과장을 포함한 

8분의 교수(고중숙, 곽지훈, 신은주, 장효원, 

표명호, 하동수 이상 가나다순)와 고분자공학

과 도춘호 교수님의 헌신적인 노력은 학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제2자연과학관과 신축된 인문과학관 그리고 

체육관으로 나누어 진행된 대회는 대학 구성원

들 및 순천시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대회였

다. 이 자리를 빌어 큰 도움을 주신 순천대학교 

허상만 총장, 조남훈 기획실장, 박종철 기획부

실장께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 

Ÿ 등록 및 총회

올해는 새로운 시도로 총회 개최 시간을 조정하

여 학술발표회 첫날인 금요일 오후 1시에 학생

회관 강당에서 진행되어 1시간 만에 총회를 마

무리하였다. 김관수 부회장의사회 식순에 따라 

이대운회장의 개회사와 순천대학교 허상만 총

장의 축사가 있었다. 학회상 시상으로 이태규학

술상, 기술진보상, 중등학교 화학교사상, 포스

터 발표상, 공로패 및 감사패 증정이 있었다. 

이어서 제35대 회장의 선출경위와 개표결과 

서강대 진종식 후보가 당선되었음을 보고하였

으며, 선출된 진 후보의 간략한 인사말이 있었

다. 대한화학회 50주년 기념사업의 종결을 고

려대 진정일 교수가 보고하였다. 제·세칙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원안대로 이의 없이 심의

된 후 승인되었다. 1999년도 일반, 특별회계 

추가결정예산(안)은 박준우 부회장의 설명으로 

이의 없이 승인되었으며, 2000년도 사업계획

과 일반 및 특별 회계 예산(안)을 차기 신국조 

부회장의 배경 설명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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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차기 임원에 대한 소개가 차기회장인 진정

일 교수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총회가 끝나고 

오후의 학술발표회 일정을 마친 다음 자리를 

씨티관광호텔 연회장으로 옮겨 푸짐한 제84회 

연회를 가졌다. 

논문발표

광주·전남 지부와 공동 주관한 제84회 학술발

표회에서는 세부 학문분야를 초월한 학술상기

념 초분자화학 심포지엄과 21C 화학선도 연구

과제도출 심포지엄이 열렸다. 기념강연 1편, 

초청강연 5편, 심포지엄 86편, 구두발표 51편, 

포스터 902편 등 총 1,045편의 논문이 발표되

었다. 또 기기전시회에서는 대일테크, 동문과

학, 명지문화사, 본길, 선일아이라, 씨그마알드

리치코리아, 자유아카데미, 조일무역, 지오네

트, 티엔제이테크, 한국MSI, 한신과학기기제

작소, 한켐, 현동과학, 화신기계상사 등 15곳

이 참여하였다. 

2000

(운영위원회)

▶ 2000년도 제1차 예비 운영위원회

10월 14일 처음으로 개최된 2000년도 운영위

원회에서는 임원인사 및 소개가 있었으며 

2000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보고하였다. 

다음 회의 일정 및 2000년도 화학세계 40권 1

호에 게재할 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 2000년도 제2차 예비 운영위원회

11월 16일 본 운영위원회에서는 제1차 운영위

원회 회의록 검토와 학회의 업무분장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 2000년 1월 2일 오후 3시에 과

총회관 12층에서 신년하례식을 하기로 하였

다. 또한 임기 완료된 제위원회 및 편집위원회 

위원과 분과회 및 지부 임원을 파악하여 2000

년도 새 임원을 구성, 2000년도 화학세계 40

원 1호에 게재하기로 하였다. 이밖에도 광고 

사항과 남북한 화학자 학술대회 개최안에 따른 

추진사항을 검토하였다. 

창원대학교의 2000년도 추계 학술대회 개최 

취소요청에 대해, 서경남지역의 다른 장소를 

섭외해 보기로 하였다. 각 분과회에 춘계총회 

및 학술발표회에서 발표할 심포지엄 주제와 초

청연사를 정하여 학회에 보내주도록 요청키로 

하였으며 대한화학회 학술상 후보자 추천은 

12중으로 지부장, 분과회장, 운영위원, 학술위

원에 후보자 추천을 받기로 하였다. 기타 토의 

사항으로는 분자모형을 제작, 판매하여 학회자

체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키로 

하였다. 이밖에도 진정일 회장은 신년프로그램

으로 제작되는 EBS 세상보기에서 30~40대 지

식인층을 시청자 대상으로 하여 신소재, 의약

보건, 환경, 생활과학의 내용으로 강의를 하기

로 하였다. 

▶ 2000년도 제3차 예비운영위원회 

12월 1일 본 운영위원회에서는 한국학술진흥

재단이 지난 11월 30일 내사하여 국제학술지

를 평가한 결과 Bulletin지가 가장 우수한 평

가를 받았고 예산 지원금은 추후에 결정될 예

정이다.2000년도 8월중에 개최예정인 남북한 

화학자 학술대회 추진사항을 보고하였다. 

토의사항으로 2005년 FACS 총회를 한국에

서 유치하는 방안을 국제협력위원회에서 논의

키로 하였으며 2000년도 화학세계 40권1호에 

게재될 광고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사무국 

김일희 과장 후 임직원채용에 관한 보고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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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고분자분과회에서 준비중이며 약 30종

을 박간할 계획인 ‘Pocket size 고분자 이야

기’ 출판건은 출판위원회에서 규정을 만들도록 

하되 분과회를 지원하는 취지를 반영할 수 있

도록 요청키로 하였다. 이 밖에 한국화학관련

학회연합회의 임원추천이 있었는데, 2000년도 

이사로는 이대운, 진정일, 진종식 회원, 감사로

는 손연수 회원, 1999년도 대의원으로는 신국

조, 박노상, 노동석, 박승철, 이해황, 김왕기, 

윤석승, 조원제, 김충섭, 양덕주 회원을 추천하

기로 하였다. 이달의 과학기술자상 후보자 추

천은 산업체 관련 인사를 중심으로 하여 운영

위원회에서 논의한 후 학술위원에 위임키로 하

였으며 학술원상 후보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

하지 않고 학술위원회에 위임키로 하였다. 

2000년도 제4차 예비 운영위원회 12월 8일 

본 운영위원회에서는 학회주간 업무 보고로 

정·종신, 교육회원께 회비 및 구독료 납부 공

문 발송, 신년하례식 안내, Bulletin Web지의 

국제표준연속간행물 번호(ISSN) 배정, 2000년

도에 인쇄 배포될 일반 화학실험서 제5개정판 

인지사항을 보고하였다. 

제3차 회의록을 간단히 검토하였으며 광고 

수주현황 보고와 학회 사무실 월 임대료 인상

(평당 19,000원에서 20,000원)으로 연간 

3,168,000원의 추가 지출에 대한 보고가 있었

다. 또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주최

하는 4월, 10월 워크샵 관련사항은 하덕찬, 고

훈영 실무이사가 분과회의와 의논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키로 하였으며 2000년도 추계

총회 때 뉴 밀레니엄 심포지엄을 준비 중인데 

이와 관련한 모든 준비상황은 김양미, 이경희 

실무 이사께 위임키로 하였다. 

이 밖에 대한화학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 때

에 발행하는 초록집에 대해 ISSN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 2000년도 제4차 예비 운영위원회

본 운영위원회(12월 8일)에서는 학회 주간업

무로 정·종신, 교육회원께 회비 및 구독료 납

부 공문 발송, 신년하례식 안내, Bulletin 

Web지 국제표준연속간행물연속번호(ISSN: 

1229~5949) 배정. 2000년도에 인쇄 배포될 

일반화학실험서 인지날인상황을 보고하였다. 

제3차 회의록을 간단히 검토하였으며 광고확

보 현황보고와 학회사무실 월 임대료 인상 (평당 

19,000원에서 20,000원)으로 연간 3,168,000

원의 추가 지출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또한 한

국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4월,10

월 워크샵 관련사항은 하덕찬, 고훈영 실무이사

가 분과회와 의논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키

로 하였으며 2000년도 추계총회 때 뉴밀레니엄

심포지엄을 준비 중인데 이와 관련한 모든 준비

상황을 김양미, 이경희 실무이사에게 위임키로 

하였다. 이밖에 대한화학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 

때 발행하는 초록집에 대해 ISSN을 부여받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 2000년도 제1차 운영위원회 

1월 11일 개최된 2000년도 제1차 운영위원회

에서는 가을학회 특별심포지엄 개최에 관한 논

의가 있었다. 초정연사로는 주요국 화학회 회

장과 외국 유명 기업 총수 등이 거론되었다. 특

히 기업회장의 경우 필요시 타 학회와의 공동 

초청가능성도 논의되었다. 아울러 남북한 화학

자 학술대회의 추진 현황 보고가 있었다. 화학

회 웹사이트의 배너 광고문제는 김용록 홍보 

실무이사가 해당 업체와 접촉하기로 하였다. 

Bulletin지 상임편집위원들은 논문 투고자

들에게 Bulletin지 논문인용을 더욱 촉구할 필

요성이 논의되었다. 또한 상임편집위원들에게

는 필요시 소정의 경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화학술어위원회에 참석하는 비회원에 대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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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필요성도 논의되었다. 

▶ 2000년도 제2차 운영위원회

1월 19일에 개최된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대한화학회지, Bulletin지, 교육지 편집위원회 

및 학술위원회 회의사항 보고가 있었다. 신석

민 교수를 총무이사로 위촉하였고 본회 홈페이

지 관리를 맡기로 하였다. 서버 업그레이드는 

차기 운영진과 공조하여 2000년 말에 추진하

기로 하였다. 한편 Bulletin지 출판과 관련하

여 외국 유명 출판사와 접촉하기로 하였다. 과

학재단 과학영재교육센터 운영위원으로 김희

준 교수(서울대), 이희윤 교수(KAIST), 박준우 

교수(이화여대)를 추천하기로 하였다.

▶ 2000년도 제3차 운영위원회

2월 1일에 개최된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는 국

민대 화학과의 곽현태 교수와 김석찬 교수가 

참석하여 춘계총회 준비상황에 대해 협의하였

다. 또한 학술위원회에서 요청한 기술상 재정

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기술상은 기존의 기술

진보상과 구분하여 구체적 업적을 대상으로 하

며 매년 1~2회 시행하는 등의 세칙을 노동석 

산학 부회장이 마련하기로 하였다. 2000년 8

월에는 남북한과 중국의 화학자들이 참여하는 

학술대회 개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

련하여 전정일 회장이 현재 중국 연변대학 이

주석 부총장과 접촉 중이다. 학술대회의 주요 

토픽은 농업화학, 천연물 화학, 신소재 화학 등

이 거론되고 있다. 한국 측 참가자는 학회 임원

5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하고, 학회준비

를 위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한

편 화학회 홈페이지 내외 화학 관련 회사란에 

화학세계 광고사 및 일반회사의 배너광고를 게

재키로 하였다. 

▶ 2000년도 제4차 운영위원회

2월 15일에 개최된 제4차 운영위원회에서는 

김태린 전회장이 참석하였다. 김태린 전회장은 

학술원에서 추진 중인 ‘한국의 학문 발전사’편

찬사업에 학회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한국학

문발전사’는 학문 분야별로 해방 후부터 2000

년까지의 학술, 교육, 학회 및 기타내용으로 구

성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춘계총회의 학회상 

시상 및 공로패와 감사패 증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는 거론된 기

술상 신규제정 관련하여 학술상 시행 세칙 개

정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춘계총회 초청연사로 

Dr.Luethi와 Dr.Thushkov를 승인하였다.  

춘계총회 사전점검을 위해 2월 23일 국민대를 

방문하기로 하였다. 

▶ 2000년도 제5차 운영위원회

2월 22일에 개최된 제5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세미나실 처리 방안 및 화학교육지를 단색에서 

2색으로 변경하여 인쇄키로 한 사항을 보고받

아 이를 승낙하였다. 과학재단 2/4분기 이달의 

과학기술자상 수상후보자에 홍창용 회원, 총 

우수논문상 전철호 회원을 추천하였다. 이밖에

도 제86회 총회(추계)개최지로 경상대학교로 

확정된 사항. 제1회 지부장 회의결과, 기간행

물 발간현황, 고현황, 원현황 등을 보고하였다. 

한 이사회 자료와 춘계총회 준비사항을 검토하

였으며 제85회 총회(춘계)떼에는 운영진도 등

록비 및 간친회비를 징수키로 하였으며 1934

년 이전에 출생한 정년퇴직회원에 대해서는 등

록비 및 간친회비를 면제키로 하였다. 그리고 

국민대학교를 2월 23일 방문키로 하였으며, 

특별심포지엄 초청 연사 건에 대한 진행사항을 

김양미 실무이사가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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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도 제6차 운영위원회

3월 6일에 개최된 제6 운영위원회에서는 춘계

총회 관련 보고와 일정 검토가 있었다. 많은 회

원들의 참석을 위해 획기적으로 바꾸려 했던 

간친회는 장소문제로 인하여 기존대로 진행하

기로 하였다. 특별심포지엄은 외국 대기업 연

사 3인과 국내 연사 2~3인을 초청하여 KIST

에서 개최하기로 잠정 결정하였다. 화학교육 

분야 활성화를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결

정하였으며 서울시에서 추천 의뢰한 서울환경

상 수상 후보자는 환경안전위원회와 학술위원

회에 추천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 2000년도 제7차 운영위원회

3월 20일에 개최된 제7운영위원회에서는 물리

화학분과회 학술상기금 위탁관리 운용, 처리와 

술어위원회의 KAIST 전문용어언어공학연구센

터의 용역사업 및 춘계총회(국민대)와 관련하

여 실무이사들의 업무분담에 대한 논의가 있었

다. 한편 전국 대학에 한국화학올림피아드 입

상자의 대학입학 학교장 추천 무시험전형 입학

을 허용하도록 추진키로 하였다.  

▶ 2000년도 제8차 운영위원회

4월 30일에 개최된 제8회 운영위원회에서는 

1999년도 회계감사와 세무조정 완료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제2회 화학교육지편집위원회 

회의 보고와 6월 9일 KIST에서 개최예정인 화

학관련학회연합회 심포지엄에 대한 보고가 있

었다. 춘계총회 준비사항을 검토하였으며, 한

국과학재단 한국과학자상 수상 기념강연과 총

회 기념공연의 추가에 따른 춘계총회 일정조정

을 검토 확정하였다. 이밖에도 분석화학분과회 

학술상 사행세칙 제정(안), 서경남지부 명칭 개

칭, 그리고 KAIST 전문용어언어공학연구센터

의 화학전문용어 3개국 대응목록 작성 협조 건

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가을에 개최예정인 특

별심포지엄은 화이저측의 연사초정이 확정됨

에 따라 외국인 연사 2인과 국내연사 2~3인을 

초청하여 개최하기로 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이

의 준비를 위하여 조직위원회를 구성키로 하였

다. 중등교사협의회 모임과 중등과학교사 임용

고사 연구 등에 대한 지원이 논의되었고, 학술

원 학문발달사 편찬사업은 분야별 내용 집필을 

각 분과회에 협조를 요청하는 방향으로 추진하

기로 하였다.

▶ 2000년도 제9차 운영위원회

4월 17일에 개최된 제9차 운영위원회에서는 

국민대 화학과 박찬량 교수가 참석하여 춘계총

회 준비상황에 대한 보고에 이어 본회 운영을 

고려하여 IUPAC 회비의 추가 인하를 요청하

기로 하였다. 한편 MBC 뉴스와 SBS 호기심 

천국 등 TV 방송 및 대한매일일보, 과학신문 

등 언론사에 본회 춘계총회 개최를 홍보키로 

하였다.

▶ 2000년도 제10차 운영위원회

5월 8일에 개최된 제10차 운영위원회에서는 

과총 2000년도 학회학술활동지원금 배정통보 

사항과 제85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 결과에 대

한 보고가 있었으며, 본과회상 기금을 학회에

서 위탁 관리함에 따른 관리규정안을 차기운영

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밖에도 본 학회 홈페이지에 과학기술부, 

과총,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배너 광고를 우선적

으로 상호교환을 유도한 후 게재키로 하였다. 

▶ 2000년도 제11차 운영위원회

5월 22일에 개최된 제1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국민대 화학과 박규순 교수가 참석하여 국민대 

측에서 지출한 제85회 총회 경비내역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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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한국과학기술원 전문용어언어공학연

구센터(KPRTERM)에서 요청한 화학술어 영역

사업은 협조하되, 저작권 및 출판권 관련하여 

계약서를 수정 보완 작성하기로 하였고, 한국

과학기술원 신기술창업지원단 전문위원 추천

은 분과별로 인원을 안배하여 총 20명을 추천

하기로 하였다.

▶ 2000년도 제12차 운영위원회

6월 5일에 개최된 제1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FACS 운영위원회(EXCO Meeting)에 대한 결

과보고에 이어 한국학술 정보㈜의 CD-Rom 

출판 및 자유아카데미 화학술어집 위탁판매 해

약, IUPAC 2000년도 회비($10,000)결정, 경

산대학교에 추계총회 관련 공문 발송에 관한 

보고가 있었으며 심포지엄 홍보계획, 일본 측 

연사 초청, 초청장 발송, 국내 참가자 초청목록 

작성 등 추진사항을 점검하였다. 추계학회 장

소에서의 공업화학세미나 개최에 관한 내용과 

외부상 추천방침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 2000년도 제13차 운영위원회

6월 19일에 개최된 제13차 운영위원회에서는 

KAIST 신기술창업지원단  전문평가위원 20명 

추천과 KAIST 전문용어언어공학연구센터 화

학술어위원회 용역사업 계약서 재검토 및 한국

과학재단 지방대학 우수교수 연구장려 사업 중

간보고서 제출보고가 있었다. 가을 특별심포지

엄의 초청연사 중 스미스크라인사의 연사가 수

락치 않음에 따라 초청연사를 재조정 하기로 

하였다. 중등교사 협의모임의 후반기 지원금 

2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 2000년도 제14차 운영위원회

7월 3일에 개최된 제14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약화학지의 Elsevier 출판의뢰와 관련하여 

의약화학분과회와 의약화학지 편집위원회 의사

를 타진키로 하였다. 문화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선정심사위원으로 경희대 정현채교수를 추천하

기로 하였으며 제3회 효령상 수상후보자 추천

은 학술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하였다. 한편 전

문용어언어공학연구센터 용역사업 건은 계속 

추진하되 계약서 문구를 보완하기로 하였다. 

▶ 2000년도 제15차 운영위원회

지난 7월 18일에 개최된 제15차 운영위원회에

서는 문화공보부 우수학술도서 선정심사위원

회에서 경희대 정현채 교수를, 제45회 서울시

문화상 수상후보자에 연세대 여철현교수를 추

천하였다. 한편 최근 Bulletin지 투고논문의 

격감에 따른 대책 논의가 있었다. 

이에 따라 Elsevier 측과 Bulletin지 공동출

판에 대한 협의 재개를 검토하기로 하고 의약

화학지 공동출판에 대하여는 유성은 의약화학

지 편집위원장이 Elsevire 측과 접촉하여 결과

를 보고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학술원의 협조

사업인 화학 학술발달사 집필 진행상황과 가을 

특별심포지엄 진행상황 보고가 있었다. 

▶ 2000년도 제16차 운영위원회

지난 7월 31일에 개최된 제16차 운영위원회에

서는 제2회 학술위원회와 화학올림피아드위원

회 회의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었다. KAIST 전

문용어언어공학연구센터와 전문용어 연구협약

서를 수정. 보완 후 체결하였다는 내용과 중등

화학분과회 활성화 계획보조금 지급에 대한 보

고가 있었다. 제 36대 회장 후보지 등록에 대

한 보고와 고체화학분과회 학술진보상 제정

(안)에 대한 검토 및 문안조정이 있었다.

추계총회와 관련하여 초록접수상황과 준비 

사항을 점검하고 경상대학교를 8월 18일에 방

문하기로 하였다. 랩소프트와 화학세계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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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 구축에 대한 계약서 내용의 검토가 있

었다. 

▶ 2000년도 제17차 운영위원회

8월 21일에 개최된 제17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추계총회 개최지인 경상대학교 방문결과에 대

한 보고가 있었으며, 한국화학산업총람의 대학

화학회 명의 발갖ㄴ에 대하여는 차기 운영위원

회와 협의 결정키로 하였다. 아울러 학술원 사

업인 화학학술발달사, Pacifichem 2000 진

행사항, 대한화학회 기념품 제작 및 고분자 시

리즈 책자 발간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  

▶ 2000년도 제18차 운영위원회

9월 4일에 개최된 제18차 운영위원회에서는 

회장선거에 관한 상황보고와 기금관리규정 제

정(안) 및 물리화학분과회 입재물리화학학술상

기금 위탁관리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금년도 

추계총회에서는 회원의 투표로 포스터상 수상

자를 결정하기로 하고 투표 참여자를 추첨하여 

소정의 경품을 증정하기로 하였다.   

▶ 2000년도 제19차 운영위원회

9월 18일에 개최된 제19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추계총회에 관한 업무분담 및 숙박/교통편과 

화학상 시상 문구 검토와 포스터상 투표방식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아울러 본 추계총회 시 ㈜

지란지교소프트에서 ‘파일세이프’ 소프트웨어 

700개 무료제공의 보고와 화학연합회 2000년 

총회 댕,;원을 실무이상 중에서 6인을 추천키

로 하였다.

▶ 2000년도 제20차 운영위원회

10월 18일에 개최된 제20차 운영위원회에서

는 추계총회 준비사항 점검과 2002년도에 취

임할 회장선거 결과에 대한 보고와 제33회 문

화관광부 추천도서 심사위원으로 서울대 김희

중 교수를 추천키로 하였으며 2001년도 1/4

분기 한국과학재단이달의 과학기술자상 수상

후보자 추천과 한국과학재단 2001년도 신규 

SRC 지정공모과제 심의 건은 학술위원회에 위

임하기로 하였다. 

▶ 2000년도 제21차 운영위원회

11월 27일에는 2000년도 최종 운영위원회인 

제21차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제86회 총회

(추계) 학술발표회 및 학술진흥재단의 Bulletin

지 실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지난 10월에 제작한 화학 홍보비디오 ‘화학

이랑 놀자’를 보다 널리 보급하기 위해 전가를 

3만 원으로 정하였으며 국제협력위원회에서는 

계획 중인 학회 영문홍보 책자의 교정을 2001

년 운영위원회에게 부탁하도록 하였다. 한편 

2001년도 1/4분기 이달의 과학기술자상 수상

후보자로 서강대 윤경병 교수를 추천하기로 하

였다. 

(학술발표회)

▶ 제85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

Ÿ 개관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린 날이었다. 지난 4

월 21~22일에 국민대학교에서 개최된 대한화

학회 제85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는 1,700명 

(정회원 816명, 학생회원 836명 및 비회원 48

명)이 등록하고, 많은 방문객 까지 참여하여 성

공적으로 끝났다. 

이번 행사에는 약 100여 명의 국민대학교 

화학과/화학전공 학생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하

여 진행을 도왔다. 특히 국제교육관에서 총회 

전에 개최된 음악회는 매우 인상적이었다.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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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을 지휘하고 손수 일을 도와 준 국민대학

교 화학과의 곽현태 학과장을 비롯한 여섯 분

의 화학과 교수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학회행

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는데 큰 공헌 하였

다. 본관, 국제교육관, 3호관, 5호관에서 진행

된 이번 학회 행사는 국민대학교의 협조 없이

는 불가능한 행사였다. 이 자리를 빌어 도움을 

주신 국민대학교 정성진 총장께 다시 한번 감

사를 드린다. 

Ÿ 총회

4월 21일(금) 1시 10분에 국제교육관에서 개

최된 총회에서는 박노상 부회장의 사회로 식순

에 따라 진정일 회장의 개회사, 국민대 총장의 

축사, 그리고 대한화학회상 시상 및 공로패, 감

사패 증정이 있었으며 신국조 부회장의 회무보

고가 있었다. 

분과회와 지부사업은 서면으로 보고하였고, 

박준우 1999년도 부회장에 보고한 1999년도 

결산(안)과 제·세칙 및 시행규칙 개장(안)이 승

인되었다. 금요일 모든 발표가 끝난 후 자리를 

학생회관 교직원 식당으로 옮겨 제85회 총회

간의 간친회가 있었다. 

Ÿ 학술발표회

이번 제85회 학술발표회에서는 기념강연3편, 

초청강연 6편, 특별강연 2편, 심포지엄 78편, 

구두발표 58편, 포스터 821편 등 총 968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번 학술발표회에서의 포

스터발표는 체육관 3호관 2,3층에서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STN 설명회, 기기전시회 

및 서적전시회 등에 회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사용하였던 건물의 국제급 시설의 

수준으로서 학회의 위상을 한자리 높였다고 생

각된다. 어려운 여건에도 이번 행사를 유치하

고 도와주신 국민대학교 당국과 후원업체에 사

의를 표하며 STN 설명회, 기기전시회 회 서적

전시회에 참여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

을 전하고 싶다. 

후원 및 참여 업체는 SK㈜, 기린시약기기상

사, 김화기술㈜, 대양과학㈜덕산약품공업㈜, 

동부정밀화학㈜, ㈜동우화공기연, 레이저스택

트라. 르코로이코리아, 명지문화사, ㈜바이텍

켐스, 베리안테크놀로지스코리아㈜, ㈜본길, 

산업기술정보원, 삼우기계㈜, 삼인사이언스, 

선일아이라㈜, ㈜선일인아인스트루먼트, 세진

시아이, ㈜솔고바이오메디컬, 신도과학, ㈜신

코, 신한과학㈜, 쌍용양회공업㈜, 씨그마알드

리치코리아, ㈜영린기기, 영수과학, 우일랩에

이트, ㈜이매진, 이포유닷컴, 인성크로마텍㈜, 

일진나노텍㈜, 자유아카데미, ㈜제이오텍, 조

일무역, ㈜지오네트, ㈜지오다노, ㈜지올코리

아, 청문각, 케미즌닷컴, 케이맥㈜, ㈜티엔제이

테크, 텍스코, 퍼킨엘머(유), 필사이언스㈜, 한

국바스프㈜, 한국바이오래드㈜한국분석기기㈜, 

한국전광㈜, ㈜한맥인스트루먼트, 한신과학기

기제작소, 한신테크, 화신기계상사 등 53개 업

체이다. 

▶ 제86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

진주성에서 바라본 가을의 남강은 여전히 아름

다웠다. 역사의 숨결이 느껴지는 충절의 고장

진주에 위치한 경상대학교에서 제86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가 10월 20일과 21일 양일간에 

걸쳐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수도권에서 접근하기에는 지리적으로 다소 

불편한 까닭에 참석자가 예년에 비해 많이 줄

어들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1,765명(정회원 

687명, 학생회원 841명) 이 등록한 성공적 행

사였다. 특히 학회 기간 뿐 아니라 사전 준비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경상대학교 화학과 화

학교육과 학생들과 더불어 불철주야 애쓰신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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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김진은, 김재상, 백우현, 서무룡, 신갑철, 

윤용진, 이부영, 이상경, 이심성, 이종광) 교수

님과 화학교육과(양기열, 강대호, 구인선, 김봉

곤, 박기민)교수님들 덕분에 학회를 무사히 마

칠 수 있었다. 

구두발표와 포스터발표 그리고 기기전시회 

등을 진행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발표장

을 제공해 주시고 학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경산대

학교 박충생 총장님과 학교관계자들께 이 자리

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한다. 

Ÿ 총회

10월 20일(금) 오후 5시 30분에 언어교육원 

종합강의실에서 개최된 총회에서는 박노상 부

회장의 사회로 식순에 따라 진정일 회장의 개

회사, 경상대 박충생 총장의 축사가 있었다. 대

한화학회상 시상으로 이태규학술상, 기술진보

상, 중등학교 화학교사상, 포스터발표상, 공로

패 및 감사패 증정이 있었다. 

이어서 제36대 회장의 선출 경위와 개표결

과 고려대 정봉영 후보가 당선되었음을 보고하

였으며, 선출된 정봉영 후보의 간단한 인사말

이 있었다. 신국조부회장의 회무보고가 있었으

며 분과회 및 지부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

신하였다. 기금관리에 관한 시행세칙제정(안)

이 원안대로 이의 없이 승인되었다.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신국조부회

장의 설명으로 이의 없이 승인되었으며, 2001

년도 사업계획을 진정식차기회장의 설명에 이

어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윤경병 차기 

기획부회장의 설명으로 사업계회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모두 이의 없이 승인되었고 이어서 

진종식 차기회장으로부터 운영진에 대한 소개

가 있었다. 

차기 임원 선출은 진정일 회장의 발의로 진

종식차기회장의 발표로 진행되어,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선출되었으며, 이어 기타 토의사항

에 대한 순으로 총회가 진행되었다. 총회가 끝

나고 학생회관 교수식당으로 옮겨 제86회 총

회의 간친회가 있었다. 

Ÿ 학술발표회

이번 제86회 학술발표회에서는 기저강연2편, 

기념강연 4편, 초청강연 9편, 심포지엄 54편, 

구두발표 52편, 포스터발표 862편 등 총 983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번 학술발표회에서의 포스터발표는 교양

회관 1,2층 복도와 강의실에서 순조롭게 진행

되었고 STN 설명회, SciFinder 설명회, 기기

전시회 및 서적전시회 등은 회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여하였다고 생각된다. 어

려운 여건에도 이번 행사를 유치하고 도와주신 

경상대학교 당국과 후원업체에 사의를 표하며 

STN설명회, Sci Finder 설명회, 기기전시회 

및 서적전시회에 참여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의 뜻을 전하고 싶다. 

후원 및 참여업체는 Board Tech, ㈜LG화

학, Labfrontier, ㈜기정과학, 덕산메카시스

㈜, 덕산약품공업㈜, 동일시미마즈, 동진 인스

트루먼트, 두리테크, ㈜라이푸텍, 리엑션엔지

니어링, 마텍교역, ㈜바이텍켐스, 삼성에버랜

드, ㈜선일아이라, 송지산업, ㈜신코, 씨그마알

드리치코리아, ㈜영사이언스, ㈜영지기계상사, 

오츠카전자㈜, 오하우스코리아, 웰코포레이션, 

㈜이매진, 이수산업, 인성크로마텍, 자유아카

데미, ㈜제이오텍, 조일무역, 청문각, 케미즌닷

컴, 케이맥㈜, ㈜켐온, 코센텍, 태원과학상사, 

한국화합물은행, 한신과힉기기제작소, 한일의

료기㈜ 등 38개 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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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 2001년도 제1차 예비 운영위원회

9월 22일 처음으로 개최된 2001년도 운영위

원회에서는 새로이 선임된 임원들의 인사 및 

소개가 있었으며 2001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2001년도에는 화

학회의 정보화에 주력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에 따른 예산수립 및 화학회 수익사업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2001년도 제2차 예비 운영위원회

9월 29일의 운영위원회에서는 전반적인 2001

년도 사업계획안을 논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학회 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총회 초록접수를 위한 온라인 

초록 접수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학회 내 분

과간의 장벽을 허물기 위한 총회발표는 분과별 

발표에서 주제별 발표로 전환한다. Bulletin지

의 질과 양을 향상시키고, 회원 수를 늘리는 정

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

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총회

의 심포지엄에 ‘환경/에너지’ 관련 주제를 항

상 포함시킨다. 임기만료된 제위원회(대상위원

회: 학술위원회, 화학교육·홍보위원회, 화학정

보화위원회) 및 편집위원회 위원과 지역 및 산

업계부회장을 추천하여 빠른시일 내에 결정하

도록 한다. 학회의 정보화 작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학술지의 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해 총

회 참가비 인상을 도모한다. 

▶ 2001년도 제3차 예비운영위원회 

10월 27일의 운영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인 2001

년도 사업계획안 및 이의 실천방안을 토의하였

으며, 각 임원들의 담당업무를 배정하였다. 운

영팀 회의는 매월 1,3주 월요일 오후 4시에 개

최하기로 결정하였다. 학회의 홈페이지 및 온

라인 초록 접수 시스템 구축방안을 논의한 결

과 아웃소싱을 통하여 제작하기로 하였으며, 

화학회. 정보화위원회. 충남대 화학연구정보센

터 간의 3자간 회의를 통하여 업무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총회 학술발표는 주제별 심포지엄

으로 개최하고 주제는 초분과적인 내용으로 한

다. 학술발표회는 금요일 오전 9시부터 토요일 

오후 5시까지 진행한다. 포스터세션은 2회로 

나누어 진행하며, 금요일 저녁세션 동안 음료

수, 다과, 맥주, 샌드위치 등을 학회에서 무료

로 제공한다. 새로운 화학의 조류에 발맞추기 

위해 화학세계에 생명과학, 환경과학, 소재화

학 특집기사를 각각 매월 호에 게재한다. 

매월 화학관련 벤처회사를 탐방하는 특집 기

사란을 마련하여, 홍보와 협찬 광고수익을 겨

냥한다. 또한 중등교육부 고정 코너란을 마련

하여 교사동정, 이벤트, 전달 사항 등을 수록하

며, 교사들에게 내용 및 편집일체를 일임한다. 

학부 및 BK21에 대한 평가자료를 작성하고 이

에 대한 분석 결과를 화학세계를 비롯한 매체에 

발표한다. 이 사업은 이희윤 이사가 담당하고 

충실한 여론조사, 자료수집 및 좌담회를 거쳐 

학부/BK21 의 운영방식에 있어서 개선점을 제

안하고 전반적으로 화학의 홍보 및 화학에 대한 

관심유도 관점에서 작성한다. 

중고교 화학교육의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국

내와 국외의 교과서를 비교 분석하고.이에 대한 

분석결과를 화학세계를 비롯한 매체에 발표한

다. 또한 중고등학교 화학교사의 재교육울 위해 

화학회 차원에서 사이버강의록을 제작하고 사

이버 강좌를 개설하는 문제를 검토하도록 한다. 

현 운영팀에서 수행중인 DIDAC의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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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Rom 제작 및 배포사업이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 본 운영팀이 승계하여 사업을 완료하기로 

결정하였다.  

▶ 2001년도 제4차 예비운영위원회

11월 6일에 진행하였으며, 온라인 초록 접수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통의하였

다. 최종방안은 정보화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결정하고, 초록제출방법 및 마감일 등을 2001

년도 화학세계1월호에 공고한다. 총회발표는 

15~20개 정도의 주제별 심포지엄으로 구성하

며, 동시진행 심포지엄은 5개 정도로 한다. 구

두발표는 주제별 심포지엄으로 진행하고 포스

터발표는 분과회별 발표로 시행한다.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논문을 선정하여 

Bulletin지 특집호에 게재한다. 화학세계의 대

중화. 광고수입 및 화학의 홍보를 위해 현재 유

료구독 6,000부에서 10,000부 이상으로 늘리

기 운동을 진행한다. 화학세계의 회사소개 특

집기사는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전체 화학산업

을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2001년도 1월호에 소개할 회사는 LG화학으

로 결정하였다. 12월 초순까지 광고확보가 필

요하므로 운영위원들의 업체발굴 노력이 요망

되며, 매 운영회의에서 광고수주 진행상황을 

보고할 예정이다. 차기 화학 올림피아드 위원

장으로 김희준 회원을, 정보화위원회 위원장으

로 최종인 최원을 선임하였으며 2001년 초 이

사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 2001년도 제5차 예비운영위원회 

11월 20일에 진행하였으며, 조승배 직원의 후

임으로 채용할 직원에 대해 논의하였다. 신규직

원의 업무는 조승배 직원이 담당하던 화학세계 

편집과 학회 홈페이지 관리이며, 화학관련 전공

의 학부이상 학력을 보유하여 전문지식이 우수

한 자로 한다. 화학회 직원의 직급 및 원급체계 

확립 건에 대해 토의하였으며, 다른 학회의 체

제를 검토한 후 추후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2001년도 봄 학회부터 적용예정인 온라인 

초록 접수 방식은 웹에 직접 초록을 입력하는 

방식이며, 첨자사용이 가능하고, 그림의 경우 

첨부 파일로 전송이 가능하다. 또한 발표논문

의 키워드 입력란이 마련되어 있다. 제작회사

는 Labsoft사로 결정하였으며, 11월 말 계약

하여 총무이사에게 11월 30일까지 보고하고, 

화학세계 특집기사 광고수주 결과는 백경수 이

사에게 보고한다. 학부제 관련 문제점 및 회장

직선제 등에 대한 설문조사는 조사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설문문항을 조정하여 실시한 뒤 

결과를 화학세계에 게재한다. 

중고교 화학교사 재교육 방안으로 본 학회에

서 10~15개의 주제별 contents를 제작하여 

학회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방안 검토되었으나 

투자한 노력과 경비에 비하여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는 의견이 있어 추진을 보류하기로 결정하

였다. 

▶ 2001년도 제6차 예비운영위원회

12월 4일 진행하였으며 Labsoft사와 홈페이

지 부분을 제외하고 온라인 초록 접수 시스템 

구축 건에 대해 계약 완료하였으며 2001년 1

월초 완성할 예정이다. 조승배 직원의 후임으

로 서류전형 및 면접을 거쳐, 홍익대학교 화공

과를 졸업한 신익승(만 28세)씨를 최종 결정하

였다. 의약회지가 Bulletin지에 흡수됨에 따라 

현재 의약회지 편집위원장인 유성은 박사가 

Bulletin지 의약화학분야의 상임편집위원직을 

내년까지 수행하고 그 후임자로 박노상 박사를 

결정하였다. 학회 홈페이지 첫 화면에 배너 광

고를 허용해달라는 화학관련 업체의 요청이 접

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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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허용 여부, 유료화 등에 대한 원칙이 필

요하며 명확한 결정을 위해 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충남대 정보센터에서 MSDS 

(materials safe data sheet) 제작 중이며, 완

성된 후 화학세계에 특집기사를 게재하여, 화

학회에서 중소기업 등에 무료제공 한다는 점을 

홍보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연재방식 등은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다. 

▶ 2001년도 제7차 예비 운영위원회

12월 21일에 진행하였으며, 고체화학분과회의 

1,000만원을 본회에 위탁관리토록 하였으며 

2001년 1월7일부터 20일까지 충남대학교에

서 개최되는 화학올림피아드 겨울학교(교장 고

광희 교수) 준비상황, 광고현황 중고등학교 단

체회원 가입 안내상황, 춘계총회 장소협조 안

내, 2001년도 대한화학회상 후보자 및 외부상 

추천안내상황을 보고하였다. 

이 밖에 지방대학 우수 교수 연구장려 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논의 가 있었으며 labsoft사

와의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에 관한 상황들을 

정보화 사업 최종인 위원장이 귀국 후 실제적 

업무를 처리키로 하였다. 화학세계 1월호의 지

질은 80g 백색모조로 하되 인쇄상태를 확인한 

후 지속여부를 결정키로 하였다. 

▶ 2001년도 제4차 운영위원회

금번 춘계 학술대회부터 발표초록을 온라인으

로 접수하도록 개선함에 따라, 1월 8일의 제1

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온라인 초록 접수 시스템

의 구축 진행상황을 점검하였다. 오는 춘계학

술대회에서는 labsoft사의 서버를 임대하여 초

록을 접수하도록 하며, 향후 화학회에서 DB를 

직접 관리하도록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대

한화학지 논문의 표절사건 처리방안을 토의한 

결과, 학술부회장이 자세한 진상을 조사하여 

이사회에 직접 전후 상황을 보고하고, 이 의안

을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방

대 우수대학 연구장려 사업관리단을 구성하고 

관리단장에 진종식 현회장의 선임하였으며, 이 

은, 박승철, 이해황, 윤석승, 윤경병 및 변종홍 

박사를 위원으로 정하였다. 화학교육지 편집위

원회 부위원장에 백경수 실무이사를 선임하였

다. 이사회 안건과 개최일정, 그리고 지부장회

의의 개최방법 및 일정을 협의하였다. 화학회

원의 증가를 위한 한시적 캠페인 실시를 검토

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화학의 홍보와 새로운 

회원 모집을 위한 화학세계를 특별히 보내주어

야 할 곳을 추천하도록 하였다. 화학인명 DB

사용권을 로열티를 받고 ㈜케미칼마케팅에서 

허용하는 방안이 회원들이 동의한다는 조건하

에 2000년도 제4회 이사회에서 통과하였지만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전체회원의 동의와 법

적문제 등의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 2001년도 제2차 운영위원회

1월 18일의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온라인 

초록 접수 시스템 구축 진행상황을 점검하였

다. 동 프로그램에 회비납부여부 확인기능 및 

초록 분류기능 등을 추가하기로 결정하였다. 

논문 표절에 대한 징계절차를 검토한 결과, 보

다 세부적인 징계절차 및 내용을 담은 규정 문

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

았다. 

화학의 홍보를 위하여 벨기에 DIDAC사의 

화학홍보 책자를 번역하고 이를 판매하는 사업

은 전년도 운영팀이 진행하던 것으로, 현 운영

팀이 사업을 승계하여 계속 추친하기로 결정하

였다. 전체 5권중 현재 1권(DIDAC 3)이 번역

되어 있으며, 나머지 4권을 향후 번역할 예정

이다. 대한화학회 공로자 후보자로서 채영복 

전회장을 추천하였고, 한국화학회관 감사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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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운 전회장을 추천하였다. 지부장회의를 2

월 15일 과학클럽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으

며, 이사회는 2월 22일 개최할 예정이다. 신입

회원의 확보를 위해 회원배가운동을 실시하기

로 결정하였으며, 화학세계에 회비납부용 지로

용지를 삽입함으로써 회비납부의 편리를 도모

하기로 하였다. 

▶ 2001년도 제3차 운영위원회

2월 5일에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는 2월 22일 

개최 예정인 이사회의 상정안건을 협의하였다. 

춘계총회 개최지인 한양대학교를 2월 20일 방

문하여 심포지엄별 장소배정 등을 협의할 예정

이다. 회원의 이메일 주소 파악율이 매우 낮은 

관계로, 총회의 접수창구에서 일괄적으로 회원

의 신상정보를 수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각 분과회에서 학회 홈페이지와 연결시키지 

않고 독립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용하고 있을 경

우, 반드시 학회의 홈페이지와 연결시키도록 

협조를 의뢰하기로 하였다. 표절논문 징계절차

를 논의하였으며. 이미 작성한 징계문안을 수

정한 후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재무현

황을 검토한 결과, 경기하강으로 인하여 광고

수주액이 예년보다 현저히 줄어들었다. 3월호 

광고마감일인 2월 20일까지 운영위원들이 적

극적으로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2001년도 제4차 운영위원회

2월 15일의 제4차 운영위원회에서는 ON-LINE 

초록접수 상황을 점검하였다. 초록의 길이가 

긴 경우 내용이 잘려지는 문제가 있었으나, 소

프트웨어는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었으며  접수

된 초록의 수가 예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표절 

논문 건에 대해 윤석승 학술부회장이 이사회에

서 전후 상황을 설명하며, 최종 수정한 회원징

계안을 이사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화학의 홍보를 목적으로 벨기에 Agfa-ge-

vaert 사에서 제작한 DIDIAC 책자 5권이 모

두 입수됨에 따라, 번역작업을 시작키로 하였

다. 화학인력총람의 원고를 충남대 화학연구정

보센터에서 1차 완성함에 따라, 내용 검토 및 

출판문제를 협의하였고 변종홍 총부부회장이 

출판작업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고분자분과회

에서 총회 기조강연자로 추천했던 김성완 교수

를 고분자분과회 기조강연자로 결정하고, 학회

에서 기념패를 증정하기로 했다. 

화학세계 특별기고 준비를 위한 대담에 응해

준 2000년도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맥더미드 

교수에 대해 학회에서 감사의 뜻으로 기념품을 

증정하기로 하였으며, 125주년을 맞이하는 미

국화학회에 기념패 증정 건을 협의하였다. 

2001년도 KUCST 전문위원 및 총회 대의원을 

추천하였다.(총무부위원장: 변종홍, 기획홍보: 

윤경병, 산학협력: 김영관. 학술출판: 김학진, 

대의원: 백경수, 박찬량, 박재욱, 이완인, 이의

윤, 안광현) 대교협에서 올해 교양학부를 평가

하기로 함에 따라, 김희준, 이해황 교수를 평가

위원으로 추천하였다. 

▶ 2001년도 제5차 운영위원회

3월5일의 제5차 운영위원회에서는 대한화학

회장 선출방식을 2001년도 선거(2003년도 임

기)부터 직선제로 시행키로 함에 따라 직선제 

세부안을 마련하여 4월 개최 예정인 제2회 이

사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평의원 선출

방식의 개선안을 토의하였다. 표절논문에 관한 

마무리 조치로서, 대한화학지 45권 2호 (4월

20일 발간) 말미에 문제가 된 군산대학교 화학

과 배선건 교수의 3편 논문을 공식적으로 삭제

한다는 내용을 게재하기로 결정하였다. 

DIDAC사업은 사업비를 1,000만 원으로 하

고, 추계총회 전에 출판하도록 추진하기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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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4월 20, 21일 한양대(서울)에서 개최 예정

인 춘계총회의 회의장소와 심포지엄별 장소 및 

시간배정 문제 등을 토의하였다. 간친회 대신 

포스터 발표시, 음료 및 식사를 제공(금요일저

녁: 음료+식사, 토요일 오후: 음료)할 예정이

며, 비용은 학회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하였다. 

화학회 홈페이지가 낙후되어 있다는 여론이 

접수됨에 따라, 빠른시일 내에 홈페이지를 개

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화학세계를 3월까지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 배포하였으나, 4월부

터는 단체회원 가입 가능성 있는 교육기관에 

선별적으로 배포할 예정이며, 학회 가입 안내

문을 동봉하여 단체 회원 가입을 유도할 계획

이다.1차 완성된 화학인력총람은 인적사항의 

보안, 작성형식의 통일, 분량축소 등의 세부작

업이 필요하며, 충남대 화학연구정보센터에서 

제 문제점을 보완 조치키로 하였다. 

▶ 2001년도 제6차 운영위원회

3월 19일에 제6차 운영위원회에서는 대한화학

회장 선출방식을 2001년도 선거(2003년도 임

기)부터 직선제로 시행키로 함에 따라, 직선제 

세부안을 검토. 수정하여 4월 10일 오후 4시 

개최 예정인 제2회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결정

하였다. 이사회 안건은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심의, 2000년도 분과회 사업실

적 심의, 2000년도 지부사업실적 보고, 정관. 

제세칙 제정 및 개정(안)심의 등이다. 추가되는 

안건은 사전에 준비하여 차기 운영위원회에서 

이사회 상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춘계학술발표회를 위한 외국인 연사로 

A.P.Alivisatos,K.Shokat 및 S.Mobashery

교수를 초청연사로, 그리고 C.Crews교수를 

특별강연 연사로 각각 승인하였다. 춘계학술발

표회의 심포지엄 발표회장을 일부 변경하기로 

하였으며, 포스터장의 포스터 배치 및 리셉션 

장소 등 세부사항을 토의하였다. 지부장 및 평

의원 회의는 2001년 4월 19일 오후 5시 한양

대학교 동문회관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학회

개최상황을 Labsoft사에 의뢰하여 인터넷 중

계하도록 결정하였다. 

▶ 2001년도 제7차 운영위원회

4월 2일의 제7차 운영위원회에서는 4월 20, 

21일 개최 예정인 한양대(서울) 춘계총회의 준

비상황을 검토하였으며, 심포지엄 및 포스터 

발표장소 변경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포스터발표 시, 1인당 5,000원 상당의 음료 

및 식사를 제공(금요일 저녁: 음료 식사, 토요

일 오후: 음료)할 예정이며 비용은 학회에서 전

액 부담하기로 했으며, 포스터 발표회장 내에

서 원로회원을 위한 VIP 코너를 마련하기로 

했다. 학술발표회 초록집을 CD-Rom으로 제

작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으나 이번 춘계학술발

표회에서는 제작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추

계학술발표회에서는 제작하지 않기로 결정하

였으며, 추계학술발표회를 위한 CD-Rom의 

제작 방향을 토의하였다. 4월 이사회에 상정할 

정관, 제세칙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최종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회장 선출방법, 평

의원회 규정, 회원 입회 및 징계규정, 물리화학

분과회 세칙 등에 관한 개정(안)을 토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 2001년도 제8차 운영위원회

4월 16일의 제8차 운영위원회에서는 4월 20, 

21일 개최 예정인 한양대(서울) 춘계총회의 준

비상황을 최종 점검하였으며, 심포지엄 및 포

스터 발표장소 변경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

다. 포스터발표시 1인당 5,000원 싱당의 음료 

및 식사를 제공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비용은 

학회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별도의 간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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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열지 않기로 했으며, 포스터 발표장 안에 

원로회원을 위한 VIP 코너를 마련하기로 했다. 

화학을 홍보하고 나노과학의 핵심이 화학이라

는 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산학협동 심포지엄

을 ‘Chemistry in Nanotechnology’라는 제

목으로 9월 초 개최하기로 잠정 결정하였다.

지방대 우수대학 연구장려 지원대상자를 확

정하였으며, 10인의 선발자를 본회 홈페이지

에 공고하였다. 2001년도 화학인력총람의 최

종완성을 위해, 몇 분의 교수가 교정·감수하도

록 하고 비용을 본회에서 부담하도록 하자는 

방안이 제기 되었다.

▶ 2001년도 제9차 운영위원회

5월 7일의 제9차 운영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선거(2003년도 임기)부터 회장선거를 직선제

로 시행키로 함에 따라, 회장선거 일정 및 선거

권자에 대한 연락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지난 

춘계총회 결산 결과 등록회원은 1,737명으로 

예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다. 추계총회는 부

경대에서 당초 예정대로 장소 및 기타 준비해

야 할 사항을 미리 점검하였다. 또한, on-line 

초록접수 프로그램 개선 문제와 학술대회 초록

을 CD-Rom으로 제작하는 방안 등을 토의하

였다. 학회 연회비를 연구비에서 처리할 수 있

도록 개선하자는 요청서를 화학회에서 학술진

흥재단에 제출하였으나, 학진으로부터 ‘불가능

하다’는 통보받았다. 

2005년도 FACS(Federation of Asian 

Chemical Societies)의 국내 개최 여부를 검

토하였다. 먼저, 국제협력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이사회에서 최종결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2001년도 제10차 운영위원회

5월 21일의 제10차 운영위원회에서는 회장 선

거일정 및 선거권자에 대한 연락방안 등을 검

토하였다. 1차로 예정선거권자의 명단을 가나

다순으로 화학세계 7월호에 게재하기로 하였

다. 본회와 Wiley 출판사가 공동으로 운영하

게 되는 새로이 제정된 KCS-Wiley 젊은 과학

자상에 대한 시행세칙을 검토 하였다. 

이 상의 수상자격은 본회 회원으로 연구업적

이 뛰어나고 학문적 창의성이 탁월한 만 40세 

이하의 화학자로 정했다. 충남대 화학연구정보

센터에서 주관하고 있는 화학인력총람의 완성

과 출판에 있어서 해결해야할 여러 문제점 및 

출판사와의 인세문제 등을 협의하였다. 

▶ 2001년도 제11차 운영위원회

6월 4일에 제1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본회 홈페

이지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결정하였다. 현

재의 리눅스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

으며, 필요 경비 1,200만 원을 조달하는 방안과 

차기 운영팀과의 업무분담 등을 협의하였다. 제

88차 추계총회 및 학술발표회에 관한 사항으로 

심포지엄별 장소배정, 발표초록의 CD-Rom 제

작 등을 토의하였다. 

금년도 화학세계 발간비 총계는 12,000~ 

13,000만 원 정도로 추정되어, 당초 예산에 

비해 3,000~4,000만 원 청도 추가지출이 예

상된다. 이에 따라 화학세계 쪽수를 현재보다 

약간 줄이는 방안 및 기타 수입증대 방법 등을 

토의하였다. 본회에서 주관하는 산학협동심포

지엄을 나노화학을 주제로 9월 초 개최하기로 

하였다. 운영팀에서 직접 참여하는 didac1, 2, 

4, 5권의 번역사업은 진행중이며, 현재의 번역

율은 50% 정도이다. 

▶ 2001년도 제12차 운영위원회

6월 18일의 제1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춘

계총회 때 도입한 초록 온라인 접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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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점 및 이의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

하였다. 화학회 홈페이지 개선 문제를 토의하

였으며, 충남대학교 화학연구정보센터의 협력

을 얻어 홈페이지를 부분 개선하기로 결정하였

다. 또한 본회에서 주관하는 산학협동심포지엄

의 주제, 일정, 장소 및 대상에 대해 논의하였

으며 차기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 안을 결정하

기로 하였다. 이밖에 과학기술부에서 제시한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에 대한 본회의 공식적

인 입장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

▶ 2001년도 제13차 운영위원회

7월 2일의 제13차 운영위원회에서는 한국학술

단체연합회에서 제작하는 ‘동향과 전망’에 대

한 원고작성에 대해 협의하였다. 기존의 분야 

외에, 나노화학분야를 추가하여 120페이지 정

도로 작성하고 10월 말에 출판할 목표로 진행

할 예정이다.

 원고는 2001년 운영진들이 분야를 누누어 맡

아 작성하기로 하였다.(물리화학: 박찬량, 유기

화학: 안광현, 무기화학: 이완인, 생명과학: 백

경수, 고분자화학: 김영관, 분석화학: 김학진, 

나노화학: 윤경병). 제88회 추계총회 및 학술

발표회에 관한 사항으로, 초록 접수기간은 8월 

6일부터 17일까지로 결정하였다. 화학홍보용 

책자인 DIDAC 1,2,4,5권의 번역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며, 번역율은 75% 정도로 보고되었

다. 문화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선정 심사위원으

로 경희대 정현채 교수를 추천하기로 하였다. 

한편, 본회에서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산학협

동 심포지엄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목: Chemistry and nano technology

*분야: 1. Materials and manufacturing: 

nanoparticle 

      2. Nanoelectronics and computer 

Technology:Molecular 

electronics

      3. Medicine and health Drug 

delivery system

      4. Environment and energy

      5. Biotechnology and agriculture 

▶ 2001년도 제14차 운영위원회

8월 13일의 제15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제37대 

회장선거에 관한 사항으로 준비사항을 검토하

였다. 심포지엄 장소와 준비상황을 검토하기 

위해, 8월 20일 회장을 비롯한 운영위원과 학

회 직원이 부경대학교를 방문할 예정이다. 또

한 초록온라인 접수방법 및 시스템 점검사항을 

확인하였다. 제37대 회장선거에 관한 사항으

로, 제1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회장선거에 

따른 제반 서류 등을 검토하였다. 산학협동심

포지엄은 ‘Chemistry and Nanotechnology’ 

이라는 주제로 9월 24일 (월) 한국과학기술회

관 대강당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제13차 

FACS 총회 및 제11차 ACC를 2005년 서울에

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 2001년도 제15차 운영위원회

8월 13일의 제15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제37대 

회장선거에 관한 사항으로 회장 후보 등록상황

과 추천인의 적격여부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회장선거에 따른 제반 서류와 진행상황을 검토

하였으며 선거투표 안내문을 확인하였다. 회장 

입후보자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이에 대한 

답변내용을 화학세계 9월호에 게재하기로 하였

다. 제88차 추계총회 및 학술발표회의 초록접

수현황을 검토하였다. 이사회를 8월 27일 오후 

6시에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안건은 대한화학

회상 수상후보자 인준, 이태규학술상 수상후보

자 추천 및 Pacifichem 2005조직위원회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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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항 등이다. 현 운영팀에서는 실무이사가 

주축이 되어 선생님을 위한 화학교육 보조교재

인 DIDAC 1,2,4,5권의 번역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1차 번역을 완료하였다. 편집 및 

감수과정을 거쳐 금년 내로 모두 출간할 예정

이다 참고로 DIDAC 3권은 2000년도에 출간

된 바 있다. 또한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에서 

요청한 21세기 화학의 ‘동향과 전망’을 현재 작

성중에 있으며 8월 말에 완성할 계획이다.

▶ 2001년도 제16차 운영위원회

8월 27일에 제16차 운영위원회에서는 학술지

(대한화학회지 및 Bulletin지)에 감사의 글이 

없는 논문 처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화

회의 운영이 적자가 예상되므로 긴축 재정이 필

요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대책으로는 화학세계 홈페이지의 페이지를 

축소하는 방안, 산학협동심포지엄 개최시 광고

를 유치하고 참가비를 징수하자는 안을 제시하

였다. 이밖에 산학협동심포지엄의 일정이 촉박

하므로 연사섭외 등 서로 협조하여 진행에 이

상이 없도록 조치하기로 하였다. 9월 28~29

일에 강릉대학교에서 개최되는 제3회 강원지

부 추계학술대회에는 본 학회 회장이신 진종식 

교수께서 초청강연자로 참석하기로 하였으며, 

강원지부 보조는 충남대학교 화학연구정보센

터에서 보조하는 경우 지원해주기로 하였다.

▶ 2001년도 제17차 운영위원회

9월 10일의 제17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제37대 

회장선거에 따른 투표용지 발송상황, 학술진흥

재단에 신청한 2001년도 국제학술지 발행 지

원사업 및 학국학술지원단체 총연합회에서 요

청한 21세기 화학의 ‘동향과 전망’을 8월 말에 

제출한 사항을 보고하였다. 

제88차 추계총회 및 학술발표회에서 외국인 

초청강사로 무기화학분과회에서 초청한 

Lawrence Que,Jr. 교수(미국 미네소타대)를 

학술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승인하였다. 또한. 

대한화학회상과 이태규학술상에 대한 시상문

구를 검토하였다. 이밖에도 추계총회에서는 금

요일(2001.10.19.) 저녁 포스터발표 후 ‘화학

인의 밤’ 행사를 개최하여 화학인의 단결을 유

도키로 하였으며, 서울대학교에서 초청하는 노

벨화학상 수상자 J.M.Lehn 교수가 10월 15일 

중고등학교생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는데 본회

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기로 하였다. 

▶ 2001년도 제18차 운영위원회

9월 24일의 제18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제 37

대 회장선거에 따른 투표용지 발송상황, 이태

규학술상수상자로 이화여대 손연수 교수, 환경

부 유해물질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인하대 정원

조 교수를 추천한 상황 등을 보고하였다. 또한 

제5회 이사회 안건, 제88차 추계총회 학술발

표회 준비상황 및 DIDAC시리즈의 발간사 검

토가 있었다. 

과학재단의 제1회 올해의 여성 과학기술자

상 수상후보자 추천의뢰는 학술위원회에 위임

키로 하였으며, 추계총회 초록발표자중 회비 

미납자 처리에 대한 방안을 협의하였다. 2001

년도 화학인력총람 계약은 변종홍 총무부회장

이 출판위원장과 협의 후 청문각과 계약을 할 

예정이며 추계총회 전에 출판하기로 하였다.

▶ 2001년도 제19차 운영위원회

10월8일의 제19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제 37대 

회장선거 결과, 정기간행물 발간 상황 및 광고

현황을 보고하였으며, 제5회 이사회 자료검토

와 제88차 추계총회 및 학술발표회 준비상황 

검토가 있었다. 이밖에 2001년도 화학인력총

람 계약서 내용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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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발표회)

▶ 제87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

Ÿ 개관

지난 4월 20~21일 한양대학교에서 개최된 대

한화학회 제87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는 1,737

명(정회원 894명 및 학생회원 843명)이 등록

한 성공적인 행사였다. 특히 학회 기간뿐 아니

라 사전 준비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신 화학과

(학과장 이해원, 권영희, 김낙중, 김영철, 김응

렬, 김진열, 손대원, 원영도, 윤문영, 오청호, 

이해성, 조천규, 채명준, 최정훈, 한양규) 교수

님들과 헌신적으로 봉사한 학생들 덕분에 학회

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구두발표와 포스터

발표 그리고 기기전시회 등을 진행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발표장을 제공해 주시고 학

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물심양면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한양대학교 김종량 총장님과 관계

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뜻

을 전하고자 한다. 

Ÿ 총회

4월 20일(금) 오후 5시에 한양대학교 기술연

구원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총회에서는 변종

홍 부회장의 시회로 식순에 따라 진종식회장의 

개회사, 한양대 김종량 총장의 축사가 있었다. 

대한화학회상 시상으로 공로상, 학술상, 우수

논문상, 화학교육상, 학술진보상, 교육진보상, 

포스터발표상과 공로패 및 감사패 증정이 있었

다. 변종홍 부회장의 회무보고에 이어 분과회 

및 지부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였다. 

2000년도 결산(안)은 2000년도 신국조 부회

장의 설명으로 이의 없이 승인되었으며 정관, 

제세칙.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안)은 일부수정 

후 승인되었다. 

Ÿ 학술발표회

이번 제87회 학술발표회에서는 기념강연 1편, 

분과기조강연11편, 분과기념강연 1편, 초청강

연 1편, 심포지엄 초청강연 9편, 심포지엄 

112편, 구두발표 42편, 포스터발표 847편 등 

총 1,01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번 학술

발표회의 특징은 예년의 분과별 학술발표에서 

주제별 학술발표로 이루어져 회원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다. 발표회장은 백남학술정보관 국

제회의실 6층, 사범대 멀티미디어실 2층, 사회

과학대멀티미디어실, 신소재공정 공학원 세미

나실, 자연과학대 시청각실, 계단강의실, 119

호 한양종합기술연구원 2층에서 순조롭게 진

행되었다. 이밖에 SciFinder 설명회, cross-

fire 설명회, ISI Product 설명회, 기기전시회 

및 서적전시회 등도 회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여하였다고 생각된다. 어려운 여

건에도 이번 행사를 유치하고 도와주신 한양대

학교 당국과 후원업체에 사의를 표하며, 

SciFinder 설명회, Crossfire 설명회, ISI 

Product 설명회, 기기전시회 및 서적전시회에 

참여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뜻을 전하고 

싶다. 후원 및 참여업체는 Elsevier science 

korea, ISI-Thomson science, JohnWiley 

& Sons-Korea Office. LG전자, 대양과학㈜, 

㈜대한과학. 랩소프트, ㈜리가스, ㈜리엑션 엔

지니어링, 문운당, ㈜미래SPM, ㈜본길, 삼인사

이언스, ㈜선일아이라, 세진시아이, ㈜신원데

아터넷, 신진과학교역, ㈜ 신코, 씨그마알드리

치코리아㈜, ㈜엘바이오, 엠오텍, 영린기기, 오

하우스코리아, ㈜이매진, 인성크로마텍㈜. 자

유아카데미, 제이엘과학, 조일인터내셔날, 청

문각, 케미즌닷컴㈜, 케이맥㈜, ㈜켐온, ㈜티엔

제이테크, 하나과학, 한국분석기기㈜, 한국아

타고분광, 한샘바이오텍, 한신과학기기제작소, 

㈜한신기계상사 등 39개 업체이다. 



2. 연도별 주요 회무  113

▶ 제88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

지난 10월 19~20일에 부경대학교(대연캠퍼

스)에서 개최된 제88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는 

1,592명(정회원 678명, 비회원 77명, 학생회

원 837명)이 등록한 성공적인 행사였다. 특히 

학회 기간 뿐 아니라 사전 준비를 위해 불철주

야 애쓰신 부경대 화학과(학과장 문성두, 강영

수, 김 돈, 김세권, 김영일, 김주창, 문성훈, 손

병화, 심현관, 이동재, 이 욱, 황금소) 교수님들

과 헌신적으로 봉사한 학생들 덕분에 학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구두발표와 포스터발

표 그리고 기기전시회 등을 진행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발표장을 제공해 주시고 학

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아낌없

이 지원해 주신 부경대학교 강남주 총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

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 

Ÿ 총회

10월 19일(금) 오후 5시에 본관 201호실에서 

개최된 총회에서는 윤경병 부회장의 사회로 식

순에 따라 진종식 회장의 개회사, 부경대 강남

주 총장의 축사가 있었다. 대한화학회상 시상

으로 이태규학술상, 기술진보상, 중등학교 화

학교사상, 포스터발표상, 공로패 및 감사패 증

정이 있었다. 변종홍 부회장의 회무보고에 이

어 제37대 회장의 선출 경위와 개표결과 경북

대 심상철 후보가 당선되었음을 보고하였으며, 

선출된 심상철 후보의 간략한 인사말이 있었

다. 분과회 및 지부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

신하였다. 2001년도 일반,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변종홍 부회장의 설명으로 이의 없

이 승인되었다. 차기 임원 선출은 진종식 회장

의 발의로 정봉영 차기 회장의 발표로 진행되

어,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선출되었으며 정봉

영 차기 회장으로부터 운영진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2002년도 사업계획 및 일반, 특별회

계 예산(안)은 김유승 차기 총무부회장 설명으

로 사업계획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모두 이의 

없이 승인되었다. 이어 기타 토의사항에 대한 

순으로 총회가 진행되었다. 총회가 끝난 후 제

88회 총회의 특별리셉션이 있었다.

Ÿ 학술발표회

이번 제88회 학술발표회에서는 기념강연 1편, 

분과기조강연 1편, 분과기념강연 3편, 초청강

연 6편, 심포지엄 초청강연 3편, 심포지엄 

106편, 구구발표 46편, 포스터발표 942편 등 

총 1,108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발표회장은 

본관 201호, (구)본관 116호, 4호관 해양과학

대학 4101호, 4102호, 4202호, 4203호, 5호

관 자연과학대한 5201호, 9호관 수산과학대학 

9501호, 해양과학공동연구동 124호, 301호에

서 진행되었으며 포스터발표는 체육관에서 순

조롭게 진행되었다. 

이밖에 STN설명회, SciFinder 설명회, 기

기전시회 및 서적전시회 등도 회원들에게 유익

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여하였다고 생각된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번 행사를 유치하고 도와

주신 부경대학교 당국과 후원업체에 사의를 표

하며 STN설명회, SciFinder 설명회, 기기전

시회 및 서적전시회에 참여한 관계자 여러분께

도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후원 및 참여업체

는 Elesvier Science Korea, John Wiley & 

Sons-Korea Office, 대영종합인쇄사, ㈜대웅

상사, ㈜마린디지털, 마텍교역, 마텍무역상사, 

㈜바이텍켐스, 복원바이오켐, 빙그레, ㈜선일

아이라, ㈜성진아이랜드티, 송지산업, 신엽테

크, ㈜신원데이터넷, ㈜신코, 씨그마알드리치

코리아, ㈜아나리틱예나코리아, 알에스텍, ㈜

영지기계상사, 오하우스, 우성하이백, ㈜이매

진, 이스텍, 자유아카데미, 제이엘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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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조일인터내셔널, 지올코리아, 창경기연, 

청문각, 케이맥㈜, 코센텍, ㈜키토라이프, ㈜태

평양, 팔이합성, 퍼킨엘머(유), ㈜필켐, 하나과

학, 한신과학기기제작소, ㈜현일랩메이트, 협

동시스템 등 41개 업체이다. 화학인들의 화합

과 단결을 위한 장으로 처음 기획된 “화학인의 

밤” 행사에는 늦은 밤에도 불구하고 600여 명

의 회원들이 참여하여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12개 대학의 13개 팀으로 구성된 학생회원이 

열띤 장기 경연과 대학별 응원전을 펼쳤으며, 

차기 및 차차기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의 숨은 

장기는 행사를 더욱 빛내주었다. 이 행사를 후

원해 주신 ㈜LG화학,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

회, 부경대 화학과, 포항공대 화학과, 영인과

학, 영화과학, 영린기기, 랩프런티어에 깊은 감

사를 드린다. 

2002

(운영위원회)

▶ 2002년도 제1차 예비운영위원회

8월 17일의 제1차 예비운영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운영위원과 학회 직원간의 상견례를 

갖고, 내년도 학회 운영에 관해 논의하였다. 

2002년도 운영위원으는 정봉영 회장을 비롯한 

김유승, 전승준, 박승연, 소헌영, 최중길 부회

장과 여인형, 허영덕, 이창진, 정규성, 손대원, 

이진규, 유연규, 이영식 실무이사 등이 구성되

었다. 2002년도 춘계총회 및 학술발표회는 4

월 20~21일(토, 일)육군사관학교에서 개최하

는 것에 관해 논의하였다. 이와 함께 Bulletin

지의 활성화 방안도 검토하였다. 2002년도 예

비 운영위원회는 2주에 한번 화요일 오후 5시

에 학회 사무실에서 가지기로 하였다. 

▶ 2002년도 제2차 예비운영위원회

9월 4일의 제2차 예비운영위원회에서는 학회 

제도 정비, 홍보, 학술대회, 예산 등의 내년도 

학회 사업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화학세계]

와 관련해서는 편집상임위원의 구성, 해외 통

신원 제도신설(한소엽, 김양미 박사), 특집 주

제의 선정 등을 점검하는 한편 기존의 편집 스

타일을 개편하고 분량을 현재 120면에서 100

면 정도로 축소키로 결정하였다. 학술진흥재단

의 국제학술지(Bulletin) 지원신청서를 작성하

였다. 

▶ 2002년도 제3차 예비운영위원회

9월 8일의 제3차 예비운영위원회에서는 2002

년도 대한화학회 주요사업으로 중심학문으로

서의 화학의 중요성 홍보, 화학인 전체가 함께

하는 학회업무의 전산화 및 학술지의 수준 향

상을 결정하였다. 먼저 학회 홍보를 위해 본회 

홈페이지와 학회 세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로 하였다. 또 학술대회의 활성화, 기업체 연구

소 등에 있는 회원들의 학회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함께하는 학회가 되는 방

안을 적극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학회 홈페이지를 대폭 개선하고 

학술지와 학회세계의 전산작업을 통한 학회업

무의 전산화 및 학술지의 수준을 향상 하고자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하였다.학술진흥재단의 

국제학술지(Bulletin) 지원신청서(지원신청금: 

5000만 원)를 제출하였다. 본 회가 올해 지원

받은 금액은 7,800만 원이었으나, 내년도 학

술진흥재단의 지원 상한 금액은 5,000만 원으

로 하향 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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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도 제4차 예비운영위원회

9월 5일의 제4차 예비운영위원회에서는 ①중

심학문으로서 학회의 중요성 홍보 ②화학인 전

체가 함께하는 학회, ③업무 효율화를 통한 학

술 활동 강화를 2002년 사업계획으로 최종 결

정하였다. 첫째, 중심학문으로서 화학의 중요

성 홍보는 학회 홈페이지, 화학세계 및 각종 언

론매체를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둘

째, 학·연·산 연구 결과의 연계를 확대하기 위

해서 화학 복덕방을 운영하는 한편, 전담 위원

회를 구성하여 학회 게시판을 활성화 시키기로 

하였다. 또 화학 경시대회 및 화학 올림피아드

의 적극 지원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고, 

buyer guide 제작 및 기념품 사업을 확대하기

로 결정하였다. 화학 관련 졸업자의 학회 가입

을 유도하고, 화학세계를 활용하여 학·연·산 

정보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학술대회 활성화를 

통해 화학인 전체가 함께 하는 학회가 되도록 

하는데 노력키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화학홈페

이지를 대폭 개선하고, 학술 및 화학세계 발간

절차를 전산화하며, 각종 학술대회의 온라인 

접수사업을 통해 학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

하기로 하였다. 또 Bulletin지의 전자 저널화를 

추구하고, 검색기능(제목, 저자, 핵심어 등)을 

강화하며, Bulletin지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

한 방안을 모색키로 하였다. 화학교육지는 교

육 소식지로 역할을 강화 하고,대한 화학학회

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학술지의 수준을 

향상시키기로 하였다. 이밖에 2002년도 학회 

예산안을 결정하고, FACS(2005년) 및 IChO 

(2006년)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 2002년도 제5차 예비운영위원회

10월 18일 제5차 예비 운영위원회는 부경대학

교에서 개최되었다 [화학세계] 상임편집위원은 

부두완, 성명모, 장성복, 이덕형, 강철훈, 유연

규, 하윤경, 조영희, 천진우 박사로 구성되었

다. [화학세계]에 광고를 수록할 235개 예상기

업체 목록을 작성하고, 업체별로 광고를 담당

할 운영위원을 결정하였다. 학회 전산화작업을 

추진할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학

회 직원 및 사무규정을 재정하기로 논의하였

다. 2002년도 춘계총회는 육군사관학교에서 

그리고 추계총회는 영남대학교에서 열기로 하

였다.  

▶ 2002년도 제6차 예비운영위원회

10월 30일의 제6차 예비운영위원회에서는 [화

학세계] 2002년도 1월호 발간 준비상황을 최

종 점검 하였다. 1월호 특집은 ‘프로테오믹스’

로 정하였다. 2002년도 [화학세계] 특집기획은 

‘중심학문으로서 화학’이라는 주제에 맞게 재

료분야 2회, 의학분야 1회, 화공분야 2회, 환

경분야 2회, 분자생물학 분야 2회, 디스플레이 

분야 1회, 건축·토목분야 1회로 정하였으며, 

12월에는 ‘중심학문으로서의 화학’을 총정리

하는 특별기획을 수록하기로 하였다. 

[화학세계]에서 기기 안내 및 광고는 가능한 

특집 기획과 연계하여 진행하기로 하였다. 

2002년도 학술발표회 발표형식은 내년도 분과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본회에서

는 춘계 학술발표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학술팀과 학회 직원이 개최지인 육군사관학교

를 방문하고, 심포지엄 및 포스터발표 장소 등

을 직접 확인하기로 하였다. 기기전시회는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화학교육지는 

김재현 교수를 신임 편집위원장으로 하거, 중·

고등학교 교사들을 위한 교육지로 만들기로 하

였다. 

▶ 2002년도 제7차 예비운영위원회

11월 6일의 제7차 예비운영위원회에서는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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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춘계총회 및 학술발표회의 준비상황을 점검

하였다. 춘계학술발표회의 개죄지인 육군사관

학교를 11월 12일 현장 답사하기로 하였다 학

술대회의 기조강연은 50분, 심포지엄은 30분 

정도로 발표시간을 배정하고, 각 분과별 기조

강연은 전체 기조강연과 무관하게 진행하기로 

하였다. 포스터 발표회는 약 900편 정도로 예

측하였다. 학술발표회 1차 안내문은 [화학세

계]에 기재하기로 하였다. 본회에서는 여인형 

박사가 개발한 회계 프로그램을 현재 사용하고 

있으며, 학회운영재규정의 개편 및 재정을 구

상중이다. 특히, 자문 회의와 평의원 구성이 중

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문회의와 평의

회를 통합하여 새로운 위원회를 만드는 방안도 

고려키로 하였다. 2002년도 춘계총회의 초록

접수와 관련하여 정현태군(인제대 4학년) 에게 

12월 말까지 프로그램의 개발을 의뢰하는 한

편, 기존의 프로그램을 보완할 것인지 새로운 

형태의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 추후 

결정키로 하였다. 2002년도 학술지 해외구독

료를 지난해에 비해 10% 인상하기로 하였다, 

충남대 화학연구정보센터 자료 중 학술에 관련

된 자료는 본회로 이관하기로 하였다.

▶ 2002년도 제8차 예비운영위원회

11월 20일의 제8차 예비운영위원회에서는 [화

학세계] 광고의뢰 상황을 점검하였다. 1월호 

광고 접수는 12월 중순까지 완료키로 하고, 광

고수주현황을 수시로 연락하여 미진한 부분은 

서로 협조하여 채우기로 하였다. 2002년 춘계

총회 및 학술발표를 준비를 위해서 12월 7일

까지 각 분과회에서 간사모임을 개최하기로 하

였다.12월20일 까지는 내년 춘계학술발표회의

를 주제를 선정하고, [화학세계] (1월호)에 안

내하기로 하였다. 춘계총회 및 학술발표회 접

수처는 육군사관학교의 총무관을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학술발표회가 토요일, 일요일에 개최

됨에 따른 참석인원 감축에 대한 대책을 마련

하기로 하였다 전산화 작업은 진행중에 있으

며, 웹서버를 구입하여 설치를 완료하였다 정

현태군에게 11월 30일까지 초록접수 프로그램 

완성을 요구하고, 12월에는 홈페이지 개정작

업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11월 28일에 정보화 

위원회 회의를 갖기로 하였다.

▶ 2002년도 제9차 예비운영위원회

12월 4일 제9차 예비운영위원회는 학회업무 

상황을 점검하였다. 12월 3일에 학진에서 국

제학술지(Bulletin) 현장실사를 하였다. 내년도 

학회 관리비가 인상되었으며, 인상되는 금액은 

연 440만 원 정도이다. 2002년도 ‘한국화학산

업총람’ 편찬사업에 따른 계약은 보류하기로 결

정하였다. 학회 업무 인수인계는 2002년 1월 5

일 오전 11시에 본회에서 하기로 하였다. 

▶ 2002년도 제10차 예비운영위원회

12월 20일의 제10차 예비운영위원회에서는 

학회업무를 보고 받았으며, 2001년 학회 인수

인계를 2002년 1월 5일 본회 회의실에서 하기

로 결정하였다. [화학세계]와 관련해서는 화학

세계 새로운 표지 도안을 확정하였으며, 1월호

의 원고 분량을 95쪽 내외로 결정하였으며, 2

월호 특집주제를 신약개발로 정하였다. 

정보화 사업 관련하여 학회의 홈페이지와 초

록 등록 프로그램 개선 및 개발 진행상황을 확

인하였다. 2002년 춘계학술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분과회간사(8명)와 운영위원(3명)이 모

임을 갖고 심포지엄 제목과 조직책임자를 선정

하였음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본회가 중등화학

분과회에 지원하는 지원금의 사후관리를 철저

히 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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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도 제1차 운영위원회

1월 8일의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정봉영 회

장을 비롯하여 거의 모근 운영위원들(김자홍, 

김충섭, 엄엄재국, 조응준, 김유승, 전승준, 박

승언, 소헌영, 최중길 부회장과 여인형, 허영

덕, 이창진, 정규성, 손대원, 유연규, 이영식 실

무이사)이 회의에 참석하였다. 본회는 한국학

술진흥재단으로부터 국제학술지 지원금 4,500

만 원, 국내학술지 지원금 360만 원을 수령하

였음을 보고하였다. 

1월 13일부터 26일까지 충남대학교에서 개

최하는 화학 겨울학교(교장: 충남대 김건철 교

수) 입교식에 김충섭, 소헌영 부회장과 이창진 

실무이사가 참석하기로 하였다. 화학 관련 소

식들을 전하는 소식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

히 하고 회원 여러분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

는 기존의 홈페이지를 부분적으로 개편하여 게

시판 기능을 보강한 새로운 홈페이지

(www.kcsnet.or.kr)의 서비스를 1월초부터 

시작하였음을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응준 

부회장은 기업체 입장에서 바라는 [화학세계]

의 운영 및 광고 유치에 관한 좋은 제안을 하

였다.

▶ 2002년도 제2차 운영위원회

1월 22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본회의 

2001년도 사업실적에 이어 2002년도 학회학

술활동사업계획서(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와 2001년도 국내학술지(한국학술진흥재단) 

제출상황, 특별·단체회비 청구 상황 및 학술위

원회 회의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산학협력팀은 2월호 광고 현황을 보고하였

고, 홍보팀은 화학세계 2월호 원고 접수현황 

및 진행상황을 보고하였다. 기획팀은 홈페이지

의 게시판 운영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화학에 관한 질문은 화학세계 운영팀이 우선적

으로 답하고 관리하며, 일정기간이 지나도 답

변이 없는 경우에는 학회에서 적합한 회원에게 

답변을 해주도록 전달하기로 하였다. 또 기타 

학회 관련된 질문은 사무국에서 관리키로 하였

다. 또한 본회는 인제대를 졸업하는 정현태군

을 2년간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홈페이지를 관

리하기로 하였으며 더불어 초록 접수 프로그램

도 개발하여 2월부터 춘계총회 초록을 접수 받

을 수 있도록 하였다. 

기타 사항으로는 대한화학회지 편집위원회 

회의 결과를 화학세계에 게재하기로 하였으며, 

산학협력부회장을 중심으로 운영팀 모두 광고 

유치에 힘쓰기로 하였다.

▶ 2002년도 제3차 운영위원회

2월 5일 열린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는 한국학

술진흥재단에 제출한 2001년도 국제학술지 결

과보고서 및 2002년도 실행예산서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본

회 학술위원회는 외부상으로 제47회 대한민

국학술원상 수상후보자로 이대운 교수를, 한국

학술단체총연합회 최우수논문상 수상후보자로 

이상국 교수를 추천하였다. 화학세계 3월호 특

집 주제는 “분자전기소자”로 정하였다. 2002

년 춘계총회에서는 기조연사로 Zare 교수를 

초청, 학회에서 공식적인 초청편지를 보내기로 

하였다. 또 기업체 기기설명회를 위한 독립적

인 공간을 확보,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기획광

고를 한 업체들을 접촉하여 기기전시회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연락을 취하기로 하였다. 

기획팀에서는 화학세계, Bulletin지 및 대한 

화학지가 좀 더 발전하는 소식지 및 학술지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준비·논의하였다. 본회의에

서는 총무팀이 준비한 이태규 학술상 수상후보

자 추천에 관한 시행세칙, 평의원회 규정 및 자

문회의 규정을 검토하였으며 2월 19일에 개최

http://www.kcs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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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예정인 이사회 상정 안건을 협의 하였다. 이 

밖에 환경부에서는 본회에 화학물질 관련 관계 

전문가를 추천 요청하여 이를 환경 안전위원장

에 추천 위임하였으며, 분과회 및 지부가 외부

에서 광고협찬을 받아 본회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경우 기존에는 부가세 10%외에 추

가 10%의 수수료를 받았으나 이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2001년 기준으로 지부가 단체회

원을 신규가입 시킬 경우에 단체회비의 1/3을 

지부에 보조해주기로 하였다. 이태규선생기념

사업회는 이태규 박사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

는 2002년 추계총회에서 기념강연회 및 심포

지엄을 개최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추계총

회 때 미국, 일본, 중국 화학회장을 초청하는 

문제를 학술팀에서 검토하기로 하였다.

 

▶ 2002년도 제4차 운영위원회

2월 19일의 제4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온라인 

초록접수 진행상황을 보고하였다. 본회 2월 9

일 현재 400편이 접수되었으며 온라인 접수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초록 

접수 마감일(2월 20일)이 임박함에 따라 접수 

폭주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2002

년 춘계총회 개최에 따른 준비로 국내 일간지 

신문에 홍보를 의뢰하기로 하였으며 일본, 중

국 화학회장에 공문을 보내어 학회간 공동 심

포지엄을 개최할 수 있는지의 의향을 타진하기

로 하였다. 또한 본회가 미국 학술학회장 초청 

시 경비를 전액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최

대 2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주기로 하였다. 분

과 간사회 및 조직책임자 회의는 2월 28일 오

후 2시에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본회에서 시상

하는 대한화학회상 중 화학교육상을 7돈에서 

10돈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기타상은 현재와 

동일하게 시상하기로 하였다. 이밖에 본 학회

는 본회 운영위원 중에서 한국화학관련학회연

합회 전문위원을 추천하였다. 또한 KAIST 송

충의 박사는 한국과학재단에서 이달의 과학기

술자상으로 받은 수상금중 일부를 본회에 기증

하였다.

▶ 2002년도 제5차 운영위원회

3월 5일의 제5차 운영위원회에서는 본회의 

2001년도 사업실적 및 정기 발행물 발간현황

을 보고하였다. 산학협력팀은 3월호 광고현황

을 보고 하였고 홍보팀은 화학 4월호 원고 접

수현황 및 진행상황을 보고하였다. 

기획팀은 전산화 작업의 운영 현황과 홈페이

지의 보완작업에 관한 것을 보고하였다. 화학

교육지를 초·중·고교사 중심으로 내용을 보완

하고 현재의 1,000부 발행에서 홍보차원에서 

3,000부를 발행하기로 하였다. 춘계총회 초록

접수현황 학술발표회 일정 조정, 기기전시회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 2002년도 제6차 운영위원회

3월 19일의 제6차 운영위원회에서는 한국학술

진흥재단에 제출한 대한화학지의 등재후보학

술지 계속 평가 자료를 보고하였다. 또한 초록 

접수자 중 연회비 미납자에게 회비 납부 독촉 

및 다음 학술발표회로부터 불이익을 주는 방안

에 대해 논의 하였다. 산학협력팀은 4월호 광

고 및 기기전시현황을 보고하였고 홍보팀은 화

학세계 4월호 원고 접수현황을 보고하였다. 기

획팀은 홈페이지 보완작업에서 본과회 및 지부

의 홈페이지를 학회의 메인 서버에 공간을 마

련해주기로 하였으며, 회원 관리 프로그램 개

발을 지속적으로 하기로 하였다. 학술팀은 춘

계총회 및 학술발표회 개최에 관한 전반적인 

상황을 총괄하여 준비하기로 하였다. 학술발표

회 중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위해성 전달”은 

콜로키움으로 하기로 하였다. 총회는 홍무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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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강당에서 하기로 하였고 리셉션은 육군회관

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학회 준비 인원 동원에 

관한 것을 토의하였으며, 육군사관학교, 고려

대, 연세대, 서울여대 등에서 진행요원을 지원

받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제2회 이사회

는 4월 9일에 개최하기로 하였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심의, 2001년도 

분과회 사업실적 심의, 제세칙·시행세칙 제정 

및 개정(안) 심의, 2006년 IChO준비위원장 

선임, 학회운영기금 활용방안 등 안건으로 다

루기로 하였다. 한양대 최정훈 교수의 기념품 

사업의 진행 현황과 개선안에 대한 보고가 있

었으며, 기념품 사업위원에 적극적인 학회의 

지원을 통해서 기념품 사업을 활성화 하기로 

결정하였다. 학회 사무국의 신익승씨의 사직에 

따른 사무국 담당업무 재조정에 대해서도 토의

하였다.

▶ 2002년도 제7차 운영위원회

4월 2일의 운영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세무

조정 결과 16,691,044원을 환급 받을 것이라

는 상황과 제34차 국제화학올림피아드(네덜란

드)참석 대표 학생 선발 상황을 보고하였다. 국

제 화학올림피아드 참석대표로 선발된 학생은 

김민형(서울과고 3), 이종혁(서울과고 3), 김인

섭(충북과고 3), 김용진(서울과고 2)이며, 위원

장으로 김희준 교수, 부위원장으로 신석민 교

수가, 업저버로 이덕형교수가 참석할 예정이다.

화학교육지는 종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유광지

로 인쇄하기로 하였다. 

화학교육지 1호는 3,000부를 발행하여 학회 

구독회원 800부, 과학교사협의회 300부, 수도

권 초등학교 500부, 과학동아의 주소록에 있

는 회원에게 1,300부를 배포하기로 하였으며, 

춘계총회 때 기념품사업회에서 100부를 배포

하기로 하였다. 제2회 이사회 안건으로 2001

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심의, 2001년

도 분과회 사업실적 심의, 제세칙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심의, 공로패 증정 승인, 2001년도 

지부 사업실적 보고, 2006년 IChO 준비상황 

보고 및 학회기금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루

기로 하였다. 작년도 기념품 사업을 보고 받았

으며 올해부터 기념품 사업팀을 새로 구성하여 

기념품 사업을 체계적으로 하기로 하였다. 

춘계총회에서는 5,000원 할인쿠폰을 발행하

기로 하였다. 포스터상 수상 후보자수는 고분

자화학 2편, 고체화학 1편, 공업화학 1편, 무

기화학 3편, 물리화학 3편, 분석화학 2편, 생

명화학 1편으로 총 20편을 선정하기로 하였으

며 춘계총회 업무 분담 및 확술 발표회 관련 

전체 진행사항을 검토하였다.

▶ 2002년도 제8차 운영위원회

4월 16일의 운영위원회에서는 한국과학재단

에 2006년 IChO 개최승인 및 지원요청에 대

한 상황을 보고하였다. 제2회 이사회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이사회 결과 학회 직원의 토요

일 근무는 비상연락망을 구축 후 1명씩 당직 

근무하기로 하였다. 

총회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소위원

회를 구성하여 총회 횟수, 방법, 시기 등에 면

밀히 검토한 후 다음 이사회에서 다시 논의하기

로 하였다. 이화성 연구사(교육인적자원부) 이

숭한 교수(경희대)에게 감사패 대신 공로패를 

증정하기로 하였다. 2001년도 미처분 잉여예치

액 48,144,825원 중 4,000,000원은 일반회계 

(컴퓨터 구입비)로 44,144,825원은 국제 협력

기금으로 각각 계정 이월하기로 하였다. 학술지 

편집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대한화학회

지 편집위원회는 4월 20일, Bulletin지 편집위

원회는 4월 21일에 하기로 결정하였다. 2002

년 춘계총회 개최 준비상황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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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도 제9차 운영위원회

5월 7일에 개최된 제9차 운영위원회에서는 과

총의 우수학술지 지원금 신청현황과 본회 세무

조정 결과, 일반화학실험서 인세 수입·지출 상

황 및 과학재단 2001년도 지방대 우수교수 지

원 결과 보고서 제출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

다. 본회는 최근 재무현황을 검토한 결과 회비 

및 구독료 납부가 미진을 것을 지적하고, 미납

자에게 회비 및 구독료의 납부를 독촉토록 하

였다. 또 정회원 및 교육회원수가 작년 대비 

100명 정도 줄어든 것을 지적하고, 이를 위한 

학회 차원의 노력방안에 대해 모색키로 하였

다. 화학세계 5,6월호 광고 현황을 검토하는 

한편 이와 관련하여 6월호에는 한국담배인삼

공사, 8월호에는 한국원자력 연구원에 대한 업

체 특집을 게재키로 하였다, 지난 4월 20, 21

일 양일에 걸쳐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89

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 결과 보고에서는 총 

1,526명(정회원 711명, 학생회원 815명)이 

등록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번 학술발표회

의 준비에서 진행, 결과 등에 관한 자료를 정리

하여 추후 활용키로 하였다. 이와 함께 춘계학

술발표회 기간  열린 학술지 (Bulletin지 및 학

회지) 편집위원회의 결과를 보고 받았다.

올 9월에 열리는 제38대 회장선고를 위한 

안내공고를 회장선출규정과 함께 화학세계 6

월호에 게재키로 하였다. 또한 충남대 화학연

구정보센터의 재정지원 중단의 철회요청 공문

을 검토하는 한편 이와 관련된 사항은 회장이 

사전 준비 후 조치키로 하였다. 그 밖에 과총의 

“과학 기술인 100만 명 서명운동”은 각 학교의 

화학과에 공문을 보내 서명을 받기로 하였으

며, Pacifichem 2005는 회장 명의로 우선 진

행하며 Area Coordinator 결정은 다음 이사

회에서 결정키로 하였다. 

▶ 2002년도 제10차 운영위원회

5월 21일에 개최된 제10차 운영위원회에서는 

과총의 ‘과학기술인 100만서명운동’에 동참하

는 공문을 각 대학 화학과, 지부 및 분과회에 

발송한 상황, 2002년 회비 및 구독회비 미납

자에게 회비 및 구독회비를 납부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상황 및 재무현황을 보고하였다. 

본 회의에서는 홈페이지에 5월 10일까지 반

대 의견이 없으면 모든 회원을 서명운동에 동

참시킨다고 공모한 결과 반대 의견이 없어 모

든 회원을 서명운동에 동참시키기로 결정하였

으며, 홈페이지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홈페이

지 소식란을 계속 업데이트 하기로 하였다. 

본지 6월호에 제38대 회장선거 공고를 하였

으며, 후보 등록기간은 7월 22일(월)에서 7월 

31일(수)까지로 하였다. 후보소견 및 약력은 8

월 중에 홈페이지에 올리기로 하였으며, 화학

세계 9월호에도 게재하기로 하였다. 춘계총회 

및 학술발표회 결과를 토의하였다. 제90회 추

계총회에 관련하여 일요일에 학회를 진행함에 

따른 참석회원의 감소를 고려하여 추계총회를 

금요일(오후)과 토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고려

하여, 영남대에서 자세한 상황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춘계학술발표에서 포스터 미발표자는 화학

세계 6월호에 등록번호만 기재하기로 하였다. 

대한화학지 및 Bulletin지의 개선작업에 대하

여 논의하였다. 대한화학지가 SCI Expended

가 되도록 하는 방안 및 절차를 확인하기로 하

였으며, Bulletin지의 impact factor를 올리

기 위한 여러 방안도 논의하였다. 본 학회는 한

국학술진흥재단에 대한교육과정 개발 연구 지

원사업을 온라인으로 신청하였으며 지원이 결

정되면 교과과정 연구회를 신설하여 이 위원회

에서 모든 업무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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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도 제11차 운영위원회

6월 4일의 제1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과총의 

2/4분기 지원금 신청현황과 정기간행물 발간 

현황, 국제과학 올림피아드 발단식, 연합회 제

4차 산학 신포지엄 개최일정 및 제9차 한일의

약화학 심포지엄이 끝난 후 학회에 협찬해준 

상황을 보고하였다. 본회에서는 최근 재무 현

황과 회원현황 및 6,7월호 광고현황을 검토하

였다. 화학세계 7월호 특집으로는 바이오 복합

재료를 다루기로 하였으며 분과회 및 지부 홈

페이지 관리와 관련하여 견본을 준비하여 보내

면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해주기로 하였다. 또한 

본회에서는 대한화학지 및 Bulletin지의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와 제90회 추계총회 개최알

정 변경에 대한 논의 및 이태규학술상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기타사항으로는 2002년도 2종 

도서 멀티미디어 교육자료 개발사업에 관한 건

은 일간 보류하기로 하였으며 재고 비품 처리

에 대한 논의 및 일반 화학실험서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또한 본 학회는 2002년도 

FACS 회비와 연합회 정회비를 납부하기로 하

였다. 2002년도 화학여름 학교는 고려대학교

에서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교장으로는 고려대 

하덕찬 교수가 맡아주기로 하였다. 이번 여름

학교에는 약 95명의 정도의 학생이 입교할 예

정이다.  

▶ 2002년도 제12차 운영위원회

6월 18일의 제1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학진에 

추계총회 학술대회 지원금을 신청한 현황과 한

국과학재단에서 2006년도 제38회 국제화학올

림피아드를 국내에서 유치하는 안을 승인한 상

황 및 정기간행물발간현황 등을 보고하였다. 

본회에서는 재무현황과 회원현황 및 화학세계 

7월호 현황을 검토하였다. 또한 본회에서는 제

90회 추계총회 개최 일정에 대한 논의와 진행

방안에 대한 논의 및 향후 5년 동안의 학술발

표장소를 사전에 확정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기타사항으로는 지부에서 대한화학회장 명의

로 상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경우에

는 학회의 일련번호를 부여한 후 승낙하여 주

기로 하였으며 ‘화합물명명법 요약’에 대한 계

약 상황과 2002년도 2종도서 멀티미디어 교육

자료 개발사업에 관한 계약 상황을 보고하였

다. 한국원자력 연구원에서 Migration‘03 국

제학술대회에 본 학회가 공동주관이 되도록 요

청하여 승인하였으며, 본 학회장을 공동위원장

으로, 조직위원회는 최중길 부회장을 포함하여 

3인을 선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비회원이 화학

교육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비 납부를 요청

한 후 보내주기로 하였으며 Royal Australian 

Chemical Institute(RACI)에서 본 학회와의 

화학교류를 요청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 2002년도 제13차 운영위원회

7월 2일의 제13차 운영위원회에서는 과총의 

2002년도 우수영문학술지 발간지원금 배정 통

보 상황과 국제과학올림피아드 발단식, 과학기

술부장관 간담회 및 국제화학올림피아드 참가 

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화학교육지는 발

간이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으며 화학교육지 

1~4호를 각각 3,000부씩 발행하기로 하였으

며 3,000부 발행에 따른 추가 비용은 화학교

육지 광고료와 학회에서 약간씩 충당하기로 하

였다. 본회에서는 최근의 재무현황과 회원현황 

및 8월호 광고현황을 검토하였으며 회비 및 구

독료 미납자에게 독촉 공문을 보내기로 하였

다. 또한 본회에서는 상반기 지부 보조비 지급 

상황과 화학세계 8월호 진행상황을 보고하였

다. 기획팀에서는 홈페이지 진행상황과 대한화

학회지에 Review Article을 4호부터 게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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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한 상황 및 중등화학분과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학술팀은 제

90회 추계총회 장소인 영남대학교를 7월 3일

에 방문할 예정이며 분과당 심포지엄 발표는 1

세션으로 하며 포스터발표는 2세션으로 토요

일에만 진행하기로 하였다. 또 일요일 오전까

지 모든 학술발표회 일정이 끝날 수 있도록 프

로그램을 짜기로 하였다. 이밖에도 본회에서는 

과총에서 개최하는 2002년도 세계한민족학술

대회에 본 학회 회원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

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하였다. 기타사항으

로는 기술표준원에서 요청한 KS규격 분석용어

를 화학술어위원회에서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이 작업에 들어가는 경비는 학회에서 우선적으

로 지원한 후 2003년도에 기술표준원에 청구

하여 지원받기로 하였다.

▶ 2002년도 제14차 운영위원회

7월 16일의 제14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상반기 

지부 보조비 지급 상황과 2002년도 IUPAC 

회비 납부액 결정 상황, 제34회 국제화학올림

피아드 결과, 화학여름학교에 대한 준비상황 

및 정기간행물 발간현황 등을 보고하였다. 이

번 회의에서는 재무현황과 회원현황 및 8월호 

광고 현황을 검토하였으며 회비 및 구독료 미

납자에게 독촉 공문을 지속적으로 보내기로 하

였다. 또한 회장 선거에 관한 상황과 제3회 이

사회 안건, 본관 대여에 관한 상황을 검토하였

다. 한국과학 문화재단의 주최로 개최되는 

“2002년 청소년 이공계 전공 및 진로 엑스포” 

행사에 본 학회는 적극 참여하기로 하였으며 

기획팀에서 준비하기로 하였다. 학술팀은 제

90회 추계총회 장소 방문 결과와 진행상황을 

보고하였다. 기타 사항으로는 기념품사업팀에 

새로운 아이디어의 기념품을 제작하도록 요청

하기로 하였다.

▶ 2002년도 제15차 운영위원회

8월 6일의 제15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제2회 학

술위원회 회의 결과와 제38대 회장 후보자 등

록상황 및 정기간행물 발간현황 등을 보고하였

다. 본 회의에서는 재무현황과 회원현황 및 9

월호 광고 현황을 검토하였다. 또한 화학세계 

9월호 Buyers Guide로는 진공장비(진공펄프, 

진공측정기)를 소개하기로 하였으며 지부장께 

감사패 수여 시 감사패 문구에 구체적인 업적

을 명시하기로 하였다. 기획팀에서는 한국과학

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2002년 청소년 이공

계 전공 및 학술팀에서는 제90회 추계총회에

서의 분과별 심포지엄 일정과 초록 접수현황을 

보고하였다. 

이밖에 본 회의에서는 분과회에서 초청한 

Kohtaro Osakada (Tokyo Institute of 

Technology)! Takaaki Nishioka(Kyoto 

Univ.) 및 Yoshinori Yamamoto (Tohoku 

Univ.)를 추계총회 초청연사로 승인하였다. 기

타사항으로는 과학기술분야 학회의 국제단체 

가입 관련 현황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

여 학회 사무국과 학술팀에서 준비하기로 하였

으며 Oxygen(가칭) 출판은 자유아카데미와 계

약한 후 추계총회 이전에 발간하기로 하였다.

▶ 2002년도 제16차 운영위원회 

8월 27일의 제16차 운영위원회에서는 과총 과

학기술분야 학회의 국제단체 가입관련 현황자

료 제출 현황과 2002년 청소년 이공계 전공 

및 진로 엑스포 행사 결과, 대한화학회지가 학

진의 등재학술지로 결정된 상황 및 정기간행물 

발간현황 등을 보고하였다.

본 회의에서는 재무현황과 회원현황 및 9월

호 광고 현황을 검토하였으며 회비 및 구독료 

미납자에게 독촉 공문과 작년 대비 회원이 많

이 줄어든 일부 지부에 회원 증대를 독려하도



2. 연도별 주요 회무  123

록 요청하기로 하였다. 또한 본회에서는 회장 

선거에 관한 상황과 제3회 이사회 안건, 화학

교육지 구독 증대 방안, 정보화사업의 진행 사

항 등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있었다. 학술팀은 

제90회 추계총회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였으며 

초록에 등록된 자는 모두 회원이어야 하며, 단, 

초록에 등재된 자중 비 화학 관련자나 외국에 

거주, 비화학 관련업체나 기업체에 있는 자에

게는 발표참가비로 하여 정회원 수준의 참가비

를 받기로 하였으며 이런 경우에는 지원 연구

비에서 경비를 처리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이 안

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비나 발표참가비를 

납부치 않은 경우에는 초록집에 취소라는 도장

을 찍은 후 인쇄하기로 하였다.

▶ 2002년도 제17차 운영위원회

9월 3일의 제17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제38대 

회장선거 투표용지 발송현황을 보고하였다. 본 

회의에서는 재무현황과 회원현황 및 10월호 광

고 현황을 검토하였다. 또한 화학세계 10월호 

Buyers Guide로는 Biochip을 소개하기로 하

였으며 기획팀에서는 정보화사업 진행상황을 

보고하였다. 학술팀에서는 제90회 추계총회의 

진행상황과 초록 접수현황을 보고하였다.

▶ 2002년도 제18차 운영위원회

9월 17일의 제18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제38대 

회장선거에 따른 투표용지 접수현황과 이태규학

술상 수상자로 서울대 김 관 교수 선정현황, 과

총에 3/4분기 지원금 신청현황, 학진에 2002년

도 국내학술지 발간지원금을 온라인 신청한 현

황 및 정기간행물 발간현황 등을 보고하였다. 

본 회의에서는 회원현황과 10월호 광고 현황, 

화학세계 10월호 진행 상황 및 제90차 추계총

회 및 학술발표회의 진행 상황을 검토하였다. 

과총 국제학술회의 국내개최 지원금 신청 건은 

본 학회에서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없으므

로 분과회에서 신청을 하면 지원해주기로 하였

으며 과학기술국민이해 책자 발간 지원금 신청

은 ‘Oxygen 출판’이나 ‘안동혁 선생 회고록’

으로 지원 신청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하였다. 

기타사항으로는 한국과학재단에서 수여하는 

제2회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 수상후보자를 

본회에서 추천하는 건도 학술위원회에서 운영

위원회에 위임하였으므로 추천이 오면 다시 논

의하기로 하였으며 2002년도 화학술어위원회 

사업계획 및 예산(안) 검토는 출판위원회에 위

임하기로 하였다.

▶ 2002년도 제19차 운영위원회

10월 1일의 제19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제38대 

회장 선거 결과, 정기간행물 발간현황, 광고 현

황, 화학세계 11월호 진행상황 및 제90차 추

계총회 및 학술발표회 진행상황 등을 보고하였

다. 2003년도 FACS상 수상후보자 추천에 관

한 사항은 학술위원장과 상의한 후 처리하기로 

하였으며 2005 ACC 준비를 위한 학술분과회

원선임 요청은 2005 ACC 준비위원장께 공문

을 보내 직접 처리하도록 하였다. 기타사항으

로는 Didac을 추가구입하는 건과 CD-Rom을 

제작하는 문제는 본 업체에 저작권 등 법적인 

문제를 알아본 후 처리하기로 하였다.

▶ 2002년도 제20차 운영위원회

10월 15일의 제20차 운영위원회에서는 한국

과학기술기획 평가원에서 제시한 국가과학기

술표준분류연구원 오세화 회원을 한국과학재

단 제2회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 수상후보

자로 추천한 상황 및 정기간행물 발간현황 등

을 보고하였다. 본 회의에서는 회원현황과 11

월호 광고 현황 및 제3회 이사회 회의록 검토

가 있었다. 기획팀은 Bulletin지의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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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향상 방안에 대한 진행상황을 보고하

였으며 학술팀은 제90차 추계총회 및 학술발

표회에 관한 진행 상황과 2001년도 국제학술

지 발행지원 중간보고서 제출에 관한 상황 및 

2003년도 FACS상 수상후보자 추천에 관한 

상황을 보고하였다. 

기타사항으로 중등화학분과회 활성화 지원

금 요청 건은 기획부회장이 중등화학분과회장

과 논의한 후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상임편집위

원께 학술지 활동비를 지급하는 문제는 기존처

럼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이밖에도 직

원이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경우 법적

인 문제를 확인한 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 2002년도 제21차 운영위원회

11월 5일의 제2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2001

년도 국제학술지 발행 중간보고서를 학진에 제

출한 현황과 2002년 한국화학올림피아드

(KChO 2002) 진행 상황, 환경부에서 요청하

여 내분비계 장애물질 전문위원 3인을 추천한 

상황, 한국학술단체연합회에 학술용어 문제점

과 방안 토론자로 본회 화학술어위원장인 도춘

호 회원을 추천한 상황 및 정기간행물 발간현

황 등을 보고하였다. 

본 회의에서는 회원현황과 12월호 광고현황 

검토가 있었다. 기획팀에서는 Buyers Guide

를 12월 말까지 DB화하기로 하고 작업하고 

있으며 Buyers Guide를 DB화한 후에는 회원

관리프로그램을 작업하기로 하였다. 또한 학술

팀은 제90차 추계총회 및 학술발표회의 결과

를 보고하였으며 추계학술발표회에서 포스터

를 게시하지 않은 회원에게는 11월 15일까지 

소명기회를 준 후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

였다.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서 준비한 과학 기

술분류체계(안)은 학술팀이 검토, 수정한 후 자

료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기타사항으로 본회 출판위원회에서는 본회

에서 발간한 산소 책자를 구매하여 본회의 교

육회원에게 무료로 제공, 홍보하기로 하였다.

▶ 2002년도 제22차 운영위원회

11월 26일에 개최된 2002년도 마지막 제22

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제90회 추계총회 및 학

술발표회 결과보고서를 학진에 제출한 현황과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국제학술지인 Bulletin

지의 평가, 발표상황, 과학재단에서 요청한 

2003년도 1/4분기 이달의 과학기술자상 수상

후보자 추천상황 및 정기간행물 발간현황 등을 

보고하였다.

본 회의에서는 회원현황과 12월호 광고 수

주현황 검토가 있었다. 기획팀에서는 Buyers 

Guide의 DB화 진행상황을 보고하였다. 학술

팀은 제90차 추계총회 및 학술발표회의 결과

를 보고하였으며 추계학술발표회 포스터 미게

시자 및 미리 뗀 발표자의 처리문제는 발표번

호, 발표자, 책임자명 및 발표하지 못한 이유를 

받아 화학세계 12월호에 게재하기로 하였으며 

한국과학문화재단에서 추천을 요청한 과학기

술인 명예의 전당 후보자(10명) 및 후보자심사

위원(5명)을 추천하기로 하였다. 

또한 본 회의에서는 학술위원회의 위임을 받

아 2003년 FACS상 후보자로 다음의 회원을 

추천하기로 하였다. 1)FACS Foundation 

Lectureship(무기화학분야): 최진호 회원, 

2)FACS Distinguished Young Chemists 

Award(무기화학분야, 2003년 1월 1일 기준

으로 40세 이하): 정덕영 회원, 3)FACS 

Award for Distinguished Contribution to 

Advancement in Chemical Education: 김

희준 회원, 기타사항으로 이광 교수의 ‘성서속

의 화학 이야기(가칭)’를 본 학회의 교양화학 

시리즈로 출판하기로 하였으며 인수인계자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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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되면 감사 2인께 12월 말에 감사를 받기로 

하였다.

(학술발표회)

▶ 제89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

4월 20~21일에 육군사관학교에서 개최된 제

89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는 1,528명(정회원 

713명, 학생회원 815명)이 등록한 성공적인 

행사였다. 특히 학회 기간 뿐 아니라 사전 준비

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신 육군사관학교 화학과 

(학과장 정우영, 계영식, 김성일, 김동욱, 양일

우, 양재호, 이남택, 이승달, 조영진, 최창규) 

교수님들과 헌신적으로 봉사한 육사 기관병, 

고려대, 서울대, 한양대 및 서울여대 학생들 덕

분에 학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구두발표와 포스터발표 그리고 기기전시회 

등을 진행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발표

장을 제공해 주시고 학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

해 물심양면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육군사

관학교 중장 박준근 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한다.

Ÿ 총회

4월 20일(토) 오후 6시에 흥무관 1층 강당에서 

개최된 총회에서는 박승언부회장의 사회로 식

순에 따라 정봉영회장의 개회사, 육군사관학교 

박준근 교장의 축사가 있었다. 대한화학회상 

시상으로 학술상, 우수논문상, 학술진보상, 포

스터 발표상, 공로패 및 감사패 증정이 있었다.

김유승부회장의 회무보고에 이어 분과회 및 

지부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였다. 

2001년도 일반, 특별회계 결산(안)은 2001년

도 변종홍 부회장의 설명으로 이의 없이 승인

되었으며 제세칙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 (안)은 

이의 없이 승인되었으며, 제세칙·시행규칙 제

정 및 개정(안)은 이의 없이 승인되었다. 또한 

2005년 Asian Chemical Congress(ACC) 

조직위원장인 서정헌 교수가 그간의 진행사항

을 설명하였으며 기타 총회가 끝난 후 제89회 

총회의 특별리셉션이 육사회관에서 있었다.

Ÿ 학술발표회

이번 제89회 학술발표회에서는 미국 스탠포드

대 화학과에 재직 중인 R.N. Zare 교수가 

‘Analyzing Single Molecules, Vesicles, and 

Cells’의 제목으로 기조강연을 하였으며 포항공

대 화학과 김기문 교수는 ‘Supramolecular 

Chemistry toward Smart Materials and 

Device’의 제목으로 한국과학상 수상기념 강연

을 하였다. 또한 본회 학술상 기념강연으로 한국

과학기술원 유룡 교수가 ‘The Science and 

Perspective of New Nanoporous Carbons 

Templated by Mesoporous Silica’의 제목으

로 강연을 하였다.

이 밖에 심포지엄으로 게놈시대의 유기생명

화학, 기능성 분리막, 나노구조 고분자 재료의 

진보, 나노튜브와 나노선, Bio-MEMS와 분석

화학, 반응 동력학과 분자분광학에서의 새로운 

연구동향, 신진유기화학자 심포지엄, 정밀화학

과 생촉매, 중등학교 화학교수방법 개선 방안, 

첨단소재화학: 유기금속 및 촉매화학, 환경화

학에 관한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회는 발표회는 기조강연 1편, 기념

강연 2편, 분과기념강연 1편, 초청강연 4편, 

심포지엄(외국인 초청강연 포함) 80,편 구두발

표 50편, 포스터발표 823편 등 총 961편의 논

문이 발표되었다. 발표는 흥무관 1층 강당, 1

층 세미나실, 2층 613호실, 2층 615호실, 2층 

617호실, 충무관 시청각실 1, 시청각실 2, 

109호실, 209호실, 309호실에서 진행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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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포스터발표는 도서관 외곽에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이외에도 기기설명회, 데이터베이스 관련 설

명회, 기기전시회 및 서적전시회 등도 열려 참

석회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육사생도들의 사열식은 이번 총회에 참석한 군

대경험이 있는 회원들에게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하였으며 대한 남아의 씩씩한 기상을 엿볼 수

가 있었다. 

어려운 여건에도 이번 행사를 유치하고 도와

주신 육군사관학교 당국과 후원업체에 사의를 

표하며, 기기설명회, 데이타 베이스 관련 설명

회, 기기전시회 및 서적전시회에 참여한 관계

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후원 

및 참여 업체는 John Wiley & Sons-Korea 

Office, 고려기연, 김화기굴㈜, 동명과학상사, 

머크주식회사, 명지문화사, 문운당출판사, 바

우테크, 세진시아이, 신코, 씨그마알드리치코

리아㈜, 씨엠 코포레이션, 엔아이테크, 영린기

기, 인성크로마텍㈜, 자유아카데미, 제이엘사이

언스, 조일인터내셔날, 지올코리아, ㈜대양과

학, ㈜대웅상사, ㈜도남인스트루먼트, ㈜디엔에

프솔루션, ㈜선일아이라, ㈜수림교역, ㈜신한광

기술, ㈜써모텍, ㈜알에스텍, ㈜이우과학교역, 

㈜이스텍, ㈜티앤제이테크, 청문각, 케이맥㈜, 

한국분석기기㈜, 한국전광㈜, 한신과학기기제

작소, 한울엔지니어링, Accelrys Korea 등 38

개 업체이다.

▶ 제90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

10월 19~20일에 영남대학교에서 개최된 제

90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는 1,448명(정회원 

630명, 학생회원 818명)이 등록한 성공적인 

행사였다. 특히 학회기관뿐만 아니라 사전준비

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신 영남대학교 화학과

(학과장 나춘섭, 도명기, 차진순, 오창언, 이재

원, 박정학, 김정환, 조태섭, 김석규, 남기평) 

교수님들과 헌신적으로 봉사한 영남대 화학과 

학생들 덕분에 학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구두발표와 포스터발표 그리고 기기전시회 등

을 진행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발표장

을 제공해 주시고 하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영남대학교 이상천 

총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

심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 

Ÿ 총회

10월 19일(토) 오후 6시에 상경관 208호실에

서 개최된 총회에서는 박승언 부회장의 사회로 

식순에 따라 정봉영회장의 개회사, 영남대학교 

이상천 총장의 축사가 있었다. 대한 화학회상 

시상으로 기술진보상, 중등학교화학교사상, 포

수터 발표상, 공로패 및 감사패 증정이 있었다. 

김승유 부회장의 회무보고와 분과회 및 지부사

업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였다.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유승 총

무부회장의 설명으로 이의 없이 승인되었다. 

차기임원 선출은 정봉영회장의 발의로 심상철 

차기회장의 발표로 진행되어, 이의 없이 만장

일치로 선출되었으며, 심상철 차기회장으로부

터 운영진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2003년도 

사업계획 및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 차진순차

기총무부회장 설명으로 사업계획과 예산(안)이 

원안되로 모두 이의 없이 승인되었다. 이어 기

타 토의사항에 대한 순으로 총회가 진행 되었

다. 총회가 끝난 후 제90회 총회의 특별리셉션

이 있었다. 

Ÿ 학술발표회

이번 제90회 학술발표회에서는 삼성종합기술

원 임관회장이 “지식기반사회 구축을 위한 지

적자원개발에 관하여”의 제목으로 기조강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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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서울대 화학부 김관 교수는 “Self- 

Assembled Monolayers of prototype or-

ganic molecules”의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으

며 물리화학분과회의 젊은 과학자상 수상기념 

강연으로는 인하대 인하대화학과 김상규 교수

가 “vibrational structures of predis-

sociating methylamines (CH3NH2 and 

CH3ND2) in astatus; free internal rota-

tion of CH3 with respect to NH2으로 유

기화학분과회 학술기념강연으로 인하대 화학

과 지대윤 교수가 ”facile debromination 

reaction;bromide as a protective group 

in aromatic system and seletive bromi-

nation of unsymmetrical ketone“라는 제

목으로 강연을 하였다. 

이밖에 심포지엄으로 나도물질의 생-의학적 

응용, 단백질 네트워크 연구, Metabolomics 

연구현황과, 유기화학조망, 이태규박사 탄생 

100주년 기념 심포지엄, 정보 및 전자소재용 

고분자, 첨단소재화학 –기능성 금속 배위화학, 

첨단소재화학-표면화학, 탄수화물 최근 연구

현황, 표면전기화학, 화학분야 임용고사의 개

선 방안, 환경소재에 관한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회는 기조강연 1편, 기념강연 1편, 

분과기저강연 1편, 분과기념강연 2편, 심포지

엄(외국인 초청강연 포함) 88편, 구두발표 19

편, 포스터발표 883편 등 총 995편의 논문이 

발표 되었다. 발표는 상경관 201, 201, 203, 

207, 208, 209, 301, 302, 303, 306, 308-1

에서 진행되었으며, 포스터발표는 체육관에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이 밖에 기기전시회 및 

서적전시회 등도 열려 참석회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번 행사를 유치하고 도

와주신 영남대학교와 후원업체에 사의를 표하

며, 기기전시회 및 서적전시회에 참여한 관계

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후원 

및 참여업체는  John Wiley & Sons-Korea 

Office, MCIK, PSIA, ㈜뉴엠, 대양과학 ㈜, 

㈜대웅상사, 렉소엔지니어링, 머크주식회사, 

명지문화사, 명진크리스텍, 문운당출판사, 바

이텍켐스, 부산경남우유농협, ㈜선일아이라, 

㈜수림교역, 세진시아이, ㈜싸모텍, 시그마알

드리치코리아㈜, 엑설리스코리아, 이수산업, 

자유아카데미, ㈜정화과학상사, 제이엠코퍼레

이션, 조일인터내셔날, 청문각, 케이맥㈜, ㈜켐

온, ㈜파이맥스, 한국전광㈜, 한울엔지니어링 

등 30개 업체이다. 

2003

(운영위원회)

▶ 2003년도 제1차 예비운영위원회의 (2002.7.3)

2003년도 운영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들에 대한 

소개 및 상견례가 있었고 2003년도 사업에 대

한 설문지를 조사 실시하여 이에 따라 전체 회

원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을 설정할 것을 

논의하였다. 또한 Bulletin지 투고를 권장하는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한 수렴이 있었고 총회 및 

연구발표회 구성문제, 정기 학술발표회를 컨벤

션센터에서 개최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심상철 회장을 비롯한 전 부회장 (상임 및 

비상임 포함) 및 실무이사가 업무영역을 벗어나 

전체업무에 참여하고 상임부회장 및 소속 실무

이사간의 수시로 논의한 후 그 결과를 총무실무

이사에게 연락하여 총무팀이 전체 업무를 숙지

하고 논의토록 하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학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의 구성은 심포지엄별 구성

을 지양하고, 산업체 관심사를 주제로 산학연 

심포지엄을 개최토록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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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도 제2차 예비운영위원회의 (2002.8.7)

화학대중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분야에 대한 

강화로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 및 화학전도사군

을 통한 전국순회 홍보를 실시하고 전국 중등 

화학교사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지원함과 아울

러 산업계 현장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확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화학회 위상제고를 위한 

학회 전문학술지 투고 및 인용강화와 학회 회

원 확대의 일환으로 산업계 요원 및 증등교사

를 위한 실질적 지원 통한 회원확보에 대한 논

의가 있었다. 또한 컨벤션센터에서 학술발표회 

개최를 고려하여 춘계는 서울COEX 및 추계는 

춘계의 결과에 따라 부산BEXCO에서 개최하

는 방안을 논의하였고, 학회 수익사업 확대로 

학회 로고 상품의 개발 확대 및 초중등학생 화

학실험용키트 개발을 검토키로 하였다.

그 외 학회 홈페이지 보강의 일환으로 발표

논문의 신속 게재, 학술지의 검색기능 보완, 기

술 분류 체계에 따른 회원 분류표 기재와 심포

지엄 발표내용을 PDF파일로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화학세계」지를 개편하

여 산업계 관련기사를 보완하고 내용을 보다 

신토불이 화하여 우리 현실에 맞고 흥미롭고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하기를 위한 것에 대해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학회 2003년도 정책

을 위한 설문지 작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

다. 현실에 맞고 흥미롭고 도움이 되는 내용으

로 하기를 위한 것에 대해 논의하였다.

▶ 2003년도 제3차 예비운영위원회의 (2002.9.13)

제2차 예비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

해서 각 부별 이에 대한 계획과 사업내용에 대

하여 발표하였다. 또한 춘계 학회를 COEX에

서 개최 예정으로 COEX 사업담당자와 논의된 

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기획부에서 마련

한 설문지에 대한 항목별 구체적인 점검을 하

는 한편 이를 각 회원들에게 발송하여 의견을 

수렴토록 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여 

2003년도 운영 자료의 지침서로써 사용할 것

을 결정하였다.

▶ 2003년도 제4차 예비운영위원회의 (2002.10.19)

제90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는 영남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차기 운영팀은 

전체적인 학술대회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상

황을 점검하고, COEX에서 춘계 학술대회 개

최를 준비하기 위해 그동안 COEX팀과 논의하

고 결정한 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각 운영위원들의 질의가 있었다. 이와 함

께 내년도 학술대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심

포지엄 개최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특히 산학

연 심포지엄 강화를 위해 한국정밀화학공업 진

흥회 또는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에 대한 산학

연 심포지엄 개최에 대한 의미와 추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 2003년도 제5회 예비운영위원회의 (2002.11.8)

COEX에서의 춘계총회 및 학술발표회 개최를 

위한 업무분담에 대한 논의로 회장의 총지휘아

래 총무단은 전체진행 지원, 기획은 전시회 준

비 및 섭외, 홍보는 홍보포스터 작성 및 전시회 

준비 및 섭외, 학술은 책자 발행, 학생동원 및 

안내와 기기운영, 산학협력은 산학연 섹션에 

대한 준비 등의 업무분담에 대해 논의하였고 

기타 홍보팀에서 중등교사 회원확대를 위한 여

러 가지 안을 제시하였고 화학세계지 개편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특히 산학연 심포지엄에 

큰 비중을 두고 성공적 개최를 위한 산학부에

서 체계적 준비를 하도록 논의하였다. 또한 각 

팀의 2003년 업무계획에 대한 발표와 광고 수

주에 대한 논의도 아울러 이루어졌으며 설문지 

분석 자료에 의한 결과에 따라 이미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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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에서 계획하였던 것에 대해서 실행

하기로 결정하였다.

▶ 2003년도 제6회 예비운영위원회의 (2002.11.23)

2003년 춘계 학술발표회 형식, 주제에 대한 

의견 및 초청, 특별연사에 대한 추천에 대한 논

의가 있었고, 광고 판촉에 관한 사항과 학회 선

전포스터 및 기타선전물 내용에 대한 논의도 

아울러 이루어졌다. 또한 2003년도 운영팀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몇몇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이날 회의는 특히 「화학

세계」 및 춘계 학술대회에서의 광고 판촉에 대

한 집중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대한화학회의 초

중등교사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논의되었는데 이에 대해 학회에서 서버확충과 

일부자금지원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 2003년도 제7회 예비운영위원회의 (2002.12.6)

춘계총회 및 학술발표회 준비사항에 대한 점검

이 있었는데 특히 총무부, 학술부, 산학협력부

에서 COEX를 방문하여 점검한 자료에 대해 

발표하여 이에 따라 심포지엄 등의 구성에 참

조가 되도록 하였으며 또한 2003년도 광고 수

주에 대한 점검이 있었다. 그리고 2003년도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의와 점검이 아울러 

이루어졌다. 또한 전국 초중등화학교사 협의회

에 대한 논의에서 초중등이 과학으로 묶여있어

서 화학교사협의회 로 한정하는 것보다 과학교

사 협의회로 구성토록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 2003년도 제12차 운영위원회

6월 27일의 제1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과총에 

2/4분기 지원금을 청구한 상황과 학진에 학술

대회 지원금을 청구한 상황, 국제과학올림피아

드 발단식 일정, 연합회 제5차 산학심포지엄 

결과 및 직원채용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 

본 회의에서는 회원현황과 재무현황, 7월호 광

고현황, 미수금 회수현황을 보고하였으며 또한 

추계총회의 진행상황 보고(1.포스터 발표 4회 

예정 2.리셉션 방법 논의 3.기기전시 참가비용 

결정 1부스 120만원,  2부스 220만원 4.부산

시장 참석 요청 5.포스터 제작)가 있었다. 본 

회의에서는 ‘위기의 이공계를 살리자’의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결과 화학세계 7월호에 내용

을 게재하기로 하였으며 이와 관련 자료를 전

체 회원에게 이메일로 보내고 서명자료를 화학

과와 지부 및 연구소에 보내 찬성하는 회원께 

서명을 받기로 하였다.

학술지(Bulletin지, 학회지) 건으로는 1)학술

지의 편집규정 등 제세칙 및 시행규칙 개정(안) 

검토가 있었으며 학술지의 투고료를 Bulletin

지는 24,000원에서 27,000원으로, 학회지는 

18,000원에서 20,000원으로 면당 투고료를 

인상하기로 하였다. 2)전문학술지의 Graphic 

Abstract 형식 검토가 있었다. 또한, 본 회의

에서는 씨그마-알드리치상 및 KCS-Wiley젊

은화학자상(가칭) 규정을 검토, 다음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하였으며 SSC Kt 사업에 대한 논

의도 있었다. 기타 토의사항으로는 한국과학문

화재단에서 주최하는 2003년 청소년 이공계 

전공 및 진로 엑스포에 본 학회도 참여하기로 

하였으며 일정은 아래와 같다.

일정: 2003년 8월 13~17일(5일간), 

장소: 서울무역전시장

(대한민국과학축전과 동시개최)

▶ 2003년도 제13차 운영위원회

7월 11일의 제13차 운영위원회에서는 과총에 

우수영문학술지 발간 전반기 지원금 신청 준비

상황과 지부보조비 지원 준비상황, 화학여름학

교 준비상황 및 정기간행물 발간 현황보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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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본 회의에서는 회원현황과 재무현황, 

8월호 광고현황, 미수금 회수현황을 보고하였

으며 또한 추계총회의 진행상황보고(1.등록 시

작 시간 논의 2.포스터 발표 4회 예정 3.리셉

션 방법 논의 4.총회는 10월 16일(목) 오후 6

시에 개최 예정 5.부산시장 참석 요청 6.학회 

학술발표회 포스터 제작 7.학술팀 에서는 학회

업적 안내판을 준비 8.산학연심포지엄은 1신

약 개발관련 심포지엄 2울산지부의 협조로 화

학소재(정보전자관련) 심포지엄 3원적외선관

련 심포지엄 개최 예정)가 있었다. 본 학회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요청한 2003년도 국가

기술자격 종목개발 연구용역사업(화학분석기

사 자격종목에 참여하기로 하였으며 기획팀에

서 계획서를 작성한 후 7월 18일까지 공단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기타 사항으로는 한국과학

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2003년 청소년 이공계 

전공 및 진로 엑스포에 대한 진행상황 보고와 

앞으로의 업무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 2003년도 제14차 운영위원회

7월 25일의 제14차 운영위원회에서는 과총에

서 2/4분기 지원금을 입금한 상황과 한국산업

인력공단에 2003년도 국가기술자격 종목개발 

연구용역(화학분석기사) 계획서를 제출한 상

황, 위기의 이공계를 살리자 서명 자료 접수현

황, 제35차 IChO 결과 및 정기간행물 발간 현

황 보고가 있었다. 본 회의에서는 회원현황과 

재무현황, 9월호 광고현황, 미수금 회수현황과 

추계총회의 진행상황 보고가 있었다. 홍보 실

무이사가 준비한 SSC Kit 개발 및 사업위원회 

규정 제정(안)과 기념품사업 위원회와 박동곤 

회원이 준비한 학회 로고와 기제작(안)을 제3

회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이밖에도 본 

회의에서는 8월 13일부터 17일까지 서울무역

전시장에서 개최되는 이공계 전공 및 진로 엑

스포에 대한 준비상황 보고가 있었으며 분과 

및 지부에서 본회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

는 경우에는 부가세 외에 법인세 15%를 제외

한 후 집행하기로 하였다.

▶ 2003년도 제15차 운영위원회

8월 22일에 개최된 제15차 운영위원회는 부산 

BEXCO의 회의실에서 운영위원과 박종열 부

산지부장, 부경대 이동재 교수, 인제대 허도성 

교수 및 부산 BEXCO 박희영씨가 참여한 가운

데 제92회 추계총회 및 학술발표회에 관한 전

반적인 준비상황과 지부에 행사 협조 요청 상

황 등을 설명하였으며 부산 BEXCO의 발표장, 

포스터장, 기기전시장, 식당 등을 두루 살펴보

았다. 본 회의에서는 2003 청소년 이공계 전

공 및 진로 엑스포 행사 결과보고와 이태규학

술상, KCS-Wiley 젊은 화학자상, 씨그마알드

리치 화학자상, 대한화학회상 수상후보자를 지

부, 분과회, 학술위원께 추천을 요청한 상황과  

“위기의 이공계를 살리자” 서명자료 접수현황, 

정기간행물 발간현황, 재무현황, 회원현황 및 

9월호 광고현황 보고가 있었다. 기타 토의사항

으로는 분과나 지부 행사 시 학회의 기념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올리고 회원께 

홍보를 하기로 하였다.

▶ 2003년도 제16차 운영위원회

9월 5일에 개최된 제16차 운영위원회에서는 

학진에 2004년 국제학술지 지원금을 신청한 

상황과 학진에서 하였다. 국내학술대회 개최지

원금으로 1,400만 원을 받은 상황, 제39대 회

장선거 투표용지를 발송한 상황, ‘위기의 이공

계를 살리자’ 서명 자료 접수현황 및 정기간행

물 발간 현황을 보고하였다.

본 회의에서는 회원현황과 재무현황, 10월호 

광고현황, 제1회 선거관리위원회 결과 및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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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학술위원회 결과 보고가 있었다. 또한 본회

의에서는 “위기의 이공계를 살리자” 서명운동 

후의 처리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추계학회 진행

사항보고(분과간사회 결과보고, 부산BEXCO 

방문결과 보고 및 계약서 검토, 추계 포스터 제

작에 관한 사항 검토, 부산시장 면담 관계 논

의, 추계총회 후 설문조사 여부, 숙박에 관한 

사항 논의, 지부장 및 평의원회의 장소 및 일정 

검토, 접수처 근처에 추계총회에 참석하는 국

가의 국기를 배치하는 문제 논의, 2003년도에 

수행한 업적 자료준비)가 있었다. 본 학회의 기 

바탕은 흰색으로 하기로 하였으며 학회기를 사

진 찍은 후 파일로 만들어 발표장 및 총회장 

스크린에 실시간 게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

타 토의사항으로는 외부 배너 교환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교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온라

인 전자 결제 건은 2003년도에는 실시하지 않

고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였다. 또한 회장선출

규정 개정(안)을 준비하여 차기이사회에서 상

정하기로 하였다.

▶ 2003년도 제17차 운영위원회

9월 19일에 개최된 제17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제39대 회장선거에 따른 투표용지 접수현황과 

“위기의 이공계를 살리자” 서명 자료 접수현황 

및 정기간행물 발간 현황 등을 보고하였다.

본 회의에서는 회원현황과 10월호 광고현

황, 위기의 이공계를 살리자 서명 작업 경과보

고 및 추계학회 진행사항 점검(일정표, 2003

년 대한화학이 무엇이 달라졌나, 전시업체, 계

약서, 포스터, 학회기, 학회기 사진, 참가국가 

기, 기념품 관계, 교통, 숙박, 업무분담, 기술진

보상, 리셉션, 지부장 회의, 산학심포지엄, 기

타) 보고가 있었다. 또한 본회의에서는 제4회 

이사회 안건 및 일정 검토와 학회 예산 관련 

내규 검토가 있었으며 IUPAC의 Union 

Advisory Committee(UAC) 한국대표로 차

진순 총무부회장을 추천하기로 하였다.

▶ 2003년도 제18차 운영위원회

10월 10일에 개최된 제18차 운영위원회에서

는 학진에 2004년 국내학술지 지원금을 신청

한 상황과 국제학술지 중간보고서 준비상황, 

제39대 회장선거 결과, 이태규 학술상 선정현

황, “위기의 이공계를 살리자” 서명자료 접수

현황, 정기간행물 발간현황, 광고현황 및 추계

학회 진행사항 점검(일정표, 2003년 대한화학

이 무엇이 달라졌나, 전시업체, 계약서, 포스

터, 학회기, 학회기 사진, 참가국가 기, 기념품 

관계, 교통, 숙박, 업무분담, 기술진보상, 리셉

션, 지부장 회의, 산학심포지엄, 기타) 보고가 

있었다.

▶ 2003년도 제19차 운영위원회

10월 31일에 개최된 제19차 운영위원회에서

는 학진에 2002년도 국제학술지 발행 중간보

고서를 제출한 현황과 2003년도 한국화학올림

피아드를 개최한 현황, 한국학술단체연합회에 

“사전편찬지원사업” 안을 제출한 현황, 정기간

행물 발간 현황, 광고현황, “위기의 이공계를 

살리자" 서명작업 경과보고 현황 및 추계학회 

결과보고가 있었다. 또한 본 회의에서는 학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 있는 추계학회 관련 

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 2003년도 제20차 운영위원회

11월 14일에 개최된 제20차 운영위원회에서

는 학진과 부산시에 제92회 추계총회 및 학술

발표회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현황과 2003년도 

국제학술지(Bulletin지)를 심사 평가받은 현

황, 정기간행물 발간현황, 재무현황, 회원현황 

및 광고현황을 보고하였다. 본 회의에서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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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이공계를 살리자 서명 운동” 사후처리 관

계와 업무 관계를 논의하였다.

▶ 2003년도 제21차 운영위원회

12월 11일에 개최된 제21차 운영위원회에서

는 학진에서 2003년도 국제학술지 지원금을 

배정받은 현황과 정기간행물 발간현황, 재무현

황, 회원현황 및 광고현황을 보고하였다.

본 회의에서는 위기의 이공계를 살리자 서명 

운동 사후처리 관계로 우수한 인력을 이공계로 

유치할 도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학술발표회)

▶ 제91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

Ÿ 개관

일시: 2003년 4월 18~19일

장소: 서울 삼성동 COEX

발표논문: 1,056편

등록인원: 1,773명 

(정회원 884명, 학생회원 889명)

제91회 대한화학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는(이

하 학회) 여러 관점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구현

했다는 점에서 학회의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는 

등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하겠다. 창립 이래 

학회는 관례적으로 대학에서 개최되어 이번 학

회가 대학 이외의 컨퍼런스 장소에서 열렸다는 

것이 예상치 못한 일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

나 수년 전부터 대학에서 금·토 양일간 많은 

수의 강의실과 부대시설을 빌려 쓸 수 없게 되

자 그 대안으로 이른 바 주말학회(토·일)가 열

리게 되었으며 이는 곧 바로 참여율 감소로 이

어졌다. 이러한 배경에서 2003년도 회장단에

서 전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COEX에서 금·토학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준비기간 동안 COEX 담당자와 수많은 회의결

과 COEX 3, 4층 거의 모두를 발표장 및 부대

시설로 쓰기로 하고 이에 걸맞게 화학관련 기

업 전시회를 과거보다 더 큰 규모로 열기로 하

였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을 방문하여 적극적

인 협조를 얻어내기에 이르렀다. 이번 학회의 

특징으로는 한층 강화된 산학심포지엄과 전국 

조직의 초중등교사분과 탄생 그리고 초·중·고

생 및 일반인을 위한 화학쇼크전 개최 등을 들 

수 있었다. 산학심포지엄은 ‘정밀화학산업 발

전전략’, ‘원적외선과 음이온의 새로운 기술 및 

새로운 화학의 전개’라는 독립적인 세 주제로 

열려 양일간 성황을 이루었다. 토요일 COEX 

광장에서는 한양대의 협조로 이동과학차가 동

원된 화학쇼크전이 열렸고 이와 동시에 10개

의 실험부스가 운영되어 약 1200명의 초·중·

고학생이 신나는 과학체험을 하는 그야말로 화

학의 대잔치가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졌다. 이

러한 시도는 언론 등으로부터 ‘산학연이 함께

하는 학회’ 그리고 ‘대중에 다가가는 학회’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데도 일정부분 기여했다

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방대한 행사와 학회 진

행을 위해 주로 운영위원들이 소속된 대학의

(한양대, 연대, 이대, 경상대, 영남대, 교원대) 

대학원생들이 헌신적으로 도우미 역할을 했으

며 이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Ÿ 총회

4월 19일(토) 오후 5시에 COEX컨퍼런스센터

에서 개최된 총회에서는 최정훈 총무실무이사

의 사회로 식순에 따라 심상철 회장의 개회사

가 있었다. 대한화학회상 시상으로 학술상, 우

수논문상, 학술진보상, 교육진보상, 포스터 발

표상, 공로패 및 감사패 증정이 있었다. 차진순 

부회장의 회무보고에 이어 분과회 및 지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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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였다. 2002년도 일

반, 특별회계 결산(안)은 2002년도 김유승 부

회장의 설명으로 이의 없이 승인되었다. 총회

가 끝난 후 제91회 총회의 특별리셉션이 

COEX 컨퍼런스센터 402호 앞 로비에서 100

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Ÿ 학술발표회

이번 제91회 학술발표회는 기조강연 1편, 기

념강연 1편, 분과기념강연 2편, 심포지엄 123

편(외국인 초청강연 포함), 구두발표 23편, 포

스터발표 906편 등 총 1,056편의 논문이 발표

되었다. 발표는 COEX컨퍼런스센터 304, 

310, 311, 330, 401, 402, 403호실에서 진

행되었으며, 포스터발표는 3층 복도에서 순조

롭게 진행되었다. 기조강연으로는 Stanford 

대학 B.M.Trost 교수가 ‘On Invennting 

Reactions for Atom Economy’를 주제로 

그리고 학술상 기념강연으로 고려대 조봉래 교

수가 ‘20 Years in Physical Organic 

Chemistry’를 주제로 각각 발표하였다. 

그리고 각 분과의 심포지엄에서는 화학실험

교육의 한계와 전망, 기능성 고분자의 합성 및 

응용, 나노화학 I: 바이오-나노 소재 화학, 나

노화학 ⅡI: 나노-디바이스의 화학, 나노화학 

III: 나노구조화합물, 뉴클레오타이드: 현재와 

미래, 대학에서의 화학교육, 병원체 유전체학

을 기반으로 하는 신약 개발, 새로운 화학의 전

개, 생명화학의 현재와 미래, 에너지 전달현상

과 첨단 정보소재 화학, 원적외선과 음이온의 

새로운 기술, 유기화학의 전망 I: 국내유기화학

의 동향, 유기화학의 전망 II: 국가지정연구실 

연구동향, 유기화학의 전망 III: 유기화학의 새 

조류, 전국과학교육 우수 사례 발표, 정밀화학 

산업발전 전략, 중등학교 화학교육과정의 개

선, 질량분석학, 첨단환경분석기술의 동향, 최

근 초미량분석기술의 발전현황, 화학: 생명의 

언어(김희준 교수) 등이 주제로 발표되었다.

Ÿ 산학심포지엄

산학심포지엄은 세 분야에 걸쳐 양일간 성대하

게 이루어져 과학대중화와 산학연이 함께하는 

학회의 취지를 잘 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산학심포지엄 I (주제: 정밀화학산업 발전 전

략, 진행: 이종률 부회장)에서는 김충섭 화학연

구원장의 ‘국내 화학산업의 현황과 발전전략’

을 필두로 유진녕 박사(LG 화학)가 ‘전자정보 

소재 산업’, 이관순 박사(한미약품)가 ‘제약산

업’, 이옥섭 박사(태평양 기술연구원)가 ‘화장

품 산업’, 오세화 박사가(화학연구원) ‘염료 산

업’, 김경재 박사(NICCA Korea)가 ‘계면활성

제 산업’, 그리고 정봉진 박사가 ‘농약산업’에 

대해 각각 국내현황과 발전 전략을 소개하는 

진지한 시간이 되었다.

산학심포지엄 Ⅱ (주제: 원적외선과 음이온

의 새로운 기술, 진행: 백우현 기획부회장)에서

는 백우현 교수(경상대)의 ‘국내 원적외선과 음

이온 응용기술’을 비롯하여 이광필 교수와 최

성호 교수(경북대)가 ‘원적외선을 이용한 상품

과 생활문화’, 정갑주 기술고문이(엠텍) ‘기능

성 섬유의 원적외선 복사효과’ 그리고 정구영 

교수(한서대) 등이 ‘인체조직에 미치는 원적외

선의 효과’의 주제를 발표하여 관련 학계와 산

업체의 가교 역할을 하였다.

산학심포지엄 Ⅲ(주제: 새로운 화학의 전개, 

진행: 김대황 산학부회장)에서는 상용화된 다

양한 최신의 분석기술 등이 소개되었다. 그 예

로 생체과학의 발전에 필수적인 분자모델링 테

크놀로지 분야의 국내 선두 벤쳐인 IDR, 미국

의 대표적인 모델링기술 기업인 액슬리스, 최

신 자동화기기를 소개한 CM Coporation, 노

벨화학상 수상자를 배출한 일본 시마쯔사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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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사인 동일 시마쯔, 미국 베리안사의 첨단 

화학기술 등이 소개하였다. 이들 기업은 자체

적으로 높은 기술 수준을 보유하여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참석자

들로서도 첨단 화학기술을 접하는 유익한 시간

이 되었다.

Ÿ 화학관련 기업 전시회

2003년도 춘계 학회의 화학관련 기업전시회는 

장소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성대한 규모로 치

루어졌다. 전시장은 발표장의 중앙에 집중 배

치되어 접근성이 좋아 학회 참석자는 물론 일

반인들 까지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COEX가 교통의 편리함과 훌륭한 전시 

부대시설 등을 갖춘 덕에 각 기업들은 데모 장

비나 제품들을 최대한 전시하여 자사의 이미지

와 첨단 제품에 대한 홍보에 열을 올렸다. 참가

자들은 화학관련 기업의 기술 수준 및 제품에 

대한 정보를 현장감 있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후원 및 참여업체는 ㈜동서라인텍교역, ㈜동

일과학, 동일시마즈, ㈜신원데이터넷, ㈜대양

과학, ㈜대웅상사, ㈜도남인스트루먼트, ㈜맥

코이교역, ㈜메카시스, ㈜성문시스텍, ㈜수림

교역, ㈜신코, ㈜썸텍비전, ㈜쎈텍, ㈜알에스

텍, ㈜열린기술컨설팅, ㈜영린기기, ㈜이우과

학교역, ㈜이하이스, ㈜인터페이스 엔지니어

링, ㈜케이오에스, ㈜켐온, ㈜파이맥스, 고려기

연, 덕산약품공업㈜, 동부한농, 마일스톤코리

아, 머크㈜, 베리안테크놀로지스코리아, 삼야

둔치요, 삼인싸이언스㈜, 석림교역, 선우영춘

광업소, 세진시아이, 씨그마알드리치코리아㈜, 

씨앤에스메디칼, 씨엠코포레이션, 엠오텍, 인

성크로마텍㈜, 자유아카데미, 제이엘사이언스

㈜, 제이오텍,  일인터내셔날, 초가집 이동식 

황토방, 케이맥㈜, 태신바이오사이언스, 태평

양기술연구원, 필사이언스㈜, 하나과학, 한국

분석기기㈜, 한국전광㈜, 한국정밀화학공업진

회, 한미약품, 한울엔지니어링, Accelrys 

Korea, nf solution, IDR, IMT(Image & 

Microscope Tech.), John Wiley & Sons, 

PSIA, science park, SK케미칼 등 63개 업체

이다.

Ÿ 초중등 교사분과 창립총회

4월 19일 춘계총회가 열린 COEX 302호에는 

60여 명의 초·중등 화학교사들이 모였다. 

2000년부터 학회의 지원을 받아 전국과학교사

지원센터를 운영하던 본부운영진을 중심으로 

준비하여 9개 지역의 지회를 갖는 대한화학회 

초중등교사분과를 창립하게 되었다. 준비위원

장인 최미화 선생님의 사회로 진행된 회의에서 

현종오(서울 성동기계공고) 교사가 분과회장으

로 선출되었다. 이어 진행된 신임회장의 임원 

인선에서 9개 지역별 모임의 장을 부회장으로 

모셨고 간사로 서인호(서울 신림고), 김홍석(서

울 성동고) 교사가 뽑혔다. 지금까지 서울 중심

으로 활동이 미미했던 중등분과가 마감되고 초

등교사를 포함한 전국적인 조직의 분과로 거듭

나게 되었다. 이밖에 본부 운영위원으로 권기섭

(서울 중산고) 교사 외 9분이 참여하게 되었다.

Ÿ 화학쇼크전

행사 전날까지도 비가 억수같이 내려 걱정이 

많았는데 4월 19일 당일은 흐리지만 비는 내

리지 않았다. 해가 나 뜨겁지도 않아 딱 좋은 

날씨. 그렇게 걱정하고 격려해준 많은 분들의 

소망이 하늘에 닿았기 때문일 거다. ‘나 화학에 

빠졌어! 2003 화학쇼크전’을 알리는 거대한 

현수막이 걸리고 아침부터 학생들이 몰렸다. 

한양대 이동과학차가 COEX 게양대 앞 광장에 

등장하고 서로 교차하며 설치된 천막이 행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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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를 알렸다. 서울의 신과람 5개팀, 인천의 인

과사 3개팀, 부천의 참과학 2개팀 등 모두 10

개팀이 어느새 도착해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도우미 학생들은 이리저리 바쁘고 뚝딱뚝딱하

더니 어느새 준비를 마쳤다. 전일제 CA때문인

지 폭주하는 학생들 때문에 본부에서는 난리

통! 미리 신청하고 늦게 오는 팀은 국물도 아니 

자리가 없었다. 오전이 후딱 지나가고 시작된 

한양대 이동 과학차의 과학쇼는 인기 만점! 그

래도 보는 것보다 챙기는 것에 익숙한 학생들

은 나누어준 키트의 쏠쏠함에 과학의 재미에 

흠씬 빠져 군침까지 흘린다. 멀리 강릉에서 10

여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온 이동준 선생님 어깨 

으쓱! 본부석 선생님들 마음이 뭉클하다. 이렇

게 들러 준 사람들은 전체 1200여명! 첫 행사

치고는 대성공이다. 이번 행사를 지원해 준 한

국과학문화재단과 한양대 청소년 과학기술진흥

센터 관계자와 대한화학회 과학대중화 특별위

원회 운영진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린다.

▶ 제92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

Ÿ 개관

일시: 2003년 10월 16~17일

장소: BEXCO(BEXCO, 부산)

발표논문: 1,232편

등록인원: 2,222명 

(정회원 769명, 학생회원 1,453명)

제92회 대한화학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는 (이

하 학회) 지난 춘계 서울 COEX에 이어 컨벤

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두 번째 학회였다. 준비

과정에서 학회 운영위측은 부산시장 등 시 관

계자를 직접 만나 협의하여 BEXCO 행사와 관

련하여 다양한 협조를 받을 수 있었다. 그 결

과, 좋은 조건으로 컨벤션홀 1, 2, 3층과 부대

시설을 모두 사용할 수 있었으며 기업 전시회

도 2, 3층 로비에서 개최할 수 있게 되어 회원

과 참여업체 양측으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그 

외에도 넓고 쾌적한 행사 공간은 지난 COEX 

학회에서 아쉬웠던 점을 해소하기에 충분하였

다. 이번 학회의 특징으로는 처음으로 실시하

는 주중 학회(목·금)라는 점과 발표논문 및 등

록인원이 사상 최대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지난 해 실시한 회원 설문 조사에서도 예견된 

바, 주 5일제 근무의 정착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주중 학회개최의 효과로는 대학 회

원은 물론 기업체 회원의 많은 참여를 들 수 

있었다. 그 외에도 넉넉한 주말 시간을 이용하

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

을 것이다. 산학심포지엄도 이번 학회의 특징

에서 빼놓을 수 없는 행사의 하나로 ‘신약개

발’, ‘원적외선과 음이온의 새로운 기술’ 및 ‘정

보전자 화학소재’라는 독립적인 세 주제로 열

려 양일간 성황을 이루었다. 이러한 시도는 언

론 등으로부터 ‘산학연이 함께하는 학회’ 그리

고 ‘대중에 다가가는 학회’의 이미지를 부각시

키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

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번 BEXCO학회는 

추후 학회개최의 모형을 일정 부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BEXCO학회가 원만하게 

끝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분들의 헌신적인 노

력의 덕분이었다. 이 장을 빌려 부산지부 (부산

대학교, 부경대학교)와 경남지부(인제대학교, 

경상대학교)의 지부장님과 교수님, 도우미 대

학원생들 그리고 부산시와 BEXCO 임직원에

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Ÿ 총회

10월 16일(목) 오후 6시에 BEXCO컨벤션홀에

서 개최된 총회에서는 최정훈 총무실무이사의 

사회로 식순에 따라 심상철 회장의 개회사가 

있었다. 대한화학회상 시상으로 화학교육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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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진보상, 중등학교화학교사상, 포스터 발표

상, 공로패 및 감사패 증정이 있었으며 이태규

학술상, KCS-Wiley젊은화학자상(가칭) 및 

Sigma-Aldrich 화학자상 수상도 있었다. 차

진순 총무부회장의 회무보고에 이어 분과회 및 

지부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였다.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 추경(안)은 차진순 

총무부회장의 설명으로 이의 없이 승인되었다. 

또한 2004년도 임원선출과 2004년도 사업계

획 및 일반·특별회계 예산(안)도 2004년 김명

수 총무부회장의 설명으로 이의 없이 승인되었

다. 총회가 끝난 후 제92회 총회의 특별리셉션

이 부산 BEXCO 컨벤션홀 3층에서 100여 명

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Ÿ 학술발표회

이번 제92회 학술발표회는 기념강연 1편, 분

과기념강연 4편, 심포지엄 110편(외국인 초청

강연 포함), 구두발표 26편, 포스터발표 1,091

편 등 총 1,232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발표

는 부산 BEXCO 컨벤션홀 101/102, 103, 

104/105, 106/107, 109/110, 201/202, 

203/204, 205, 206호실에서 진행되었으며, 

포스터발표는 컨벤션홀 3층에서 순조롭게 진

행되었다. 제92회 학술발표회에는 이태규선생 

기념강연(이태규학술상 기념강연은 서강대 진

종식교수가 Carbon-Carbon Bond 

Formation from Reactions of Iridium- 

Hydrocarbyls: Iridium-Alkynyls, -Alkenyls 

and Alkyls 주제로 강연을 함)이 있었으며 외

국 초청 연사로 카나다 McGill 대학교 화학과

에 재직 중이신 유병찬 박사와 미국 Clarkson

대학교 화학과 명예교수이신 Egon Matijevic 

박사, 일본 교토대학교에 재직 중이신 Sakae 

Uemura 교수, 일본 Tsukuba 대학교 

Takeshi Akasaka, 일본 Metropolitan 대학

교 Masahiro Yamashita, 일본 Hiroo 

Takashima께서 초청강연을 하셨다. 이밖에 

분과회 심포지엄으로 ‘디스플레이용 고분자 재

료’, ‘콜로이드 졸-겔 화학’, ‘초·중등학교 화학

교육과정의 내용 구성 방안, PC를 이용한 화학

교육’, ‘젊은 무기화학자 심포지엄’, ‘핵자기공

명분광학’, ‘김순경 교수 추모 학술심포지엄’, 

‘분석기기의 새로운 동향, 프로테오믹스(신약표

적개발을 위한 새로운 방법들)’, ‘나노유기화

학’, ‘G-단백질 짝지움 수용체의 의약화학적 

자리매김’, ‘전지 및 연료전지’, ‘효율적인 과학

교육을 위한 연구과제’, ‘상호작용이 있는 과학

수업 우수 사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Ÿ 산학심포지엄

산학심포지엄은 세 분야에 걸쳐 양일간 성대하

게 이루어져 과학대중화와 산학연이 함께하는 

학회의 취지를 잘 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산학심포지엄 I (주제: 신약개발, 진행: 이종

률 산학부회장)에서는 여재천(한국신약개발연

구조합) 국장의 ‘우리나라 신약개발의 현황과 

비젼’을 필두로 정용호(동화약품공업) 박사가 

‘간암 치료용 방사성 의약품 밀리칸주 개발’, 

조용백(SK케미칼) 박사가 ‘새로운 생약 관절염 

치료제 조인스 TM(SKI 306X) 개발’, 남두현

(LG생명과학) 박사가 ‘퀴놀론계 항균제 팩티부 

개발’, 문성환(중외제약) 박사가 ‘제3세대 

Quinolone계 항생제로써의 Q-Roxin 개발’ 

에 대하여 소개하는 진지한 시간이 되었다.

산학심포지엄 Ⅱ (주제: 원적외선과 음이온

의 새로운 기술, 진행: 백우현 기획부회장)에서

는 조대우·김종성(대림요업) 박사가 ‘기능성 

건축용 내장타일 및 제조방법’을 비롯하여 

Hiroo Takashima 7 ‘The Development 

of New Far-Infrared Radiation and 

Minus Ion Technology’, 장세홍(나조정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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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센터) 정동훈(일광테크) 박사가 ‘GDV에 

의한 원적외선 기능수의 특성 평가’, 그리고 유

길삼(삼야둔치요) 사장이 ‘전통 황토 가마를 이

용한 고효율 원적외선 복사체 제조 및 그 응용’

의 주제를 발표하여 관련 학계와 산업체의 가

교 역할을 하였다.

산학심포지엄 Ⅲ(주제: 새정보전자 화학소

재, 진행: 김대황 산학부회장)에서는 권태현

(LG Chem Research Park) 박사가 ‘From 

Research to Development High 

Performance PDP Blue Phosphor’, 박종옥

(가톨릭대) 교수가 ‘Organic Light Emitting 

Diodes의 연구 동향’, 박원서(삼성정밀화학) 

소장이 ‘한국의 IT산업 성장과 화학소재’, 도이

미, 박강호, 류광선, 최성율(한국전자통신연구

원) 박사가 ‘디스플레이, 정보저장, 2차 전지 

및 분자전자 소재’의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Ÿ 화학관련 기업 전시회

2003년도 추계학회의 화학관련 기업전시회는 

장소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치루어졌으며 전시

장은 발표장옆 로비에 배치하여 접근성이 좋아 

학회 참석자는 물론 일반인들까지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BEXCO가 교통의 

편리함과 훌륭한 전시 부대시설 등을 갖춘 덕

에 각 기업들은 데모 장비나 제품들을 최대한 

전시하여 자사의 이미지와 첨단 제품에 대한 

홍보에 열을 올렸다. 참가자들은 화학 관련 기

업의 기술 수준 및 제품에 대한 정보를 현장감 

있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후원 및 참

여업체는 ㈜거영산업, ㈜알에스텍, ㈜대웅상

사, 주동인소재산업 연구소, ㈜메카시스, ㈜)바

이텍켐스, ㈜비바젠, (㈜수림교역, 주신안에스

엔피, 주신원데이터넷, ㈜신코, ㈜에덴바이오

벽지, ㈜제이오텍, ㈜피지라이프, ㈜카프세라

바이오, ㈜피엘바이오, ㈜한국게르마늄, ㈜황

토집마을, ESCO, John Wiley & Sons 한국

지사, LG생명과학, LG화학, ㈜SECO, SK제

약, 나노정보에너지센터, 녹주맥반석, 대림요

업, 대일테크, 동명과학상사, 동일시마즈(㈜), 

동화약품, 메틀러토레도코리아, ㈜, 삼성정밀

화학, 삼성종합화학, 삼야둔치요, 세진시아이, 

솔고바이오메디칼, 씨그마알드리치코리아㈜, 

씨엘명품침대, 원우시스템, 원적외선운영위원

회, 이우과학교역, 일광테크, 자유아카데미, 재

능교육, 전국과학기술인협회, 조일인터내셔날, 

중외제약, 케이맥㈜, 코리아테크, 콤텔시스템,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한국바스프㈜, 한국신

약개발연구조합,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55개 

업체이다.

2004

(운영위원회)

▶ 2004년도 제1차 예비운영위원회 (2003.7.15)

2004년도 운영위원으로 선출된 위원들의 소개 

및 첫인사를 가졌다. 2004년도 학회 주요 운

영 방침을 정보화 및 내실화로 정하였다. 학회

의 업무 내용을 일별하고 각 부분별 위원들의 

업무 분담을 결정하였다. 2003년도에 처음 시

도한 컨벤션 센터에서의 학술발표회 개최 형식

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산학연 협동 체제

를 공고히하기 위하여 산학연 심포지엄을 강화

하기로 하였으며, 회원 증대화 방안에 관해 심

도있는 논의를 하였다. 재정자립화에 관해서 

장시간 논의하였으며 기획위원들이 다음 운영

위원회에서 그 방안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이

메일을 이용한 운영체제를 확립하였고, 각 부

분 별 위원들의 모임을 활성화하고 총무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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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를 취합하는 형식으로 학회를 운영하기

로 하는 등 실질적 운영비 절감 방안을 논의하

였다.

▶ 2004년도 제2차 예비운영위원회 (2003.11.7)

운영위원 전원이 참석하였으며 정기 운영위원

회의 날짜를 확정하는 등 2004년도 업무계획

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였다. 정보화 사업의 핵

심인 Bulletin지 온라인 투고시스템 도입을 결

정하였으며, 춘계 학술발표회 때 개최할 산학

연 심포지엄 내용을 확정하였다. 

2004년도 화학세계 주요 내용 및 발간 체계

를 결정하였다. 특히 학회 재정 안정을 위하여 

운영위원들이 그간 연구한 광고 수주 체계를 

시스템화하는 문제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며, 

2004년도 재정 확충 방안을 전년도 실적을 바

탕으로 운영진에서 조직적으로 접근하는 방안

을 마련하였다. 전경련 1차 방문 보고 등 세세

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함.

▶ 2004년도 제3차 예비운영위원회 (2003.12.4)

주요 부분별 위원들이 모여 광고 수주 확대를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3차의 방

문 결과, 제93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개최하기로 확정하였

다. Bulletin지 온라인 투고시스템의 개발비

용,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발행 경비 절감에 

관한 사항 및 학술지 구독료, 총회 참가비 등 

제반 재정문제를 검토한 후 차기 운영위원회에

서 확정하기로 하였다. 학회운영 전반에 관한 

운영계획 및 재정 확보 방안을 모두 마련하였

으며 다음 정규 운영위원회에서 방안이 승인되

는 대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 2004년도 제1차 운영위원회 (2004.1.16)

이순보 회장을 비롯하여 다수의 운영위원들이 

참석하여, 제1차 운영위원회를 2004년 1월 

16일 학회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참석자: 

이순보, 김명수, 김건, 김영만, 강한영, 윤세왕, 

조광연, 선호성, 손용근, 오창호, 유복렬, 박규

순, 신권수).

업무인수인계, 신년하례식, 학진 및 과총 사

업 결과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등에 관한 

업무 보고가 있었다. 화학겨울학교에 개최 상

황에(2004.1.4.~1.16, 충남대, 교장 조남숙 

교수) 관한 보고가 있었으며, 정기간행물 발행 

현황 등을 검토하였다. 재무 현황과 관련하여, 

학술진흥재단에서 2004년도 사업비로 2,360

만원을 수령한 과정을 검토하였으며, 지난해와 

비교하여 감소 지원된 분 2,810만원을 보충하

는 방안을 토의하였다. 광고 수주 현황을 검토

하고 확충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산학협동심포

지엄을 통한 협찬금 확대 방안도 마련하였다. 

특히 건실한 재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근검절약

하는 방향으로 학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춘계총회 장소 및 일정을 확정하고 회원 참

가 유도를 위한 이벤트 시행을 결정하였으며, 

화학쇼크전 등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화

학의 일반 대중 홍보를 위하여 포스터 제작, 관

련 홍보물 제작, 웹페이지에 원소 사랑 코너 마

련, 화학세계에 신상품 소개 코너 등을 신설하

기로 하였다. 특히 Bulletin지의 위상을 높이

기 위하여 ‘Bulletin지 온라인 투고시스템’ 개

발을 시작하였다. 이사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

토·수정·보완하였으며, 특히 2006년 IChO 국

내 개최를 위한 올림피아드 조직위원회를 특별

위원회로 구성하기로 하였다. 또한 작년에 개

정된 회장 선거 관련 세칙에 의거하여 2004년 

선거 일정 확정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조기에 

조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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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도 제2차 운영위원회 (2004.2.6)

이순보 회장을 비롯하여 다수의 운영위원들이 

참석하여, 제2차 운영위원회를 2004년 2월 6

일 학회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참석자: 이순

보, 김명수, 김 건, 곽현태, 조광연, 선호성, 정

두수, 채희권, 유복렬, 박규순, 신권수, 이창섭).

국내 및 국제학술지 사업 결과보고서 학술진

흥재단에 제출, 학술지 발행 현황 및 이사회/

위원회 개최에 관한 업무 보고가 있었다. 재무

현황 및 회원현황을 일람하였으며,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헌정 후보자 추천을 잠정적으로 

결정하였다.

춘계총회 장소 및 일정을 확인하고 회원 참

가 유도를 위한 경품 행사 등 이벤트의 세부사

항을 결정하였으며, ‘화학 쇼크전 2004’ 개최

를 위한 과학문화재단 지원신청을 추인하였다. 

춘계총회 포스터 제작, 화학회 웹 페이지 보강 

및 Bulletin지 온라인 투고시스템 개발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지부 담당 운영위원을 선

정하였으며, Bulletin지 impact factor 향상

을 위한 포상 제도를 검토하였다. 본회 수입 항

목을 점검하고 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화학세계 등 학술지 발행을 일정

에 맞추어 신속히 발행하기로 하였다. 제1회 

이사회 의결에 따른 직원 포상에 관한 내규를 

확정하였다.

▶ 2004년도 제3차 운영위원회 (2004.2.20)

제3차 운영위원회를 2004년 2월 20일 학회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학회의 재무, 회원 및 

광고 현황을 검토한 후 춘계총회 및 학술발표

회 준비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였다. 점검한 

내용은, 초록 접수현황, 총회 홍보 포스터 제

작, 화학 쇼크전 준비, 책받침형 주기율표 제

작, 초청연사 및 기조강연자 확정, 기기전시 참

가업체, 도우미 배정, 화학교육분과 특별심포

지엄 개최 등이었다. 또한 추계총회지 선정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며 이의 추진 과정을 면밀

히 검토하였다. 직원들의 장기근속 표창 내용

을 확정하였으며, 감사패 증정 대상을 확대 조

정하기로 하였다. 특히 학회 및 화학의 대중 홍

보를 위한 포스터를 별도 제작하기로 하였다. 

국제협력기금 과실금 사용에 관한 내규 제정 

및 일반화학실험 교재 개정 예부는 추후 차기 

회장단과 공동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 2004년도 제4차 운영위원회 (2004.3.5)

제4차 운영위원회를 2004년 3월 5일 학회 회

의실에서 개최하였다. 학회의 재무, 회원 및 광

고 현황을 검토한 후 춘계총회 및 학술발표회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일정 전반에 관한 검

토, 기기전시 업체 접수 상황 확인 및 추가 초

청연사 확정 등 세부적인 사항 외에, 홍보 포스

터 도안 및 문안을 확정하였으며, 산학심포지

엄 진행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확정하였

다. 2004년도 Bulletin지 impact factor 추

이를 점검하였으며, 중등화학교육개선 사업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또한 Bulletin지 영문 교

정료 소폭 인상을 의결하였다.

▶ 2004년도 제5차 운영위원회 (2004.3.19)

제5차 운영위원회를 2004년 3월 19일 학회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학회의 일반적인 업무 

보고가 있었으며, 앞으로 1개월간의 학회행사 

일정을 검토하였다. 4월 22, 23일에 개최하는 

춘계총회 및 학술발표회 준비상황을 구체적으

로 검토하였다. 일정 전반, 기기전시업체, 기조 

및 초청연사, 홍보 포스터 도안 및 협찬사, 산

학심포지엄 일정 등 주요한 행사 내역을 확정

하였다. 특기할 사항으로 명찰의 형식을 개선

하기로 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프린터 등 기자

재를 구입하기로 하였다. 진행에 관해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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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토의하였으며 다음번 운영위원회에서 확

정하기로 하였다. Bulletin지 impact factor 

향상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

였으며, 화학홍보 포스터, 중등화학교육개선 

사업 및 책받침 제작 진행사항 등에 관한 보고

가 있었다. 또한 추계총회 장소 선정과 관련된 

문제들을 긴밀히 협의하였다.

▶ 2004년도 제6차 운영위원회 (2004.4.2)

제6차 운영위원회를 2004년 4월 2일 학회 회

의실에서 개최하였다. 학회의 일반적인 업무 

보고가 있었으며, 재무 현황을 일별하고 수입 

증대를 위한 방안에 관해 논의하였다. 

4월 22~23일에 개최하는 춘계총회 및 학술

발표회 일정에 따른 구체적 진행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특히 산학심포지엄과 화학쇼크전

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실행 방안에 관해 중

점적으로 논의하였다. IChO-2006 조직위원

회 규정의 문안을 검토 확정하였으며, 화학 홍

보 포스터 제작에 관한 토의가 있었다. 학회 주

관 각종 상의 수상자 자격 기준을 Bulletin지 

발전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조정

하기로 하였다. 추계총회 및 학술발표회를 제

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하였다.

▶ 2004년도 제7차 운영위원회 (2004.4.16)

제7차 운영위원회를 2004년 4월 16일 학회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학회의 일반적인 업무 

및 재무 현황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 제93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 일정에 따른 운영위원의 

역할 분담을 확정하였으며, 진행과정을 구체적

으로 검토한 후 확정하였다. 특히 학회개최 및 

화학쇼크전에 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기로 

하였다. 제40대 회장 후보자의 순번을 결정하

였다(1번: 차진순 후보, 2번: 이 은 후보). 화학 

및 대한화학회의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화학

을 소개하는 다량의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기로 

결정하였다.

▶ 2004년도 제8차 운영위원회 (2004.5.7)

제8차 운영위원회를 2004년 5월 7일 학회 회

의실에서 개최하였다. 학회의 일반적인 업무, 

회원 황 및 재무현황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 춘

계 학회 결과 사후 점검으로 – 경비 내역 검토, 

기기전시 참여업체 의견조사 및 화학 쇼크전 

결과 보고 등이 있었다. 화학 홍보 포스터의 내

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며, 학진 관련 업무

에 관해 논의하였다. 국제협력 경비사용에 관

한 내규를 확정하고 차기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추계학회 행사에 관한 집중적인 논의

를 하였다. 행사 내용으로는 정기적으로 하던 

행사 외에 심포지엄 강화, 리쿠르트 부스 설치 

가능성 여부, 경품 및 여흥행사 실시 여부 등을 

검토하였으며 차기 운영위원회에서 그 내역을 

확정하기로 하였다.

▶ 2004년도 제9차 운영위원회 (2004.5.21)

제9차 운영위원회를 2004년 5월 21일 학회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학회의 일반적인 업

무, 회원현황 및 재무현황에 관한 보고가 있었

다. 추계학회의 행사 내역을 확정하였다. 화학 

쇼크전을 계속 개최하고, 총회 알림 포스터도 

제작하기로 하였다. 새로 시행할 행사로 나노

생명심포지엄, 리크루트 전시 및 설명회, 경품 

및 여흥 행사 등을 선정하였다. 또 부대 행사로 

동반자들을 위한 제주도 관광 등을 알선하기로 

하였다. 춘계 학회 시 개최한 화학쇼크전에 참

가한 교사 및 학생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기로 

하였다. 한국과학문화재단 주최로 7월 23~28

일 서울COEX에서 개최하는 ‘2004년 청소년 

이공계 전공 및 진로엑스포’에 적극 참여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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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회원들의 참가를 독려하기로 하였다.

▶ 2004년도 제10차 운영위원회 (2004.6.4)

제10차 운영위원회를 2004년 6월 4일 학회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학회의 일반적인 업무 

및 회원현황에 관한 보고가 있었으며, 현재까

지의 재무 현황을 검토한 결과 계획대로 모든 

일이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추계학회의 

행사 일정을 확정하였으며, 특히 산학심포지엄

에서 ‘바이오소재 화학의 현황 및 전망’ 및 ‘환

경오염물질 저감기술 개발 동향’의 두 주제를 

다루기로 하였다. 또한 이번 추계총회에서는 

그간 해오던 기기전시회를 ‘마케팅 이벤트’로 

개명하여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기업체에게 화

학 인력 리쿠르트 기회를 제공하는 ‘헤드헌팅 

이벤트’도 개최하기로 하였다. ‘헤드헌팅 이벤

트’에 관한 알림 서한을 작성하여 기업체에 배

포하였다. 한국과학문화재단 주최로 7월 

23~28일 서울 COEX에서 개최하는 ‘2004년 

청소년 이공계 전공 및 진로엑스포’의 행사 일

정, 내역 및 예산을 확정하였다.

▶ 2004년도 제11차 운영위원회 (2004.6.18)

제11차 운영위원회를 2004년 6월 18일 학회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학회의 일반 업무 및 

회원 현황에 관한 보고가 있었으며, 현재까지

의 재무 현황을 검토하였다. 추계학회 개최장

소인 제주국제컨벤션센터를 사전 답사하기로 

하였으며, 각 분과회에서 제시한 심포지엄의 

주제 및 조직책임자를 확인하였다. 또한 산학 

심포지엄의 내용을 확정하였다. ‘화학 알림이 

포스터’, ‘마케팅 이벤트’, ‘헤드헌팅 이벤트’ 

및 ‘2004년 청소년 이공계 전공 및 진로엑스

포’의 준비상황을 검토하였다. 학회 회의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회의실 관리 지침’

을 마련하였으며, 초중등 화학교육 전반에 관

한 개선 연구를 수행할 특별위원회 구성을 이

사회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 2004년도 제12차 운영위원회 (2004.7.2)

제12차 운영위원회를 2004년 7월 2일 학회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학회의 일반 업무 및 

회원현황에 관한 보고가 있었으며, 현재까지의 

재무 현황을 검토한 결과 학회재정이 초기 계

획대로 시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추계학회 

개최장소인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사전답사 결

과 보고가 있었으며, 총회에 관한 세부사항을 

결정하였다. ‘2004년 청소년 이공계 전공 및 

진로 엑스포’에서 전시할 내용을 확정 하였다. 

Bulletin지 impact factor 변동상황을 확인하

였으며, 온라인 투고 시스템 개발에 관한 중간 

점검이 있었다. 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화학 포스터 그리기 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

하였다.

▶ 2004년도 제13차 운영위원회 (2004.7.16)

제13차 운영위 원회를 2004년 7월 16일 학회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학회의 일반 업무, 회

원 현황 및 재무 현황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 

추계학회 세부 일정을 확정하였다. 마케팅 및 

헤드헌팅 이벤트의 준비상황을 점검하였으며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추계학

회 언론 홍보에 관한 문제를 협의하였다. 

2004년 청소년 이공계 전공 및 진로엑스포

는 준비를 완료하였으며 널리 홍보하기로 하였

다. Bulletin지 온라인 투고시스템 개발현황을 

점검하였다. 2006년을 과학기술부가 ‘화학의 

해’로 지정해 줄 수 있도록 사업계획 등을 마련

하여 제출하기로 하였다.

▶ 2004년도 제14차 운영위원회 (2004.8.6)

제14차 운영위원회를 2004년 8월 6일 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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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학회의 일반적인 업무 

및 재무 현황에 관한 검토가 있었다. 추계학회 

준비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 즉 항공 및 숙박 

예약, 헤드헌팅 이벤트, 화학 쇼크전 등에 관한 

세부적인 토의를 하였다. 외부 학술상에 회원

을 추천하였으며, 화학포스터 그리기 대회 및 

화학의 해 제정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학회상 

규정 등을 보완하기로 하였으며, “2004년 청

소년 이공계 전공 및 진로안내 엑스포, 결과 보

고가 있었다.

▶ 2004년도 제15차 운영위원회 (2004.8.20)

제15차 운영위원회를 2004년 8월 20일 학회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학회의 일반적인 업무 

및 화학세계 광고 현황에 관한 검토가 있었다. 

추계학회 준비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 즉 항

공 및 숙박 예약, 헤드헌팅 이벤트, 화학 쇼크

전, 상패 제작, 기기전시 업체 유치, 산학심포

지엄, 대외 홍보 등에 관한 세부적인 토의를 하

였다. 화학 알림이 포스터 제작 상황과 화학포

스터 그리기 대회 진척 상황을 점검하였다. 이

태규 학술상을 포함하여 학회상 수상 자격 규

정 등을 보완하기로 하였으며, ‘2006년 화학

의 해’ 제정을 요청하는 과학기술부에 보낼 공

문을 확정하였다.

▶ 2004년도 제16차 운영위원회 (2004.9.3)

제16차 운영위원회를 2004년 9월 3일 학회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학회의 일반적인 업무 

및 재무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 특히 화학세계 

광고 현황에 관한 검토가 있었으며 운영위원 

전원이 광고 유치에 좀 더 노력하기로 하였다. 

추계학회 준비와 관련하여 화학 쇼크전, 언론 

홍보 등 한 두가지를 제외한 모든 세부사항을 

결정하였다. 추계총회 안내 포스터를 제작하기

로 하였으며, 지난 1년간 학회에서 수행한 주

요 사업을 학회 기간 동안 전시하기로 하였다. 

Bulletin지 온라인 투고 시스템 시연회를 가졌

으며, 가능한 한 금년 12월 중으로 개통하기로 

하였다.

▶ 2004년도 제17차 운영위원회 (2004.9.17)

제17차 운영위원회를 2004년 9월 17일 학회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학회의 일반적인 업무 

및 재무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 특히 광고 미수

금 확보에 관한 간단한 논의가 있었다. 추계학

회 준비와 관련하여 안내 포스터, 화학쇼크전 

일정, 마케팅 참여업체, 헤드헌팅 참여업체 등

을 모두 확정하였으며, 대 언론 홍보 자료를 마

련하였다. 화학 알림이 포스터에 관한 마지막 

점검을 하였으며, 추계총회 전에 발간하기로 

하였다. 또한 제4회 이사회에 승인 요청할, 추

계학회 관련 감사패 증정 대상자, 공로패 증정 

대상자 및 한국화학관련학회 연합회 회장 후보

자 등을 결정하였다.

▶ 2004년도 제18차 운영위원회 (2004.10.1)

제18차 운영위원회를 2004년 10월 1일 학회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학회의 일반적인 업무 

및 재무에 관한 보고가 있었으며 재무상황이 

양호함을 확인하였다. 추계학회의 세부일정을 

단계별로 확정하였으며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언론 보도 자료 내

용을 확정하였으며, 조만간 언론기관에 발송하

기로 하였다. 추계학회 홍보 포스터를 제작 완

료하였다. 화학 알림이 포스터의 내용을 최종 

결정하였으며, 다음 주에 인쇄 및 배포하기로 

하였다. 또한 학회 홈페이지에 원소사랑 코너

를 게재하기로 하였다.

▶ 2004년도 제19차 운영위원회 (2004.10.15)

제19차 운영위원회를 2004년 10월 15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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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학회의 일반적인 

업무 및 재무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 추계학회 

준비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검토하고 준비를 마

쳤다. 특히 헤드헌팅 상세 정보 배포 완료, 언

론기관 접촉 완료, 산학심포지엄 준비 완료, 알

림이 포스터 제작 및 배포 완료, 원소 사랑 코

너 홈페이지 게재 완료, 업적 홍보 포스터 제작 

완료, 화학 포스터 그리기 대회 심사 완료 등 

주요 업무를 모두 완료하였음을 확인하였다.

▶ 2004년도 제20차 운영위원회 (2004.11.5)

제20차 운영위원회를 2004년 11월 5일 학회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학회의 일반적인 업무 

및 재무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 특히 재무 상황

을 자세히 점검하였으며, 미수금 확보에 노력

하기로 하였다. 추계학회 및 화학쇼크전 결과

에 관한 검토가 있었다. 화학 알림이 포스터를 

학교 등 화학 유관기관에서 비상업적으로 이용

하고자 할 때, 원제작자인 대한화학회를 명시

하는 조건으로 그 사용을 허가하기로 결정하였

다. John Wiley의 새로운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화

학회의 판촉활동을 통하여 대한화학회 회원이 

Wiley의 출판물을 구입할 시, Wiley에서는 판

매가에서 10% 할인을 해 주며 동시에 판매가

의 5%를 대한화학회에 기부한다. 대한화학회

에서는 화학세계에 1년에 4번 Wiley 광고를 

게재해 준다.

▶ 2004년도 제21차 운영위원회 (2004.11.19)

실질적으로 2004년도 마지막 운영위원회인 제

21차 운영위원회를 11월 19일 대전 유성에서 

개최하였다. 학회의 일반적인 업무 및 재무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 특히 재무 상황 중 수입 

부분을 마무리 하였으며, 지난 1년간 수지를 

검토한 결과 재정상태가 양호함을 확인하였다. 

Bulletin지 편집위원회 결과보고 및 국제편

집위원 2명을 추가로 학술위원회에 승인 요청

하기로 하였다. 초중등 화학포스터 그리기 대

회 입상작의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

련하였다. 본회나 분과회에서 학회 목적에 맞

게 포스터 파일을 사용할 경우 자유로이 사용

할 수 있으나, 외부에서 파일을 요청하는 경우

에는 그 용도를 파악한 후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다음 해 운영진에게 이관

하는 업무 일람을 작성하기로 하였다.

(학술발표회)

▶ 제93회 학술발표회, 총회 및 기기전시회

Ÿ 개관

일시: 2004년 4월 22~23일

장소: 서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관

발표논문: 1,152편

등록인원: 2,231명 

(정회원 869명, 학생회원 1,362명)

제93회 대한화학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는(이

하 학회) 작년도에 이어 학교가 아닌 서울 여의

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되는 학회였다. 준비과

정에서 학회 운영위측은 전경련회관 관계자를 

직접 만나 협의하여 전경련회장 행사와 관련하

여 다양한 협조를 받을 수 있었다. 그 결과, 좋

은 조건으로 전경련회관 3층과 1층 접수처 등 

부대시설을 모두 사용할 수 있었으며 기업 전

시회도 국제회의실 로비와 대회의실에서 학생

들의 포스터 발표와 병행하여 많은 회원들이 

포스터발표와 동시에 기기전시 업체를 방문할 

수 있어 기기전시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 그러나 일부 아쉬웠던 점은 3

층만 사용을 하다 보니 휴식공간이 적어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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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불편함을 겪기도 하였다. 이번 학회의 특

징으로는 주중 학회(목·금)라는 점과 발표논문 

및 등록 인원이 사상 최대라는 점 또한 기기전

시와 포스터발표를 병행한 점을 들 수 있다. 이

는 지난 해 실시한 기기전시 업체의 설문조사

에서도 예견된 바, 주 5일제 근무의 정착과 무

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주중 학회개최의 효

과로는 대학 회원은 물론 기업체 회원의 많은 

참여를 들 수 있었다. 그 외에도 넉넉한 주말 

시간을 이용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산학심포지엄도 이번 

학회의 특징에서 빼놓을 수 없는 행사의 하나

로 ‘최첨단 정보 디스플레이의 현황과 전망’, 

및 ‘나노 기술의 발전과 미래라는 독집적인 세 

주제로 열려 양일간 성황을 이루었다. 이러한 

시도는 언론 등으로부터 “산학연이 함께하는 

학회” 그리고 “대중에 다가가는 학회”의 이미

지를 부각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무엇보다 전경련회관에서 학회가 원만

하게 끝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분들의 헌신적

인 노력의 덕분이었다. 이 장을 빌려 성균관대

학교 도우미 대학원생들 그리고 전경련 회관의 

임직원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Ÿ 총회

4월 22일(목) 오후 6시에 전경련회관 국제회

의실에서 개최된 총회에서는 손용근 기획 실무

이사의 사회로 식순에 따라 이순보 회장의 개

회사가 있었다. 대한화학회상 시상으로 공로

상, 학술상, 우수논문상, 학술진보상, 교육진보

상, 포스터발표상, 공로패 및 감사패 증정이 있

었다(자료 참조). 김명수 부회장의 회무보고에 

이어 분과회 및 지부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였다.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안)은 2003년도 차진순 부회장의 설명으로 

이의 없이 승인되었다. 총회가 끝난 후 제93회 

총회의 특별리셉션이 전경련회관 20층 난초홀

에서 김시중 전 과기부 장관 등 100여명이 참

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Ÿ 학술발표회

이번 제93회 학술발표회는 기조강연 1편, 기

념강연 2편, 분과기념강연 2편, 심포지엄 127

편(외국인 초청강연 포함), 구두발표 44편, 포

스터발표 976편 등 총 1,152편의 논문이 발표

되었다. 발표는 국제회의실, 제1~4회의실, 특

1~2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포스터발표는 

국제회의실 로비, 제1회의실, 제3~4회의실 로

비, 대회의실에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기조

강연으로는 동진쎄미켐의 이부섭 회장께서 ‘미

래 성장 산업에서의 기초 화학의 역할은 무엇

인가”를 주제로 한국과학상 수상 기념강연은 

포항공대 김광수 교수가 “Clusters to 

Nanomaterials and Molecular Devices: 

Theoretical EXPOration”이란 제목으로 수

상 기념을 하였다. 또한 학술상 기념강연은 연

세대 전철호 교수가 “배위리간드 촉매를 이용

한 탄소-수소 및 탄소-탄소 결합 끊음 반응과 

재사용촉매로의 응용”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그리고 각 분과의 심포지엄에서는 고분자분

과 Ⅰ: 광감응성 고분자 소재 및 소자, 고분자

분과 Ⅱ: 고분자 신합성법, 광전기화학 및 태양

에너지 변환, 나노복합소재 및 양자특성, 무기

화학분과 Ⅲ: 전이금속 촉매화학, 분석기술의 

새로운 동향 및 도전, 산학심포지엄Ⅰ: 최첨단 

정보 디스플레이의 현황과 전망, 산학심포지엄 

Ⅱ: 나노기술의 발전과 미래, 생물학적 미량분

석, 신약개발을 위한 가상 스크리닝, 유기화학

분과 Ⅰ: 구기능성 유기분자, 유기화학분과 Ⅱ: 

유기반응에서의 입체선택성, 전원소자 전극 물

질, 창의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초중등 과학 수

업의 실제, 청정화학, 화학교육분과 Ⅰ: 화학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화학교육분과 Ⅱ: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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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실험의 현황과 개선 방안 등이 주제로 발

표되었다. 

Ÿ 산학심포지엄

산학심포지엄은 두 분야에 걸쳐 양일간 성대하

게 이루어져 과학 대중화와 산학연이 함께하는 

학회의 취지를 잘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산학심포지엄 Ⅰ(주제: 최첨단 정보 디스플

레이의 현황과 전망, 진행: 김영만 산학부회장

과 김영관 교수)에서는 소회섭 박사(LG 

Philips LCD)의 “TFT-LCD의 현황과 전망”

을 필두로 김용석 교수(홍익대학교)가 “PDP의 

개발현황과 발전 전망”, 정호균 박사(삼성 

SDI)가 “AMOLED Technology Status & 

Future Development”, 김종민 박사(삼성종

합기술원)가 “FED의 현황과 전망”, 권순기 교

수가(경상대학교) “유기 EL재료의 개발 동향”

에 대해 각각 국내현황과 발전 전략을 소개하

는 진지한 시간이 되었다. 

산학심포지엄 Ⅱ (주제: 나노기술의 발전과 

미래, 진행: 김영만 산학부회장과 이해원 교수)

에서는 남효진 박사의 “LG전자의 나노연구”를 

비롯하여 허남 박사(삼성종합기술원)가 “DNA 

Chip technology in diabetes: Detection 

of HNF1α Mutations and Potential 

Diagnostic Applications”, 장이섭 박사(태

평양기술연구원)가 Nanotechnology in 

cosmetic industry”, 유재은 박사(일진나노

텍)가 “The Industrial Developments of 

Carbon Nanotubes”, 장준근 교수(서울대학

교)가 “Nanofluidic Application in 

Biotechnology”, 박강호 박사(ETRI)가 “나노 

기술을 이용한 고밀도 정보 저장 기술”, 성명

모 교수(국민대학교)가 “Soft Lithographic 

Methods for Micro/Nanofabrication”의 

주제를 발표하여 관련 학계와 산업체의 가교 

역할을 하였다. 

Ÿ 화학관련 기업 전시회

2004년도 춘계 학회의 화학관련 기업전시회는 

학생들의 포스터발표회와 병행하여 많은 회원

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경품을 

준비하여 많은 회원들이 반드시 기기전시 업체

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경품을 준

비하여 많은 회원들이 반드시 기기전시 업체를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각 기업들은 데

모 장비나 제품들을 최대한 전시하여 자사의 

이미지와 첨단 제품에 대한 홍보에 열을 올렸

다. 참가자들은 화학관련 기업의 기술 수준 및 

제품에 대한 정보를 현장감 있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후원 및 참여업체는 (유)워터스

코리아, ㈜남경, ㈜대웅상사, ㈜대일테크, ㈜도

남인스트루먼트, ㈜디엔에프솔루션, ㈜마텍무

역, ㈜메카시스, ㈜수림교역, ㈜알에스텍, ㈜웅

기과학, ㈜유로사이언스, ㈜이우과학교역, ㈜

인터페이스 엔지니어링, Accelrys Korea, 

CAS한국대표사무소 ㈜신원데이터넷, ESCO 

Corporation, ETRI, John Wiley & Sons 한

국지사, LG Philips LCD, LG생명과학, LG전

자, LG화학, PSIA, SK케미칼, 대양과학㈜, 동

명과학상사, 동영과학㈜, 동일시마즈, 머크㈜, 

비엔비상사, 삼성SDI, 삼성종합기술원, 삼인싸

이언스㈜, 인성크로마텍, 일진나노텍㈜, 자유

아카데미, 제이디텍, 코리아레이저트로닉스, 

큐빅레이저시스템, 태평양기술 연구원, 한국과

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다이오넥스㈜, 한울엔지니어링 등 48개 

업체이다. 

Ÿ 화학쇼크전 2004

대한화학회에서 주관하는 화학대중화 사업 중

에 하나인 ‘화학쇼크전’이 작년 COEX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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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열린데 이어, 지난 4월 23일 여의도공원

에서 두 번째 행사로 개최되었다. 이번 화학쇼

크전은 한국과학문화재단의 후원을 받아, 참과

학, 한양대학교 청소년과학기술진흥센터, 신과

람(신나는 과학을 만드는 사람들), 인과사(인천 

과학사랑 모임)의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준비하

였다. 인천도화기계공고의 이주희 선생님과 학

생들이 준비한 ‘에너지 볼’ 실험 등 총 10개의 

화학 체험 부스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

지 열렸으며, 참가한 많은 사람들이 신기하고 

재미있는 화학실험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

다. 그리고 오후 1시부터 2시 30분까지는 한

양대학교 청소년과학기술진흥센터에서 준비한 

‘쇼킹 화학쇼’ 특별 프로그램이 열려, ‘스스로 

타는 불꽃’ 등 흥미로운 화학 데모 시연으로 진

행되었다. 올해 열린 ‘화학쇼크전’은 작년 

COEX몰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행사 규모와 

내용 그리고 운용면에서 보다 짜임새 있는 모

습을 보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 행사가 

금요일, 여의도공원에서 개최되어 작년 토요

일, COEX몰에서 열린 행사처럼 많은 사람들

이 행사에 함께 하지 못하였던 점이 정말 아쉽

게 느껴졌다. 여의도공원에서 우연히라도 ‘화

학쇼크전’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멋있고 친근한 

화학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열심히 준비해 주신 선생님들과 학생 등, 최정

훈 교수님을 비롯한 한양대학교 청소년과학기

술진흥센터 관계자 분들, 그리고 과학문화재단

의 후원으로 두 번째 ‘화학쇼크전’의 행사를 성

공적으로 치룰 수 있었다. 

▶ 제94회 학술발표회, 총회 및 기기전시회

Ÿ 개관

일시: 2004년 10월 21~22일(목·금)

장소: 제주국제컨벤션센터 (ICC Jeju) 190

발표논문: 1,295편

등록인원: 2,057명 

(정회원 836명, 학생회원 1,221명)

제94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는(이하 학회)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준비과정에

서 학회 운영위원회는 작년부터 제주대학교 총

장, 제주도지사, 서귀포시장 및 제주국제컨벤

션센터 관계자를 직접 만나 협의하여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행사와 관련하여 다양한 협조를 받

을 수 있었다. 그 결과, 좋은 조건으로 제주국

제컨벤션센터의 회의실과 부대시설을 모두 사

용할 수 있었으며, 이번 학회 때 처음으로 시도

한 헤드헌팅 이벤트와 마케팅 이벤트를 이벤트

홀에서 포스터 발표와 병행하여 개최하였다. 

포스터 발표와 같은 장소에서 병행하였기에 많

은 회원들이 헤드헌팅 업체 및 기기전시 업체

를 방문할 수 있어서 행사에 참여한 업체로부

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이번 학회의 특징으로는 

주중 학회(목·금)라는 점과 발표논문 및 추계

학회 등록인원이 사상 최대라는 점, 제주도에

서 학회를 개최하여 학술발표회뿐만 아니라 관

광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여 주었

다는 점, 학술발표회 사상 처음으로 헤드헌팅 

업체가 참여하여 회원들에게 실제적으로 필요

한 채용관련 기회를 제공하여 주었다는 점이며 

또한 2002년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다나카 코

이치선생께서 기조강연을 한 점이다. 주중 학

회개최의 효과로는 대학 회원은 물론 기업체 

회원의 많은 참여를 들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친교 시간을 마련하여 음료와 다과를 들면서 

회원 간에 친목을 다지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산학심포지엄도 이번 학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행사의 하나로 ‘바이오소재 화학의 현황 및 전

망’, ‘21세기 ET기술 현황과 전망’ 및 ‘나노바

이오융합을 이용한 단일생체분자/세포 분석제

어 기술’이라는 독립적인 세 주제로 열려 양일

간 성황을 이루었다. 이러한 시도는 언론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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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산학연이 함께하는 학회’ 그리고 ‘대중

에 다가가는 학회’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2002

년도에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다나카 코이치선

생의 기조강연장에는 많은 회원뿐만 아니라 다

수의 신문기자가 참여를 하여 600명 이상이 

들어가는 발표장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

다. 무엇보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학회가 

원만하게 끝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분들의 헌

신적인 노력의 덕분이었다. 이 장을 빌려 제주

대학교 교수님, 제주대학교 도우미 대학원생 

및 학생들 그리고 제주 컨벤션센터의 임직원에

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Ÿ 총회

10월 21일(목) 오전 10시에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 삼다홀에서 개최된 총회에서는 손용근 기

획실무이사의 사회로 식순에 따라 이순보 회장

의 개회사가 있었다. 제주대학교의 부만근 총

장께서 환영사를 해주셨으며 김태환 제주도시

사의 축사가 있었다. 시상으로는 학술진보상, 

기술진보사상, Sigma-Aldrich 화학자상이 있

었으며 공로패 및 감사패 증정이 있었다. 김명

수 부회장의 회무보고에 이어 분과회 및 지부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였다. 2004년

도 일반, 특별회계 결산(안)은 2004년도 김명

수 부회장의 설명으로 이의 없이 승인되었다. 

또한 2005년도 임원 선출과 2005년도 사업계

획 및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도 2005년 신국

조 회장의 설명으로 이의 없이 승인되었다.

Ÿ 학술발표회

이번 제94회 학술발표회는 기조강연 1편, 기

념강연 1편, 분과기념강연 2편, 심포지엄 102

편(외국인 초청강연 포함), 구두발표 37편, 포

스터발표 1,152편 등 총 1,295편의 논문이 발

표되었다. 발표는 3층의 한라홀 A, B, 삼다홀 

A, B, 301, 302, 303호실, 4층의 401, 402 

A, B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포스터발표는 1

층의 이벤트홀에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기조

강연으로는 다나카 코이치(2002년 노벨화학상 

수상자) 선생께서 ‘The Origin and the 

Future of Macromolecule Ionization by 

Laser Irradiation’이란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

으며, 이태규 학술상 기념강연으로는 한국과학

기술원의 이윤섭 교수가 ‘Spin-Orbit Effects 

on the Potential Energy Surfaces of the 

Ground States’이란 제목으로 수상 기념 강

연을 하였다. 그리고 각 분과의 심포지엄에서

는 고분자화학분과: 초분자 구조체의 제조 및 

특성, 공업화학분과: 연료전지의 현황과 전망, 

물리화학분과: 분자구조와 화학동력학, 분석화

학분과:새로운 분석기술의 현황 및 전망, 산학

심포지엄 1: 바이오소재 화학의 현황 및 전망, 

산학심포지엄 II: 21세기 ET기술, 산학심포지

엄 III: 나노바이오융합을 이용한 단일생체분

자/세포 분석제어기술, 유기화학분과: 새로운 

합성방법론과 천연물의 합성, 유기-의약화학

분과 공동: 생유기분자, 의약화학분과: 국내 신

약개발 연구동향, 재료화학분과: 재료화학과 

방사선 기술, 전기화학분과: 생전기화학, 화학

교육분과 I: 화학과 화학자의 사회적 역할, 화

학교육분과 II: 초중등 교사 양성을 위한 화학 

교육 등이 주제로 발표되었다.

Ÿ 산학심포지엄

산학심포지엄은 세 분야에 걸쳐 양일간 성대하

게 이루어져 과학대중화와 산학연이 함께하는 

학회의 취지를 잘 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산학심포지엄 I (주제: 바이오소재 화학의 현

황 및 전망, 진행: 김영만 산학부회장, 이종률

박사 및 금삼록 교수)에서는 P. Aschwan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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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스위스 SF Chem)가 ‘SF Chem 회사 소

개 및 정밀화학의 전망’을 필두로 한금수 소장

(대상 연구소)이 ‘발효산업의 현황과 전망’, 강

재훈 이사(일동제약)가 ‘난치성 박테리아 감염

증 치료제 개발동향 및 전망’, 한창규 이사(한

국콜마)가 ‘바이오 소재 및 이를 이용한 화장품

의 개발동향’, 윤인선 전무(SK Chemical)가 

‘국내외 시약산업의 동향 및 SK케미칼의 역할’

에 대해 소개하는 진지한 시간이 되었다.

산학심포지엄 Ⅱ (주제: 21세기 ET기술 현

황과 전망, 진행: 김영만 산학부회장, 유재천 

과장)에서는 전양근 박사(환경시설관리공사)가 

‘중소규모 정수처리기술’, 박종환 부장(환경관

리공단 기술평가팀)이 ‘국내 환경신기술발전 

방향’, 정복석 부장(포스코건설 환경기술팀)이 

‘고로방식의 직접 열분해 용융기술’, 김인수 교

수(광주과학기술원)이 ‘첨단 대체 수자원 확보

기술’, 이규용 실장(환경부 기획관리실)이 ‘지

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정책’, 박상도 사업

단장(KIER)이 ‘지구온난화 대응 이산화탄소 

저감 및 처리기술’의 주제를 발표하였다.

산학심포지엄 Ⅲ (주제: 나노바이오융합을 이용

한 단일 생체분자/세포 분석제어 기술, 진행: 김

영만 산학부회장, 문대원 박사 및 박준원 교수)에

서는 박준원 교수(포항공대)가 ‘A Mesospaced 

Surface for DNA-Microarray and Other 

Applications’, 윤완수박사(한국표준과학연구

원)가 ‘Nanodevices for the detection of 

biological molecules’, 정택동 교수(성신여

대)가 ‘One Step Forward to Automatic 

Single Cell Manipulation on Microfluidic 

Chip; Polyelectrolytic Salt-bridge 

Technique for Cytometry’, KAIST)가 

‘Pattern Generation of Cells by 

Microcontact Printing’, 정세채 박사(한국표

준과학연구원)가 ‘Application of 

Femtosecond Laser Micromachining to 

NanoBio Technology’, 신승구 교수(포항공

대)가 ‘형광 양자점을 이용한 생체분자 및 세포 

분석기술 개발’, 이태걸 박사(한국표준과학연

구원)가 ‘NanoBio-SIMS Applications for 

Molecular Chemical Mapping’, 서영덕 박

사(한국화학연구원)가 ‘Nano Raman: A 

New Tool for Molecular Chemical Nano 

Analysis’, 이민영 교수(이화여대)가 ‘Single 

cell imaging by single molecule de-

tection sensitivity’,  김대식 교수(서울대)가 

‘Direct Observation of Dynamic 

Properties of Telomeric G-quadruplex 

by Single Molecule FRET’의 주제로 발표하

여 관련 학계와 산업체의 가교 역할을 하였다. 

Ÿ 헤드헌팅 및 화학관련 기업 전시회

2004년도 추계학회의 화학관련 헤드헌팅 및 

기업전시회는 학생들의 포스터발표회와 병행

하여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

며 또한 경품을 준비하여 많은 회원들이 반드

시 기기전시 업체를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

였다. 각 기업들은 데모 장비나 제품들을 최대

한 전시하여 자사의 이미지와 첨단 제품에 대

한 홍보에 열을 올렸으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헤드헌팅에는 많은 회원들이 

채용을 위하여 참여한 업체에 가서 상담을 하

였으며 참여 업체 또한 화학분야의 고급인력을 

리크루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참가자들은 

화학관련 기업의 기술수준 및 제품에 대한 정

보를 현장감 있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

며 헤드헌팅에 참여한 업체에 직접적으로 취업

에 대한 상담을 함으로써 폭 넓은 채용의 장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 이러한 헤드

헌팅 업체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본 학회의 

행사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



2. 연도별 주요 회무  149

회와 업체, 회원간의 상호 협조가 있어야 하겠

다. 이번 학술발표회에 후원 및 참여한 업체는 

㈜남경,㈜대양과학, ㈜디엔에프솔루션, ㈜맥코

이교역, ㈜수림교역, ㈜신코, ㈜알에스텍, ㈜유

로사이언스, ㈜이우과학교역, ㈜인터페이스 엔

지니어링, 금강고려화학, 기인첨단환경기술㈜, 

대상, 동우화인켐㈜, 동일시마즈㈜, 랩프런티

어, 메틀러 토레도 코리아, 삼성전자㈜, 삼성코

닝정밀유리, 산업기술시험원, 삼양사, 삼육식

품, 선일아이라, 세진시아이, 송지산업, 씨그마

알드리치코리아㈜, 아메스㈜, 엘스비어 코리

아, 영인과학, 원우시스템, 유나켐상사, 인성크

로마텍, 일동제약, 자유아카데미, 제일모직, 포

스코건설, 한국기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다이오넥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환경

관리공단, 한국차폐기술, CAS 한국대표사무

소, John Wiley, KMAC, KNJ엔지니어링㈜, 

LG생명과학, LG화학, LG화학기술연구원, SK

케미칼 등 49개 업체이다. 업체의 집계에 의하

면 기기전시회에는 각 업체당 평균 400명

(120~600명) 정도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기업설명회에는 학생들이 참석이 30명에서 

100명 사이로 차이가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

나, 앞으로 이 행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는 다른 발표시간과의 중복을 피해가도록 고려

해야 될 것이다.

Ÿ 쇼킹 화학쇼

대한화학회의 주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쇼

킹 화학쇼’라는 주제로 제주 한라체육관 야외

광장에서 2004년 10월 30일부터 이틀간 진행

되었으며, 한국과학문화재단의 후원을 받아 한

양대학교 청소년과학기술진흥센터에서 진행을 

하였다. ‘쇼킹 화학쇼’라는 제목으로 선보인 이

번 화학쇼는 이동화학차를 주 무대로 매일 1

회, 한 시간여에 걸쳐서 진행되었는데 ‘색변화

의 세계’, ‘고분자의 세계’, ‘다양한 로켓의 세

계’, ‘녹말의 비밀’, ‘눈폭탄’ 등 다양한 주제의 

데모 실험으로 화학을 보다 쉽고, 흥미 있게 구

성하여 관객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또한 화

학쇼 외에 4개의 체험부스가 운영되었는데, 그

중 2개는 실험체험부스로 ‘고체인가요? 액체인

가요?’, ‘나만의 액자 만들기’란 주제로 운영되

었으며, 2개는 첨단과학체험부스로 ‘신소재의 

세계’, ‘장난감 속의 과학’이란 주제로 운영되

었다. 실험부스 중 고체인가요? 액체인가요? 

부스에서는 유변학(Rheology)에 대한 학생과 

대중의 손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시범적으로 보여 주고 실제로 

학생들에게 ‘흘러내리는 액체 만들기’ 외에 ‘탱

탱볼’을 만드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또한, ‘나

만의 액자 만들기’ 부스에서는 알루미늄의 산

화 환원 반응을 이용한 천연 염료의 염색으로 

자신만의 개성 있는 액자를 만드는 실험을 진

행하였다. 첨단과학체험부스 중 ‘신소재의 세

계’ 부스에서는 액정이나 빛 감응 소재, 초전도

체, 형상합금, 광섬유 등이 소개되었고, ‘장난

감 속의 과학’ 부스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장

난감들 속에 감추어진 과학의 원리에 대해 소

개하였다. 각 부스들은 학생 및 교사, 일반인들 

모두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소재로 관심을 유

도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

였으며, 무엇보다 일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소재를 활용해 화학이 우리 생활 속 어디에서

나 활용 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 화학의 대

중화에 이바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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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운영위원회)

▶ 2005년도 제1차 예비운영위원회 (2004.10.4)

2005년도 운영위원으로 선출된 회원들의 상견

례를 가졌다. 2005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논의

하고 각 부문별 부회장 및 실무이사들의 업무 

분장을 논의하였다. 내년도에는 화학 분야 연

구 및 개발 분위기 활성화를 위해 화학세계 연

구실 소개 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 

2005년도 춘/추계학회는 대학에서 개최하기

로 의견을 모았으며, 춘계 및 추계학회 장소로 

인하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를 결정

하였다.

▶ 2005년도 제2차 예비운영위원회 (2004.11.1)

2005년도 화학세계 편집 방향을 결정하고 상

임편집위원을 위촉하였다. 화학세계 연구실 소

개 대상으로 대학과 연구소뿐만 아니라 기업체 

연구실도 적극 섭외하기로 하였으며, 2006년

도 1/4분기 중에 2005년도에 게재된 연구실 

소개 내용을 단행본으로 출간하여 화학회 회원 

및 전국의 대학과 연구소 그리고 유관 기관 및 

단체에 배포하기로 하였다. ‘화학의 해’ 준비위

원회 발족을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신국조 차기 

회장이 동 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촉하기로 하였

다. 2005년 1월에 발간 예정인 표준일반화학

실험 제6개정판의 홍보에 적극 노력하기로 하

였다. 2005년도 춘계 학회의 특별심포지엄을 

기획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기로 하였으

며, 특히 산학협동 심포지엄 확대를 적극 추진

하기로 하였다. 2005년 개최 예정인 ASCHEM 

지원 예산 확보 방안 및 학술진흥 재단의 

Bulletin 지 심사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 2005년도 제3차 예비운영위원회 (2004.11.29)

Buletin지 web submission 시연회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web submission이 조속히 

기반을 잡도록 회원 등록을 적극 독려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한 추후 관리 및 영문 보완 등

은 정보화 사업위원회에서 담당하기로 하였다. 

2005년도의 주요 사업으로서 회원관리 프로

그램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2006년으로 예정

된 ‘화학의 해’ 준비위원장으로 고려대 진정일 

교수를 위촉하고 2005년 초반에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하였다. 학회 홈페이지 활성화 방

안으로서 기업의 배너 광고 적극 유치, 구인/

구직 기능 강화, 화학관련 업체 링크 등을 추진

하기로 하였다. 2005년도에 분야별 최우수 박

사학위 논문상을 제정하기로 하였으며 이와 관

련한 구체적 규정 제정을 학술위원회에 요청하

기로 하였다.

▶ 2005년도 제1차 운영위원회 (2005.1.4)

2005년도 첫 공식 운영위원회로서 신국조 회

장님의 신년인사가 있었다. 춘계 학회 인하대

에서는 놀이방을 운영하여 회원들의 편의를 도

모하기로 하였고, 콘서트와 페스티발 행사 등 

회원들의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

하기로 하였다. 대한민국 과학 축전 이공계청

소년진로엑스포, 화학쇼크전 화학포스터전 등 

화학 홍보를 위한 행사를 학회차원에서 적극지

원하기로 하였다. 작년에 제작한 화학알림이 

포스터도 추가 제작하여 서울지역의 모든 대학

에 배포하고, 초중고 학교에도 보내는 것을 적

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최우수 박사학위 논문

상을 새로 제정하여 국내 박사학위 학생들의 

의욕을 고취시키기로 하였으며, 관련 규정안을 

만들어 학술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2005년도 주요사업으로 정보화 관련하여 학

회지의 web submission 을 보완하고, 화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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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

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업무 

보조인력을 충원하기로 하였다.

▶ 2005년도 제2차 운영위원회 (2005.1.17)

학진 2004년도 국내학술지 및 국제학술지 지

원금 결과보고서와 과총 2004년도 사업실적 

및 2005년도 학회학술활동사업계획서 제출 자

료 준비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춘계 학회 장소

인 인하대학교 사전방문에 대한 보고와 놀이방

과 콘서트 및 페스티발 행사 준비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분과 간사회의에서 확정된 춘

계 학회 발표장 및 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

며, 이번 춘계 학회에서는 기조강연을 없애고 

분과 심포지엄들을 더욱 활성화하여 운영하기

로 하였다. ㈜사이언스21에서 춘계 학회 기기

전시 대행을 제안한 것에 대하여 관련 협약서

를 검토하고 화학회의 의견이 반영되는 방향으

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정보화사업위 구성 및 

계획보고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및 인력 지원을 하기로 하였다. 분과 홈페이지

용 서버 또는 저장 공간을 지원하는 문제와 학

회 서버를 데이터센터로 이전하는 문제는 정보

화위원회 검토를 거쳐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

다. Bulletin지의 Account 논문 게재료는 면

제하기로 하였으며, Bulletin 표지 교체 시에 

내지도 고급용지로 바꾸는 것을 추진하기로 하

였다.

▶ 2005년도 제3차 운영위원회 (2005.1.31)

1월 중에 있었던 지부장회의, 학술위원회 회

의, 이사회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정보화 및 

웹 관련 계약직으로 서미현씨를, 경리담당 임

시직으로 김민지씨를 채용하기로 하였다. 헤드

헌팅 및 기기 전시 진행상황, 학술발표회 진행 

상황 등 춘계총회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가 있

었다. 추계학회 기조강연에 좋은 연사를 초빙

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사회에서 

여성위원회 설치에 관한 제안이 있었으며 원칙

적인 동의가 이루어졌다. 위원장 선출 등의 문

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하였다. 화학의 위상

을 높이기 위하여 화학분야의 국가대형사업 개

발추진 고등과학원에 화학부 신설 추진, 그리고 

서울시립대학교에 화학과 신설 추진 등을 적극

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2007 화학의 해’ 

준비위원회(위원장: 진정일 교수)가 발족되어 화

학교육홍보위원회를 중심으로 준비작업에 착수

하였다. 영국의 Royal Society of Chemistry

와 국제협력 관계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2005년도 제4차 운영위원회 (2005.2.14)

2005년도 춘계총회에서는 헤드헌팅 행사를 예

년과 마찬가지로 시행하고, 학회 회원들의 친

목을 도모하고 화학인들의 하나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페스티발 행사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페스티발 행사는 대한화학회의 여러 가지 모습

을 조명하고, 회원들의 장기자랑과 문화 공연 

및 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기로 

하였다. 이동과학차를 이용한 화학쇼크전을 학

회와 연관하여 개최하며, 각 지부에서도 이동

과학차를 이용하여 화학홍보에 쓸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성위원회 설치를 위하여 타 학회의 

정관 및 규정을 검토한 후 위원장 추천을 추진

하기로 하였다. Pacifichem 2005 참석자들

의 편의를 위하여 협력여행사를 선정하기로 하

였으며, ACC 국내개최를 계기로 FACS상 후

보를 추천하기로 하였다. 화학교육지는 간담회

를 통하여 목적 및 대상독자, 내용변화방향, 그

리고 홍보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화학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학회 회원들이 

출신고교에 화학세계 및 화학교육지를 보내는 

운동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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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도 제6차 운영위원회 (2005.3.14)

3월 14일에 개최된 제6차 운영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춘계총회의 헤드헌팅 행사, 페스티

발 행사, 기기전시회, 초록접수 및 숙박, 교통 

등의 준비현황을 점검 하였다. 본 학회에서는 

화학회 홍보를 위하여 기념품(USB 메모리, 볼

펜)을 제작하기로 하였으며, 지부 등을 통하여 

배포하기로 하였다. 지부 등에서 회원 증가를 

위한 홍보활동은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여

성위원회 설치를 위하여 춘계총회 때 창립총회

를 개최할 계획이다. 2006년도 국제화학올림

피아드를 계기로 화학회를 홍보하고 화학이 발

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들을 검토하

기로 하였다. 8월에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예

정인 IUPAC 총회에 화학회 대표단이 참여할 

예정이다.

▶ 2005년도 제7차 운영위원회 (2005.3.28)

8월에 개최 예정인 과학축전을 적극 지원하여 

화학 홍보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2005년도 춘계총회의 준비현황을 점검하였으

며, 인하대학교에 구성될 조직위원회와 긴밀하

게 협조하기로 하였다. 제2회 이사회에 상정될 

안건들에 대한 검토와 조정이 이루어졌다. 화

학회 홍보를 위하여 제작한 기념품(USB 메모

리, 볼펜)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확정하였다. 

앞으로는 신규 종신회원의 경우에는 종신회원 

위촉장을 수여하기로 하였다. 정보화 위원회에

서 Bulletin지 온라인 투고시스템의 보완 및 

영문화, 회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관한 사

업계획 발표가 있었다. 학회 홈페이지의 영문

화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 2005년도 제8차 운영위원회 (2005.4.11)

2005년도 춘계총회의 준비상황을 세부적으로 

점검하였다. 기기전시회, 포스터 제작, 초록집 

광고 현황을 점검하고, 이번 학회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페스티발 행사와 놀이방 운영에 대해

서는 보다 자세하게 준비상황을 검토하였다. 

업무 분담과 도우미 배정 등은 인하대에 위임

하여 진행하기로 하였다. 여성위원회 규정(안)

을 검토하였으며, 원안대로 이사회에 상정하고 

춘계총회 때 창립식에서 위원장을 선출하여 총

회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총회 행사와 관련하

여 학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을 전시하기로 하였다.

▶ 2005년도 제9차 운영위원회 (2005.5.2)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후보자로 6분을 추천하

였다. 춘계총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다. 외부에

서 진행된 포스터발표와 기기전시에 대하여 기

기전시 참가업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

로 하여 문제점과 의견을 검토하였다. 8월에 개

최 예정인 2005년 과학축전(청소년이공계진로

안내엑스포)에 학회에서 지원과 참여를 할 예

정이며, 관련 지부의 협조를 얻어 운영하기로 

하였다. 화학쇼크전은 서울신문사와 협조하여 

시청 앞 광장에서 방학 중에 개최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데에 학회에서 지원하기로 하였다. 

제11차 아시아화학 학술대회(ACC) 행사진행

을 위하여 학회 운영진이 협조하기로 하였다.

▶ 2005년도 제10차 운영위원회 (2005.5.16)

2005년 5월 16일에 개최된 제10차 운영위원

회에서는 과학기술부에 과학경진대회 심사위

원으로 3분을 추천한 사항,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육과정심의회 위원으로 2분을 추천한 사항, 

국립국어원의 화학분야 용어 감수자로 5분을 

추천한 사항 등을 보고하였다. 8월 11일~21

일에 열리는 2006년 과학축전(청소년이공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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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안내 엑스포)에 ‘Beauty and Nano’라는 주

제로 참여하기로 하였으며, 대전충남지부의 협

조 하에 화학홍보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

하기로 하였다. 2005년 10월 22일에 서울시

청 앞 광장에서 열릴 예정인 화학쇼크전에도 

학회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하기로 하였다. 6월 

30일~7월1일까지 숙대에서 개최되는 제1회 

화학교육대회는 2006년에 개최되는 제19회 

국제화학교육대회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

기 위한 전초전으로 국내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며 이를 위하여 본 학회의 적극적인 도움을 요

청하였다. 또한 본 회의에서는 제11회 아시아

화학학술대회의 진행사항과 한국화학관련 학

회연합회에서 개최하는 제7차 산학심포지엄 

행사의 진행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 2005년도 제11차 운영위원회 (2005.6.13)

본 학회에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화학의 

위상 제고를 위한 사업 및 행사들을 적극적으

로 추진하기고 하였다. 고등과학원 화학부 설

립을 위한 제안 공문을 과기부와 고등과학원에 

보내었으며, 긍정적인 검토를 하기로 하였다. 

8월 11일~21일에 열리는 2005년 과학축전

(청소년이공계진로안내엑스포)에 ‘Beauty and 

Nano’라는 주제로 참여하기로 하였으며, 대전

충남지부의 협조 하에 화학홍보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2005년 10월 22

일에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릴 예정인 화학

쇼크전에도 학회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하기로 

하였다. 2006년도가 '화학의 해'로 결정되어 

화학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추계

총회의 준비를 위하여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를 방문하고, 분과간사회를 통하여 일정 등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추계총회에서는 산학심포

지엄을 추진하고 우수포스터에 대한 포상을 확

대하기로 하였다.

▶ 2005년도 제12차 운영위원회 (2005.6.28)

2005년 6월 28일에 개최된 제12차 운영위원

회에서는 과총에 최근과학기술연구동향 조사

분석 추진계획서를 제출한 사항, 산업기술연구

회 감사후보자를 추천한 사항 및 국제올림피아

드 발단식에 참석한 사항 등을 보고하였다. 

본 학회에서 개최하는 제96회 총회 및 학술

발표회 준비사항으로 제3회 분과간사회에 대

한 보고가 있었으며 개최지인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를 방문하여 발표회장과 기타사항을 검

토한 결과보가 있었다. 8월 11일~21일에 열

리는 2005년 과학축전(청소년이공계진로안내

엑스포)에 ‘Beauty and Nano’라는 주제로 참

여하며 이에 대한 진행사항 보고가 있었다. 과

기부에서는 2006년을 “화학의 해”로 지정될 

수 있도록 본 학회에 협조요청하였으며 다음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 2005년도 제13차 운영위원회 (2005.7.19)

2005년 7월 19일에 개최된 제13차 운영위원

회에서는 8월 12~21일에 열리는 2005년 과

학축전(청소년이공계진로안내엑스포)에 대한 

준비사항 점검과 8월 24~26일까지 개최되는 

제11회 아시아화학학술대회에 대한 준비사항 

검토가 있었다. 또한 본 회의에서는 화학분야

에 대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에 대한 보

고가 있었다.

▶ 2005년도 제15차 운영위원회 (2005.9.4.)

9월 4일에 개최된 제15차 운영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추계총회의 준비를 위한 분과간사회

의 결과 보고가 있었다. 분과별 발표장 및 일정 

점검, 포스터 발표 횟수 및 발표시간 배정, 셔

틀버스 운행 방안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과총에서 지원 받는 최근 과학기술 연구동향 

조사 분석에 대한 자료는 학술팀에 위임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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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기타 보고사항으로는 제11회 아시아

화학학술대회에 대한 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이 

행사를 위하여 수고를 하여 주신 조직위원 및 

분과학술위원께 본 학회의 추계총회에서 감사

패를 수여하기로 하고 다음 이사회의 안건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 2005년도 제16차 운영위원회 (2005.9.26))

9월 26일에 개최된 제16차 운영위원회에서는 

학회의 일반적인 업무 및 재무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 본 회의에서는 제96차 추계총회에 대

한 세부일정을 단계별로 확정하였으며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타

사항으로는 2005년 12월 15일~20일까지 미

국 하와이에서 개최되는 2005 PACIFICHEM

에 본 학회가 주최학회로 참여를 하는데 이때 

학회에서 준비하여 할 사항 등이 무엇인지 논

의하였다. 또한 Chemistry-Asian Journal 

발행에 본 학회도 동참할 예정이며 제5회 이사

회의 안건에 상정하기로 하였다(제5회 이사회

에서 승인됨).

▶ 2005년도 제17차 운영위원회 (2005.11.14)

11월 14일에 개최된 제17차 운영위원회에서

는 학회의 일반적인 업무 및 재무에 관한 보고

가 있었다. 특히, 본 회의에서는 재무상황을 자

세하게 검토하였으며, 미수금 확보에 노력하기

로 하였다. 제96 차 추계총회 및 화학쇼크전, 

2005 PACIFICHEM 준비사항, 과총 최근연구

학술동향에 관한 중간보고서 진행사항 등을 회

의에서 보고하였다. 올해 화학세계에 게재된 

연구실 소개를 모아 별도 책자로 만들기로 하

였으며 발행부스, 발송처, 판형 등에 대한 논의

가 있었다. 이밖에도 본 회의에서는 11월 29

일에 대전 LG화학기술연구원에서 개최되는 한

국화학관련학회연합회 제5회 화학산업진흥심

포지엄 개최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학술발표회)

▶ 제95회 학술발표회, 총회 및 기기전시회

Ÿ 개관

일 시: 2005년 4월 22~23일(금, 토)

장 소: 인하대학교

발표논문: 1,094편

등록인원: 2,001명

(정회원 817명, 학생회원 1,184명)

제95회 대한화학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는 (이

하 학회) 인하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그동안 

컨벤션센터와 같은 장소에서 개최해오던 학술

대회에서 벗어나 대학 캠퍼스로 돌아와 개최한 

이번 학술발표회에는, 처음으로 야외에서 포스

터발표 및 기기전시를 기획하고 학술발표회가 

열리는 건물 사이의 중앙정원 내에 설치하여 

화사한 햇볕과 함께 학술행사를 갖을 수 있었

다. 포스터발표와 기기전시를 같은 장소에서 

병행하였기에 많은 회원들이 기기전시업체를 

방문할 수 있어 행사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그리고 행사 기간 내내 회원들

의 편의를 위하여 점심, 저녁을 모두 부페식으

로 준비하여 무료로 제공하였다. 학술대회 첫

날인 금요일 밤에는 중앙정원에 특설 무대를 

마련하여 인기개그맨 전유성씨가 기획하는 얌

모얌모콘서트를 개최하였으며, 이어서 화학회 

회원 간의 흥겨운 시간을 나눌 수 있는 기회로 

전유성씨가 진행하는 회원 장기자랑 시간을 마

련하여 회원들 간의 화합을 다지는 계기를 마

련하였다. 또한 이번 행사에는 유아를 동반하

는 회원들을 위하여 학술행사상 처음으로 “놀

이방”을 운영하였는데 인천시청에서의 협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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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유아 놀이방의 필요 시설들에 대한 협

조를 받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본 학회의 행사가 인하대학교에서 

원만하게 끝날 수 있었던 것은 인하대학교 교

수님(김성수, 김유항, 김찬경, 노철언, 박상언, 

소재원, 이건형, 이본수, 이완인, 이익모, 이해

황, 정규현, 정원조, 조형진, 지대윤, 최영식), 

인하대학교 도우미 대학원생 및 학생들의 희생

적인 봉사로 이번 행사가 성황리에 끝마칠 수 

있었다. 이에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

한다. 

Ÿ 총회

4월 22일(금) 오후 5시에 인하대학교 본관에

서 개최된 총회에서는 김용록 부회장의 사회로 

식순에 따라 신국조 회장의 개회사가 있었다. 

본 총회에서는 인하대학교의 홍승용 총장께서 

환영사를 해주셨으며 전민제 회원께서 고 안동

혁 전회장에 대한 추모의 글을 낭독하였다. 

대한화학회상 시상으로는 학술상, 우수논문

상, 학술진보상, 화학교육상, 교육진보상, 포스

터발표상, 공로패 및 감사패 증정이 있었다. 이

해황 부회장의 회무보고에 이어 분과회 및 지부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였다. 2004년도 

일반, 특별회계 결산(안)은 2004년도 김명수 부

회장의 설명으로 이의 없이 승인되었다. 

Ÿ 학술발표회

이번 제95회 학술발표회는 기념강연 1편, 분

과기념강연 2편, 심포지엄 93편(외국인초청강

연 포함), 구두발표 49편, 포스터발표 949편 

등 총 1,09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발표는 본관의 중강당 1호관, 소강당, 5호관 

405, 406, 407, 408, 505, 506, 507, 508호

실, 정석학술정보관 6층 국제회의실에서 진행

되었으며, 포스터발표는 5호관 중앙정원에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학술상 기념강연으로는 

한국과학기술원의 박준택 교수가 “Chemistry 

and Application of [60]Fullerene-Metal 

Cluster Complexes”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각 분과회의 심포지엄으로는 고분자화학분과

회: 폴리이미드와 이의 응용기술, 공업화학분

과회: 청적화학 Ⅱ, 무기화학분과회 Ⅰ: 무기 

및 재료화학에서의 나노과학, 무기화학분과회 

Ⅱ: 나노소자: 첨단 무기재료, 물리화학분과회 

Ⅰ: 나노과학의 물리화학적 접근법, 물리화학

분과회 Ⅱ: 이론과 실험의 상호작용 Ⅰ, 물리화

학분과회Ⅲ: 이론과 실험의 상호작용 Ⅱ, 분석

화학분과회: 최근 질량분석학의 발전, 생명화

학분과회 Ⅰ: 신호전달과 분자 스위치, 생명화

학분과회 Ⅱ: 화학 생물학, 유기화학분과회: 유

기화학의 새로운 흐름, 재료화학분과회: 최근 

재료화학 연구 동향, 전기화학 분과회:나노전

기화학, 초중등 화학분과회:3S Kit를 적용한 

수업, 화학교육분과회 Ⅰ:화학과 미술, 화학교

육분과회 Ⅱ: 과학과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 등

이 주제로 발표되었다. 

Ÿ 여성위원회 발족식

지난 2005년 4월 22일 대한화학회 제95회 총

회 및 학술발표회(춘계)가 열렸던 인하대학교 

정석학술정보관 국제회의실에서 대한화학회 

여성위원회가 발족되었다. 발족식에는 신국조 

대한화학회 회장, 이해황 대한화학회 부회장, 

김수자 경희대 교수, 정명희 대한여성과학기술

인회 회장, 전길자 전국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

터 원장 등 50여 명이 참가하였다. 

발족식은 오영희 동의대 화학과 교수의 소개

로 경과보고, 격려사(신국조회장, 김수자 교

수), 축사(정명희 회장), 여성위원회 발족 취지

문 낭독(명지대화학과 김경순 교수), 위원장 선

출 순으로 진행되었고 경성대 화학과 박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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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준비위원장을 초대위원장으로 선출하였

다. 식후 행사로 전길자 전국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원장의 강연이 있었다. 

박종옥 초대위원장은 이를 계기로 “여성위원

회는 여성화학인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역량을 

결집하여 과학기술계에서 능력을 높이고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겠다는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 역할과 기능을 다 할 것입니다.”라

는 각오를 보였다. 

Ÿ 기기전시회

2005년도 춘계 학회의 기기전시회는 인하대 5

호관 중앙정원에서 학생들의 포스터발표회와 

병행하여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

였으며 또한 경품을 준비하여 많은 회원들이 

반드시 기기전시 업체를 방문할 수 있도록 유

도하였다. 각 기업들은 데모 장비나 제품들을 

최대한 전시하여 자사의 이미지와 첨단 제품에 

대한 홍보에 열을 올렸다. 참가자들은 화학관

련 기업의 기술 수준 및 제품에 대한 정보를 

현장감 있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번 

학술발표회에 후원 및 참여한 업체는 ㈜동일과

학, ㈜마텍무역, ㈜메카시스, ㈜바이텍켐스, ㈜

수림교역, ㈜신원데이터넷, ㈜알에스텍, ㈜영

진바이오크롬, ㈜웅기과학, ㈜이우과학교역, 

㈜한국에이티아이, John Wiley, 네취코리아

㈜, ㈜대양과학, 과총, 동명과학상사, 동양제철

화학, 동우옵트론㈜, 동일시마즈㈜, 동진쎄미

켐, 디아이 바이오텍㈜, 멕코이교역, 머크㈜, 

브러커옵틱스코리아㈜, 삼성토탈, 삼인싸이언

스㈜, 석림교역, 선일아이라, 세진시아이, 씨그

마알드리치코리아㈜, 엑설리스㈜, 엘스비어 코

리아, 엠오텍, 오하우스 코리아, 이수산업, 인

성크로마텍, 자유아카데미, 제일모직, 조일인

터내셔날, 큐빅 레이저 시스템, 학진, 한국과학

기술정보연구원, 한미약품㈜, 한울엔지니어링, 

화신기계상사, DKSH코리아, IChO 2006 조

직위, LG생명과학, LG화학/기술연구원, PSIA 

등 50개 업체이다. 이 기회를 빌어 본 학회의 

행사에 참여해 주신 업체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 제96회 학술발표회, 총회 및 기기전시회

Ÿ 개관

일시: 2005년 10월 21~22일(금, 토)

장소: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발표논문: 1,041편

등록인원: 1,611명 (정회원 588명, 학생회원 

978명, 비회원 45명)

제96회 대한화학회 추계총회 및 학술발표회는

(이하 학회)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에서 개최

되었다. 이틀간의 학술발표회 기간 동안 학회 

참석자들은, 가을로 접어드는 아름다운 캠퍼스

에서 그동안 연구실에서 얻은 노력의 결과물들

을 발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가을을 재촉

하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시작된 행사 첫날의 

우려와 달리, 둘째 날 화사한 햇볕에 가을정취

가 화려한 학회장 주변은 전국 각지에서 참석

한 화학인들의 학술발표와 만남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였다고 생각되며 무엇보다 본 

학회의 행사가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에서 원

만하게 끝날 수 있었던 것은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화학과 교수님(안정수, 이명의, 이성한, 

장두옥, 정인화, 정찬문, 조병연, 팽기정), 도우

미 대학원생 및 학생들의 희생적인 봉사와 잘 

짜여진 행사준비로 이번 행사가 성황리에 끝마

칠 수 있었다. 이에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Ÿ 총회

10월 21일(금) 오후 5시에 연세대학교 원주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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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 종합관 강당에서 개최된 총회에서는 김용

록 부회장의 사회로 식순에 따라 신국조 회장

의 개회사가 있었다. 

이어서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의 한상완 부

총장께서 환영사를 해주셨다. 시상으로는 기술

진보상, 국내우수박사학위논문상, 포스터발표

상, 이태규학술상, KCS-Wiley 젊은화학자상, 

Sigma-Aldrich 화학자상이 있었으며 공로패 

및 감사패 증정이 있었다. 이해황 부회장의 회

무보고에 이어 분과회 및 지부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였다. 2005년도 일반, 특별회계 

결산(안)은 2005년도 이해황 부회장의 설명으

로 이의 없이 승인되었다. 또한 2006년도 임

원 선출과 2006년도 사업계획 및 일반, 특별

회계 예산(안)도 2006년 이 은회장의 설명으

로 이의 없이 승인되었다. 

Ÿ 학술발표회

이번 제96회 학술발표회는 기념강연 1편, 분

과기념강연 2편, 심포지엄 93편(외국인 초청

강연 포함), 구두발표 20편, 포스터발표 925편 

등 총 1,041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발표는 

종합관 강당, 청송관 102,103, 104, 205, 

305, 308, 532호실, 창조관 104, 105, 106

호실에서 진행되었으며, 포스터발표는 스포츠

센터 2층(체육관)에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이태규학술상 기념강연으로는 포항공과대학교 

장태현 교수가 “Interaction Chromatograpy 

Analysis of Synthetic Polymers”이란 제목

으로 수상 기념 강연을 하였다. 그리고 각 분과

의 심포지엄에서는 고분자화학분과: 고분자 나

노 정보 소재, 공업화학·화학교육분과: 청정화

학 Ⅲ, 무기화학분과 Ⅰ: 나노 바이오테크놀로

지를 위한 무기물질, 무기화학분과 Ⅱ: 무기물

질의 합성 및 응용, 물리화학분과: 나노구조 측

정 및 운용Ⅰ, 물리화학분과: 나노구조 측정 및 

운용 Ⅱ, 물리화학분과 Ⅲ: 외계의 화학종, 분

석화학분과/분석화학의 새로운 경향, 생명화학

분과 Ⅰ: 나노바이오화학, 생명화학분과 Ⅱ: 분

자영상기술, 유기화학분과 Ⅰ: 유기전자재료화

학, 유기화학분과 Ⅱ: 유기합성 및 반응, 의약

화학분과: 신약발굴을 위한 화학유전체학, 전

기화학분과: 전기분석화학 심포지엄, 재료화학

분과: 수소저장재료, 화학교육분과: 화학교육

과정의 내용 등이 주제로 발표되었다. 

Ÿ 산학심포지엄

산학심포지엄은 “석유화학의 현황과 전망”이

라는 주제로 발표가 이루어 졌다. 발표연사 및 

주제는 아래와 같다. 이정복 상무(한국석유화

학공업협회)가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의 현황

과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전기원 박사(한국화

학연구원)가 “DME 생산기술현황 및 석유화학

에의 활용”, 박용기 박사(한국화학연구원)가 

“나프타 접촉분해에 의한 경질 올레핀 제조기

술”, 한오승훈 박사(SK)가 “석유화학공장의 

Up-Grading Technology”, 이원호 박사(LG

화학)가 “p-Xylene의 기상산화 반응에 의한 

Terephthaldehyde(TPAL) 제조 공정 개발”

에 대해 소개하는 진지한 시간이 되었다. 

Ÿ 기기전시회 참여업체 및 후원

2005년도 추계학회의 기기전시회는 연세대학

교 원주캠퍼스의 스포츠센터 2층(체육관)에서 

학생들의 포스터발표회와 병행하여 많은 회원

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기업들은 데

모 장비나 제품들을 최대한 전시하여 자사의 

이미지와 첨단 제품의 대한 홍보에 열을 올렸

다. 참가자들은 화학관련 기업의 기술 수준 및 

제품에 대한 정보를 현장감 있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번 학술발표회에 후원 및 참

여한 업체는 ㈜동일과학, ㈜메카시스,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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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켐스, ㈜수림교역, ㈜신코, ㈜씨엠코퍼레이

션에이티, ㈜신원데이터넷, ㈜알에스텍, ㈜이

우과학교역, ㈜Elsevier Korea, IDX, ITW특

수필름, LG화학/기술연구원, LG생명과학, 

Molecular Devices Korea, LLC, PSIA, 덕

산약품공업㈜, 동야제철화학㈜, 동일시마즈㈜, 

동진쎄미켐, 삼성토탈, 선문대학교, 선일아이

라, 세종과학산업, 세진시아이, 씨그마알드리

치코리아㈜, 이수산업, 인성크로마텍, 자유아

카데미, 제일모직, 제19회 ICCE조직위원회, 

존와일리앤드손스아시아㈜ 한국지점, 진성레

이져, 청문각출판사, 케이맥㈜, 한국석유화학

공업협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학

술진흥재단, 한미약품 등 39개 업체이다. 이 

기회를 빌어 본 학회의 행사에 참여하여 주신 

업체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2006

(운영위원회)

▶ 2006년도 제1차 예비운영위원회

제1차 예비운영위원회는 2005년 8월 18일

(목)에 대한화학회 회의실에서 1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임원 상견례와 직원과의 상견례가 있

었다. 이어서 규정에 따른 각 담당(총무, 기획, 

학술, 산학, 홍보)의 업무분담 내역에 대한 검

토가 있었다.

화학의 해 관련하여 경과보고와 봄 학회(고

양 KINTEX)에서 60주년 행사와 연계한 프로

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논의 하였다.

▶ 2006년도 제2차 예비운영위원회

제2차 예비운영위원회는 2005년 9월 22일(목) 

대한화학회 회의실에서 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2006년 춘계총회와 관련

하여 KINTEX와의 계약은 사용공간 확정 후에 

진행하기로 하며, 현재는 예약단계이다. 기조강

연은 Harvard 대학의 prof. Whiteside와 접

촉중이며 긍정적인 답을 받은 상태이다. 특별

강연은 Bottom Up 방식으로 추진하며 분과

회장에 공문 발송하여 재외 한국인 과학자 초

청을 추진하기로 하고 개략적인 프로그램 내용

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2006년 추계총회 

장소로 제주 및 부산컨벤션센터는 10월 셋째 

주에 예약이 불가능하고 광주의 김대중컨벤션

센터가 가능하다는 보고가 있었다. 화학세계에 

대한 홍보팀의 준비 자료를 검토하고, 화학의 

해와 관련된 사업으로는 60주년 기념사업, 지

부사업, 방송사업, 출판사업을 진행하기로 하

였다. 19th ICCE 관련하여 도춘호 교수의 소

개와 예산 요청이 있었으며 예산부분은 추후운

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 2006년도 제3차 예비운영위원회

제3차 예비운영위원회는 10월 21일(금) 대한

화학회 추계학회 장소인 연세대학교 원주캠퍼

스 화학과 세미나실에서 16명의 위원이 참석

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2006년 춘계 심포지엄 관련하여 학술팀의 

경과보고와 재외한국인 과학자인 경우 3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을 확정하고 첨단미래 화학을 

지향하는 주제를 발굴하기로 하였다. 기조강연 

후 기념식 및 VIP를 위한 오찬을 진행하며 간

친회는 없는 것으로 하였고 저녁시간은 불꽃 

축제 등을 진행하며 시간은 재조정하도록 하였

다. 화학의 해 관련한 이동과학관 운영에 대한 

보고(최정훈 교수)가 있었으며 서울시와 청계

천을 중심으로 화학관 운영 및 대구(EXPO) 과

학축전 및 광주, 부산의 과학축전을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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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과학관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내년도 광고

에 대한 현황 보고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 2006년도 제4차 예비운영위원회

11월 4일(금) 대한화학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4차 예비운영위원회는 11명의 운영위원이 

참석하였다. 춘계총회 관련하여 각 분과별로 

주제, 시간 및 인원, 재외 한국인 과학자 등에 

관한 의견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검토가 있었

다. 초청연사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며 학술위

원회에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하였

다. 기획팀을 중심으로 60주년 행사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작성하기로 하였다. 화학세계와 관

련하여서는 기업체 소개를 계속하며, 우수 논

문 소개 및 과학상을 받은 우수 화학자를 중심

으로 소개하는 섹션을 만들기로 하였다.

화학의 해 관련하여 최정훈 교수의 자료를 

검토하고 2006년 화학의 해 관련 전국 순회 

이동 화학교실 및 과학 축전과 연계한 지방 순

회 계획에 대한 안을 검토하였다. KBS 방송 

관련 하여 신동명교수의 보고가 있었으며 열린 

음악회 및 스폿광고, KBS 스페셜이나 환경스

페셜과 연계한 화학 관련 기획물 제작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가을 학회의 기조강연자에 

대한 검토와 Wiley에서 Bulletin지에 대한 

umbrella 제안을 해왔으며 이에 대한 화학회

원의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음을 논의하였다.

▶ 2006년도 제5차 예비운영위원회

11월 15일(화) 대한화학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 5차 운영위원회는 12명의 위원이 참석하였

다. 회의 직전 각 분과 대표와 학술 위원의 회

의가 있었으며, 춘계총회와 관련하여 각 분과

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시간을 가졌다. 춘계

총회는 최근 5년 발표된 자료를 토대로 국내 

대표 화학자를 중심으로 심포지엄을 조직하기

로 하고, 각 분과별로 8시간을 배정하기로 하

며, 연사확정 건은 신속히 진행하기로 하였다. 

60주년 기념식과 기타 이벤트에 관한 유재훈 

교수의 안을 검토하고, 기념식을 전체 회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조강연을 60분 혹은 

90분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이어서 1월호 화

학세계의 내용과 광고 현황을 검토하였다.

화학의 해 관련하여 로고 제작 등은 디자인 

회사를 접촉하기로 하고, 표어는 공모를 통해 

2~3개를 선정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

록 하였다. 신년하례식은 과총회관에서 1월 4

일 오후 3시로 결정하였다.

▶ 2006년도 제6차 예비운영위원회

11월 25일(금) 대한화학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6차 예비운영위 원회는 10명의 운영위원이 

참석하였다. 춘계총회의 심포지엄 토픽 및 60

주년 기념식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며, 60주년 

회고 강연과 공로상 수상에 대한 필요성을 논

의하였다. 화학세계와 관련하여서는 한양대학

교 화학과를 시작으로 학과소개 섹션을 새롭게 

넣기로 하고 포항공대에서 진행 중인 고등학생

을 위한 퀴즈 콘테스트를 화학세계에 넣는 방

안에 대한 개진이 있었다.

화학의 해 로고 관련하여 FUhrer Design의 

담당자가 브리핑을 하였으며, 화학의 해 표어

로 “참살이의 중심에 화학이 있습니다”에 맞는 

적절한 디자인을 요청하였다. 공모 2개 팀을 

가작으로 결정하여 상품을 주기로 결정하였다. 

TV 프로그램과 관련한 신동명교수 의 보고가 

있었으며, 2006년 추계학회 장소로 김대중컨

벤션센터에 대한 간단한 보고가 있었다. 2006

년 화학의 해와 관련된 업무 분담을 다음과 같

이 하기로 결정하였다.

- 60주년 기념사업팀(단): 이윤식 단장+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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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사업팀: 신동명 단장

- 지부사업팀: 최정훈 단장

▶ 2006년도 제7차 예비운영위원회

12월 9일(금) 대한화학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7차 예비운영위원회는 8명의 운영위원이 참

석하여 춘계총회의 스케줄을 확정하였다. 추계

학회는 기조강연, 기념식 분과심포지엄, 과학

상 수상자 발표, 공식 야외 행사의 순으로 진행

하며, 기념식 및 이벤트는 기획팀과 최정훈 부

회장이 담당하기로 하였다. 화학세계 1월호의 

편집 자료를 확인하고 화학세계에 고등학생을 

상대로 한 퀴즈 섹션을 만들기로 하고 ‘화학세

계 골든벨’로 명명하여 2월호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하였다.

화학의 해와 관련하여서는 디자인 업체에서 

제시한 로고를 검토하여 몇 가지 수정사항을 

통보하고, 2005년 물리의 해 선포식과 관련된 

자료를 검토한 후에 화학의 해 선포식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홍보 영상물 제작 등을 신속

히 진행하기로 하였다. 국제행사 등을 담당할 

영어 가능 직원 채용을 위한 공고를 내기로 결

정하였고, 광주·전남지부 행사 관련 보조 건은 

다른 지부와의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 2006년도 제1차 운영위원회(2006.1.4)

신년하례식 직전에 화학회 사무실에서 2006년 

운영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가 열렸다. 학진 및 

과총 등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검토와 학

회상의 추천 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화학

의 해와 관련하여 과기부에 제출할 지원신청서 

작성에 대한 업무 분담을 하였다. 광주·전남지

부의 ‘청소년 화학 친선 대사’ 행사에 일부 지

원을 확인하고, 기타 화학의 해에 관련된 현안

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화학의 해 선포식은 3

월 7일(화),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확정하였고, 전시회 등의 세부안은 최정훈 교

수가 안을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다. 국제 업무

를 담당할 직원채용은 지원자 중 3명을 선정하

여 1월 9일 면접을 진행하며 총무 및 인사위원

회에서 진행하도록 하였다. 화학세계 및 광고

비 수주 등에 대한 토의가 있었고, 국제청소년 

화학포스터 그리기 대회 개최 건을 지원하는 

것은 올림피아드 위원회와 접촉하도록 유도하

기로 하였다.

▶ 2006년도 제2차 운영위원회 (2006.1.12)

국제업무를 담당할 직원으로 박근영씨를 채용

하여 1월 12일부터 출근하고 있음을 보고하였

다. 과총, 과학문화재단, 학진 등에 제출할 보

고서와 정기간행물 발간현황(화학세계 46권 2

호 편집 중, Bulletin지 26권 1호 편집 중, 대

한화학회지 50권 1호 편집 중, 화학교육지 33

권 1호 편집 중)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화학교

육지는 3,000만원 지원에 1,000부 발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였다. 화학의 해 관련

하여서는 후원업체 확보를 위한 팸플릿 제작이 

진행 중이며, 다큐멘터리 제작 등 방송을 위해 

3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하였다. 

춘계총회 장소인 KINTEX의 계약을 1월 23일 

하기로 하였으며, 춘계총회의 프로그램을 확정

하고 외국연사에 대한 초청장발송을 하고 있음

을 보고 하였다. 화학세계에 고등학생 대상으

로 하는 퀴즈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올림피아

드 위원회에서 후원하는 것으로 하였다. 지부

장 회의 일정(2월 2일) 및 이사회(2월 3일)의 

일정을 확정하였다.

▶ 2006년도 제3차 운영위원회 (2006.1.24)

과학문화재단에 3개의 과제를 제출하도록 추

진하고, 한국과학재단으로 국제학술대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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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006 ICCE에서 신청하도록 하였다. 학술

위원회(2.1), 지부장회의(2.4) 등의 일정을 정

하고, 2006년 화학의 해와 관련하여 팸플릿을 

만들어 1000부 정도를 기업체 등에 발송토록 

하였다. 화학의 해 선포식은 3월 7일 한국프레

스센터에서 화학인, 정부요인과 화학관련학회 

및 기업체 대표를 모시고 진행하며, 갤러리를 

이용하여 화학을 빛낸 사람들, 화학 만평 등이 

볼거리와 화학의 역사와 산업발전에 미치는 화

학의 모습을 다루기로 하였다. 그동안 서적으

로 간주되어 50%의 할인을 받던 화학세계를 

정기간행물로 등록하여 54%의 우편료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처하기로 하였다. 지부사업

으로 요청이 오는 경우 화학의 해를 홍보하는 

내용으로 300만원까지의 재정적 지원을 하도

록 하였다.

▶ 2006년도 제4차 운영위원회 (2006.2.6)

2006 화학쇼크전, 화학의 해 홍보 영상물 제

작, 예술과 함께 하는 화학사랑방 지원금을 과

학문화재단에 신청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에 중앙과학교육심의회 위원 

후보로 최미화 선생(여의도고등학교)을 추천하

였다. 화학의 해와 관련된 홍보포스터 제작 및 

광고 등을 최정훈 교수(한양대)가 담당하도록 

하였고, IChO-2006 관련 내용을 화학세계를 

통해 홍보를 하도록 하였다. 2006 청소년이공

계진로안내엑스포는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

정 하였고, 춘계 학회 학술발표회 및 창립60주

년 기념행사 일정을 확정하였고 60주년 기념

식을 위해 일본 및 중국학회 회장에 초청장을 

발송하기로 하였다.

▶ 2006년도 제5차 운영위원회 (2006.2.20)

5차 운영위원회는 학회 홍보자료를 만들기 위

해 카메라로 촬영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학

진에 분야별 전문위원(Program Manager, 약

칭 PM) 후보자를 추천하였다. 화학의 해 선포

식과 관련하여 초청대상자(약400명)에 대한 

참석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운영위원들이 분

담하도록 하였다. 과학문화콘텐츠센터에서 영

상물을 제작 중이며, 이에 대한 계약을 추인하

였다. 화학의 해 포스터 제작에 대한 의견교환

과 내용을 보고 받고, 한국화학관련 학회 연합

회 학회(화공, 고분자, 공업, 세라믹)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하였다. 봄 학회 관련하여서는 초

록접수현황(2006.2.20. 현재) 1,183편(2005

년 춘계 1,094편, 추계 1,041편)에 대한 보고

와 초청 연사 및 기조강연, 학술상에 대한 검토

와 논의를 하였다. 포스터는 2회로 나누어 진

행하며 보드는 275개 전체를 외주를 주는 것

으로 결정하였다. 화학세계에 학과 소개 및 유

망기업체 소개 등에 운영위원들에 협조를 요청

하였다.

▶ 2006년도 제6차 운영위원회 (2006.3.3)

화학의 해 선포식 관련 1분, 5분 분량의 영상

물을 보면서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운영위원

회를 시작하였다. 화학의 해 선포식 관련하여 

참석하는 VIP 등 인사들의 참석여부와 진행상

황에 대한 최종확인이 있었다. 3월 2일 진행된 

과기부장관 인터뷰 및 기자간담회에 대한 보고

와 일간 신문 등에 보도된 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화학의 해 관련하여 주간조선에 보

도된 특집을 구매하여 선포식 및 대한화학회 

60주년 행사에서 배포하도록 하였으며 화학관

련학회연합회 등에도 지속적인 광고를 하기로 

하였다. 춘계총회 관련하여 3월 3일 현재 

1,223편의 초록이 접수된 상황이며, 학회의 

진행에 필요한 인원동원 및 포스터 보드 외주

에 대한 건 및 야외행사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구체적인 결정은 10일(금) KINTEX를 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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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총무팀에서 방문한 후에 최종 결정하기

로 하였다.

▶ 2006년도 제7차 운영위원회 (2006.3.11)

화학의 해 선포식 결과보고가 있었으며 선포식

관련 비디오 촬영자료 및 참석자 명단, 선포사 

및 축사 자료 등을 보관하도록 하였다. 화학의 

해 관련하여 각 지부에서 요청된 예산의 지원

을 결정하고 이동화학차의 운영에 대한 사항은 

최정훈 부회장께 일임하였다. 춘계총회에 관련

하여 인원동원은 서울대, 연세대, 한양대에서 

학생을 동원하기로 하였고, 빔프로젝트는 

KINTEX의 것을 사용하며 임대료는 계속 협

상하기로 하였다. 60주년 기념행사에서 공로

상 및 학술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논의하

였다. KINTEX방문 결과에 대한 보고에서, 저

녁 행사 때 무료로 제공되는 식사는 KINTEX

의 케이터링 업체인 조선호텔측이 제시한 가격

이 우리의 예산을 초과하는 관계로 Food 

Court에서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

였으며, 장기자랑에 연예인의 초청 및 마임극 

등 행사관련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화학세계의 글씨체를 현재의 글씨체보다 

0.5point 크게 하는 것을 고려하기로 하였으

며, 화학세계에 각 대학 화학관련 학과의 소개

를 적극 유치하기로 하였다.

▶ 2006년도 제8차 운영위원회 (2006.3.27)

2006년 화학의 해 관련하여 이동화학관 운영

에 대한 최정훈 부회장의 보고와 5월부터 진행

되는 서울, 부산, 광주 등 행사에 대한 보고, 

전시, 협조 요청사항 목록을 검토하면서 의견

을 나누었다. KBS 열린음악회 건은 봄에 과기

부에서 진행하는 다른 행사로 인해 가을에 다

시 협조요청을 하기로 하였으며, 연극 산소 공

연 참석 및 화학의 해 홍보 팜플렛 제작을 진

행하기로 하였다. 60주년 기념행사 및 춘계총

회 관련된 업무분담 내용을 나누고 야간행사에 

참석하는 연예인 및 상품 등을 결정하였다. 제

2회 이사회의 일정 및 회의 안건에 대한 사항

을 결정하고, 기념품 사업에서 진행하는 사항

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국제협력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일정을 확인하였다.

▶ 2006년도 제9차 운영위원회 (2006.4.7)

출판사업과 관련하여 석원경 교수의 진행사항 

보고로 시작하였다. ‘멘델레예프와 주기율표’

의 번역을 도서출판 ‘까치’와 가계약을 맺은 상

태이며 5월 중 완성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자

연에 대한 이해와 인간의 삶을 변화시킨 화학

자’라는 출판물을 준비 중인 것을 보고하였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국제학술대회 지원금은 

ICCE 로 신청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한국과학

문화 재단으로부터 2006 화학쇼크전으로 

3000만 원을 지원받게 된 것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화학의 해 관련하여 이동화학관 및 이

동화학차 운영과 홍보책자 제작에 대한 사항을 

논의 하였다. 홍보책자는 4월 21일 과학의 날 

행사 및 화학회 60주년 행사 전에 완성하도록 

하며 홍보팀에서 담당하고, 영상물(15분)에 대

한 내용 검토와 의견을 나누었다. 60주년 기념

행사와 관련하여 기기 전시업체 59부스 신청

에 대한 보고와 야간행사에 대한 토의를 하였

다. 야간행사는 장기자랑과 초청가수(서수남, 

조진원, 최경일, 함시현)의 시간을 갖도록 하였

고, 경품 및 기념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대한화학회상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안) 검토

를 하였으며 포스터발표상에 상장과 부상을 주

며 학술대회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수여하는 

것으로 개정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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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도 제10차 운영위원회 (2006.4.14)

화학의해 기념 이동화학관의 발대식이 5월 20

일(토) 서울올림픽공원에서 진행되는 것을 보

고 받고, 60주년 행사 및 과학의 날에 사용할 

영상물을 최종 확인하여 녹음을 요청하기로 하

였다. 열린음악회 관련된 공문을 KBS와 과기

부에 요청하기로 하였고, 홍보책자 4,000부 

제작 및 머그잔 등 기념품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60주년 기념 총회 및 학술발표회와 관

련된 최종점검을 하며, 업무분담을 하였다. 

기조강연자인 G. M. Whitesides의 일정과 

일본 및 중국학회장에 대한 담당을 정하고, 세

부 일정을 확인하였다. 60주년 기념식과 관련

하여 대한화학회 60년에 대한 진정일 교수의 

회고와 특별공로상(남기동 박사외 11명)에 대

한 확인을 하였다. 특히 야외행사와 관련하여 

음양시설의 설치, 날씨 등을 고려하여 실내로 

바꾸는 안에 대한 토의가 있었으며, 유재훈 교

수 담당으로 관계자를 만나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4월 22일(토) 오후 7시 30분에 서강대

학교 메리홀에서 2006-IChO에서 주최하는 산

소의 공연을 운영진이 관람하는 것으로 하였다.

▶ 2006년도 제11차 운영위원회 (2006. 5. 12)

창립 60주년 제97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의 등

록 인원(2,045명) 등 결과보고 및 행사 진행의 

보완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접수처를 부스 형

태로 꾸미는 것과 초록집 목차를 찾기 쉽게 꾸

미고, 발표회장별 일정표를 붙이는 등의 보완

사항은 다음 학회부터 진행하기로 하였다.

5월 20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개최하기로 

한 이동화학관의 개막식 행사에서 테이프 커팅 

등의 행사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기획 및 총무

팀에 일임하였다. 다음 전시회는 5월 27일, 

28일 부산 BEXCO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화학의 해 관련 홍보 영상물은 CD로 

제작하여 고등학교 등에 무료로 배부하기로 하

였으며, KBS와의 방송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계약서 등을 검토하였다. 추계총회와 관련하여 

김대중컨벤션센터를 총무·학술·기획팀이 방문

(5월 24일)하여 행사장을 확정하고 광주·전남

지부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하였다. 추계총회 

산학심포지엄 진행사항과 가칭 산학토론회 개

최에 대한 내용을 토의하고 옥종화 산학실무이

사를 중심으로 기획하기로 하였다. 한국 학술

단체연합회에서 요청한 제1회 통합학술대회는 

백명현 부회장께서 담당키로 하였다.

▶ 2006년 제12차 운영위원회 (2006. 5. 12)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의 방문 보고를 유룡 부

회장이 진행하였다. 전시장 위주인 켄벤션 센

터에서는 포스터 및 기기전시를 1층의 대형 전

시장을 사용하기로 하였고, 회의장의 숫자가 

적어 심포지엄 등의 수를 줄이거나 통폐합하는 

방안을 각 분과와 상의하기로 하였다. Grubbs

의 기조강연과 총회를 오전에 배치하며, 분과

별 심포지엄 주제 및 조직책임자를 선정하여 

화학세계 7월호에 게재키로 하였다. 학생 동원 

및 행사 진행을 위해 전남대 및 조선대에 협조 

요청을 하기로 하고, 조선대의 이범규교수를 

실무이사로 등록할 수 있도록 진행하기로 하였

다. 점심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 등 부대시설이 

켄벤션 센터 안에 부족하여 도시락 등을 주문

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전국학생화학포

스터 그리기대회 건과 관련하여 예산 등을 요

청하기로 하였고, Bulletin지를 Wiley사의 체

제 안으로 들어가는(umbrella) 것에 대한 의

견을 교환하였다. 화학 세계에는 제42대 회장 

선거공고 (2008년 회장) 및 선거권자 명단을 

게재하는 것이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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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도 제13차 운영위원회 (2006. 6. 8)

과총에서 의뢰한 석학자문위원으로 김정은 박

사 외 10명을 추천하였으며, IUPAC 우수포스

터상 수상자로 조장훈(한양대), 이우황(성균관

대)학생을 추천하였다. 국제과학올림피아드 발

단식(6월 22일, 연세대), 제38회 국제화학올림

피아드 개회식(7월 3일, 경산) 및 폐회식(7월 

10일)에 회장님을 비롯한 운영진의 참석 스케

쥴을 확인하였다. 화학의 해 홍보동영상 CD의 

표지도안을 확정하고 2,000개를 제작하여 고

등학교 등에 배부하기로 하였으며 화학의 해 

사업의 일환으로 출판된 ‘멘델레예프’도 고등

학교를 중심으로 배부키로 하였다. 추계총회와 

관련하여 분과별 심포지엄 주제 결정 및 조직 

책임자 선정 등의 내용을 화학세계 7월호에 게

재하기로 하고, 광주·전남지부에 행사에 필요

한 제반사항의 협조를 요청하기로 하였다. 산

학심포지엄을 위해 LG화학 연구원의 방문 결

과에 대한 유재훈 교수의 보고를 듣고 석유화

학 분야 및 화학회 60년사 등에 대한 연사 섭

외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한국학술단체연합회

에서 요청한 제1회 통합학술대회(7월 6~8일)

는 백명현 교수께 일임하기로 하였다.

▶ 2006년도 제14차 운영위원회 (2006. 6. 23)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제19회 국제화학 

교육대회 개최에 따른 지원금을 일부 받기로 

하였으며, Bulletin지의 평가를 위한 준비상황

을 보고 하였다. Bulletin지의 impact factor

는 지난 2003년 0.706에서 2005년 0.918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

난 5년간의 지원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나 이후 

종료되는 것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화학

의 해 영상물은 CD로 배포하며, 인터넷에서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출

판물 멘델레예프는 9월 중 배포하기로 하였다. 

광주·전남지부의 행사 도움 요청(조선대학교 

이범규 교수를 운영이사로 발령) 및 광주시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광주를 운영진에서 방문

키로 하였다. 추계총회의 일정을 논의하고 기

조강연(Prof. Grubbs)을 목요일 오전에 하는 

등의 시간을 확정하였다. 제3회 전국학생 화학

포스터 그리기 대회의 협찬을 관련 업체로부터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 2006년도 제15차 운영위원회 (2006.7.11)

학진에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Bulletin지에 대

한 계속 평가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였으며, 과총에는 본 학회의 학술활동지원금 

신청과 부정기 학술회의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 

하였다. 제38회 국제화학올림피아드 개회식(7

월 3일) 및 폐회식(7월 10일)에는 회장과 운영

진이 참석을 하여 본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 제38회 국제화학올림

피아드 조직위원회에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우리나라는 금 3, 은 1개를 수상하여 중국(금 4

개)에 이어 대만, 러시아와 공동 2위를 하였다.

2006 화학의 해 행사와 관련하여서는 6월까지 

사용한 내역을 과학기술부에 보고를 하였으며 

2차 지원금을 신청하였다. 또한 화학의 해 관

련한 경비사용 내역을 매주 과학기술부에 보고 

하기로 하였다.

본 회의에서는 추계총회의 일정을 논의, 확

정하고 신화학포럼 2006에 대한 진행사항을 

보고하였으며 학단연에서 개최한 제1회 통합

학술대회(7월 6일~8일)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

었다. 7월 18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되는 과총 

창립 40주년 기념식 및 2006세계한민족과학

기술자대회에는 회장 및 운영진이 참여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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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도 제16차 운영위원회 (2006.7.27)

한국물리학회에서 개최하는 21세기 국가경쟁

력 강화를 위한 과학교육과정의 올바른 방향 

심포지엄 위원회 위원으로 이덕환 교수(서강

대)와 최미화 선생(영등포여고)을 추천하였다. 

화학의 해 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을 매주 월요

일 과기부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KBS 다큐멘

터리 방영(8월 말) 및 환경스페셜(10월 중)에 

대한 방영시간 확인을 요청하고 이동화학관은 

경기, 대구의 경우 예정대로 진행하고, 광주의 

경우 이동화학차로 운영키로 하였다. 출간된 

멘델레예프(추가 제작은 불가)는 학회 참석자

에게 나누어 주기로 하였다.

추계학회의 도시락 신청 및 숙박 호텔 예약

사항을 점검하고, 국제화학올림피아드 조직위

원회에 감사패 수여 건을 통과시켰다. 대한화

학회상에 대한 시행세칙안을 검토하고 젊은 화

학자상(40세 이하) 및 60주년 기념학회 공헌

자에 대한 표창은 검토하기로 하였다. 한국물

리학회에서 공동개최하는 과학교육과정 심포

지엄(9월 9일)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여성위원

회 박종옥 위원장 사직으로 인해 2007~8년 

위원장 백명현 교수를 추천하기로 하며, 한국-

영국 (RSC)의 공동 워크샵의 개최를 위해 차기 

운영팀과 상의하기로 하였다.

▶ 2006년도 제17차 운영위원회 (2006.8.11)

화학올림피아드 여름학교(7월 30일~8월 11

일)의 퇴소식에 대한 보고와 신화학포럼(8월 

18~19일, 제주 그랜드호텔)의 개최에 대한 안

내가 있었다. 8월 12~17일 개최되는 국제화

학교육 대회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8월 13

일 학회관계자 및 기조강연자, IUPAC 전임회

장, 화학교육분과회장, 대회장, 조직위원장의 

모임을 확인하였다. 대한화학회지 투고논문의 

중복발표 및 짜깁기 원고에 대해 확인할 수 있

는 검색 전문위원을 두는 것에 대한 상임편집

위원의 건의가 접수되었으며, 편집위원장에 위

임키로 하였다. 학진 2006년 우수학자 지원사

업 선정위원 추천의뢰가 있어 세부 분야별로 

2~3명을 추천하기로 하였다. JACS 등의 그림

을 화학세계에 실을 경우 필요한 copyright를 

ACS 등에 요청하는 것을 검토키로 하였다. 고

등학생의 경우 원할 경우 학생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학회참가비는 받지 않기로 하

였다. 대학생은 학생회비 및 당일 10,000원의 

참가비를 받기로 하였다. 심포지엄 연사 중 비

회원의 참가비는 사전에 파악하여 예비등록자

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 2006년도 제18차 운영위원회 (2006.8.29)

한국화학올림피아드(2006 KChO) 개최(9월 3

일) 및 9월 15일(금) 개최되는 선거관리위원회

에 대한 보고로 시작하였다. 2006 KChO는 

5,000여명의 중고생이 신청하여 전국 11개 대

학교에서 시행되며, 회장 선거는 9월 8일 투표

마감하고 15일 개표 후 선거관리위원회를 진

행하게 된다. 화학의 해와 관련하여 8월 28일

(월)과 29일(화) KBS1TV를 통해 방송되는 특

집 다큐멘터리 2부작(1부 불로초를 향한 도전, 

2부 투명망토의 비밀) 방영에 대한 의견을 청

취하였다. 추계총회 초록 등록현황에 대한 보

고(8월 29일 현재 1211편) 및 심포지엄 연사

의 등록을 유도하고, 초청연사에 대한 지원여

부는 기조강연자에 한하여 지원키로 하였다. 

2006년 교육부 과학과 교육과정 심의위원으로 

정대홍 교수(서울대), 백성혜 교수(한국교원대)

를 추천하고 젊은화학자 수상 후보자 추천 건

은 학술위원장의 의견을 받아 분과 및 지부에 

추천 의뢰키로 했다. 신화학포럼 및 대한민국

과학축전의 행사보고 및 9월 중에 진행될 한국

화학연구원 30주년 개막식(9월 1일) 및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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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축전(9월 7일)에 대한 참석을 확인하였다.

▶ 2006년도 제19차 운영위원회(2006.9.5)

본 회의에서는 한국화학올림피아드 개최 결과

보고와 화학의 해 사업으로 화학의 해 특집 다

큐멘터리 2부작 방영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다큐멘터리 2부작(1부: 8월 28일(월) 밤 11시 

40분~12시 40분, KBS1TV - 불로초를 향한 

도전, 2부: 8월 29일(화) 밤 11시 40분~12시 

40분, KBS1TV - 투명망토의 비밀)으로 방영

한 자료는 편집하여 1시간용으로 재편집하여 

DVD로 만들기로 하였다. 추계학회의 학술발

표회 일정, 초록접수현황, 도시락 신청 및 숙박

호텔 예약사항을 점검하고, 국제화학 교육대회 

조직위원회에 감사장을 수여 하는 건을 통과시

켰다. 대한화학회상에 대한 시행세칙 안을 검

토하고 젊은 화학자상(40세 이하)건은 각 분과

회에 이와 유사한 상들이 있어 제정하지 않기

로 하였으며 60주년 기념 학회 공헌자에 대한 

표창 수여 건은 검토하기로 하였다. 추계학회 

기기전시회는 운영위원이 담당을 하여 많은 업

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업체에 연락

하기로 하였다. 한국물리학회에서 공동개최하

는 과학교육과정 심포지엄(9월 9일)과 서울과

학축전(9월 7일) 개막식에 운영위원들이 참여

하기로 하였다.

▶ 2006년도 제20차 운영위원회 (2006.9.22)

제3회 전국 학생화학포스터그리기 대회 접수

현황, 제42대 회장선거결과, 21세기 국가경쟁

력 강화를 위한 올바른 과학교육과정의 방향 

심포지엄 결과 및 서울과학축전 결과 보고가 

있었다. 2006 화학의 해 사업으로 KBS에서 

방영한 화학의 해 특집 다큐멘터리 2부작을 재

편집하여 DVD로 제작, 본 학회의 추계총회에 

참석한 회원에게 제공하기로 하였다. 또한 화

학의 해 사업으로써 11월 중에 방영될 환경스

페셜의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와 이동화학관 행

사 시 참여하는 관람객에게 설문서를 받기로 

하였다. 본 회의에서는 추계학회의 학술발표회 

일정, 초록 접수현황, 도시락 신청현황, 숙박 

호텔 예약사항, 기기전시회 참여 업체현황, 표

창 수여자를 파악하였으며 운영위원, 사무국 

직원 및 도우미의 업무분담에 대한 설명이 있

었다. 10월호 화학세계는 업무 일정에 맞게 원

고가 취합이 되고 있으며 명절이 다음 달에 있

는 관계로 원고를 조기 마감하여 추계총회 일

정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기로 하였다. 제38

차 국제화학올림피아드 후속사업은 운영위원

회에서 논의한 후 다음 이사회 안건에 상정을 

하여 승인을 받기로 하였다.

▶ 2006년도 제21차 운영위원회 (2006.9. 30)

2006 화학의 해 사업에 대한 보고와 추계학회

에 관련한 전체적인 준비사항을 검토하였다. 

포스터장에서 학생들에게 무료로 맥주와 안주

(팝콘)를 제공하기로 하고, 정회원을 위한 무료 

스낵바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행사 사용기기

(빔프로젝트, 노트북 등)를 대여하기로 하였으

며, 도시락 운용에 대한 홍보를 계속하기로 하

였다. 제19차 국제화학 교육대회에 대한 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2006년 노벨화학상 취재 관

련하여 과기부에서 요청한 전문가 명단은 분과

회장 및 운영위원의 명단을 제출하기로 하였

다. 또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요청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수정(안)은 학술팀

에서 검토한 후 다음 운영위원회까지 안을 준

비하기로 하였다.

▶ 2006년도 제22차 운영위원회 (2006.10.13)

2006 화학의 해 사업에 대한 보고로 시작하였

다. KBS에서 방영한 영상은 DVD로 300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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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하여 일반회원에게 추계총회에서 배포하

기로 하였으며, 대구켄벤션센터에서(2006.9. 

30.–10.1.) 진행된 이동화학관 행사에 대한 결

과보고가 있었다. 추계총회에 관련한 전체적인 

준비사항(추계학회의 학술발표회 일정, 지부장 

회의, 초록접수현황, 도시락 신청현황, 숙박 호

텔 예약사항, 기기전시회 참여 업체 현황, 경품 

건, 교통편, 표창 수여자를 파악하였으며 운영

위원, 사무국 직원 및 도우미의 업무분담에 대

한 설명)을 검토하였다. 화학세계 11월호 원고 

취합사항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요청

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수정(안)에 대한 

진행상황을 보고하였다.

▶ 2006년도 제23차 운영위원회 (2006.11.25)

과총에서 지원하는 부정기 학술활동지원금 신

청 현황 보고가 있었으며 한국과학기술기획평

가원에서 요청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수

정(안)은 본 학회의 학술팀에서 검토한 후 안을 

제출하였다. 2005 Pacifichem 행사에서 남은 

잉여금 중 일부를 본 학회에 배분해 주어 본 학

회의 국제협력기금에 예치하였다. 본 회의에서

는 다음에 개최될 제5회 이사회의 안건을 검토

하였으며 화학의 해 행사와 관련하여 12월에 

개최 예정인 사업 보고(크리스마스 과학 강연

극 ‘Science in Polymer with Santa’, 일시: 

2006년 12월 28일, 29일 오후 7시, 장소: 한

양대학교 백남음악관, 화학을 빛낸 과학자 초

청 강연, 일시: 2006년 12월 19일 오후 2시, 

장소: 한양대학교 HIT 6층), KBS 1TV에서 방

영된 환경스페셜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화학

세계 12월호에 게재되는 대부분의 원고가 취

합이 되었으며 그간에 화학세계에 게재되었던 

우수 연구실, 대학소개, 화학을 빛낸 과학자 코

너는 별도로 편집, 책자로 발간하여 저자, 소개 

학교, 특별 회원사, 단체회원사에 배포하기로 

하였다. 올해 중 본 학회의 사무실을 안암동 화

학 회관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한 진행사항을 

보고 하였다.

(학술발표회)

▶ 제97회 학술발표회, 총회 및 기기전시회

Ÿ 개관

일 시: 2006년 4월 20~21일(목, 금)

장 소: 일산 KINTEX

발표논문: 1,224편

등록인원: 2,045명

         (정회원 770명, 학생회원 1,275명)

대학화학회 창립 60주년 기념 제97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 가 일산 KINTEX에서 개최되었다. 

2006년도는 과기부에서 정한 ‘화학의 해’이며 

본 학회가 창립 된지 60주년이 되는 해라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이번 행사는 포스터발

표와 기기전시를 같은 장소에서 병행하여 많은 

회원들이 기기전시업체를 방문할 수 있어 행사

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학술

대회 첫날인 4월 20일(목) 밤에는 KINTEX 그

랜드볼룸에 무대를 마련하여 초청가수로 서수

남씨, 라이너스 조진원씨가 초청되어 70~80

세대에게 향수를 불어넣어 주는 노래를 불러 

주었다. 또한 본 학회 회원 중에서는 최경일 박

사와 함시현 교수가 참가하여 가곡과 가요, 팝

송을 열창해서 화학뿐만 아니라 다방면으로 재

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초청가수의 무대가 끝

나고 회원 중 신청을 받아 장기자랑에 참여한 

아홉 팀의 장기자랑이 있었다. 이들은 화학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틈틈이 갈고 닦은 노래 실

력을 발휘하여 본 행사에 참여한 모든 회원들에

게 즐거움을 선사해 주었다. 장기자랑이 끝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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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과 함께 본 행사에 참여한 회원들에게도 경

품을 추첨하여 푸짐한 선물을 제공하였다. 

무엇보다 본 학회의 행사가 원만하게 끝날 

수 있었던 것은 서울대학교, 숭실대학교, 연세

대학교, 한양대학교에서 참여하여 주신 학생 

도우미들의 희생적인 봉사와 KINTEX 관계자 

분들의 큰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이에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Ÿ 창립 60주년 기념식

4월 20일(목) 오전 11시부터 일산 KINTEX의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본 학회 창립60주년 

기념식은 이윤식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국민의례, 이 은 회장의 기념사, 정봉영 과총 

부회장의 축사에 이어 중국화학회(중국화학회 

부회장, Zhu 교수), 일본화학회(2005년도 회

장, Shinji Murai 교수)에서도 본 학회의 창립 

60주년을 축하해주었다. 진정일 전임 회장께

서는 본 학회의 60주년을 회고하는 재미있는 

자료들을 준비하여 참여한 회원들께 즐거움과 

화학인의 단결된 모습을 보여준 값진 시간을 

제공해 주셨다. 또한, 본 학회의 전임 회장 중 

본 학회에 지대한 공헌을 해주신 남기동, 박기

채, 장세헌, 박태원, 전민제, 김태린, 윤능민, 

김용준, 이익춘, 안운선, 김시중, 채영복 전임 

회장께는 감사의 특별공로상이 수여되었다. 손

학규 경기지사와 과기정 서상목의원 등 정·관

계 인사들도 본 학회의 창립 60주년을 축하해 

주셨다. 기념식을 마친 후에는 참석자 모든 분

들의 오찬이 있었다. 

Ÿ 총회

4월 20일(목) 오후 4시 30분에 개최된 총회에

서는 이윤식 부회장의 사회와 이 은 회장의 개

회사로 총회가 열렸다. 대한화학회상 시상으로

는 학술상, 우수논문상, 학술진보상, 교육진보

상, 포스터발표상, 공로패 및 감사패 증정이 있

었고, 김낙중 부회장의 회무보고에 이어 분과

회 및 지부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였

다.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결산(안)은 2005

년도 이해황 부회장의 설명으로 원안대로 승인

되었다. 

Ÿ 학술발표회

이번 대한화학회 창립60주년 기념 제97회 총

회 및 학술발표회에서는 기조강연 1편, 기념강

연 2편, 분과기념강연 2편, 심포지엄 131편(외

국인초청강연 포함), 포스터발표 1,088편 등 

총 1,22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발표는 KINTEX의 그랜드볼룸, 206B, 

207B, 208, 209, 210, 212+213, 303, 304, 

305, 306+307호실에서 진행되었으며, 포스

터발표는 2, 3층 로비와 204, 211,302호실에

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기조강연으로는 

Harvard University의 George M. 

Whitesides 교수가 “Reinventing 

Chemistry”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제10회 

한국과학상 수상 기념강연으로는 연세대학교 

김동호 교수가 “Ultrafast Excitation Energy 

and Electron Migration Processes in 

Various Porphyrin Arrays and 

Dendrimers” 주제로 발표를 하였으며 본 학

회학술상 기념강연으로는 이화여자대학교의 

남원우 교수가 “High-Valent Iron-Oxo 

Complexes of Heme and Nonheme 

Ligands”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각 분과회의 

심포지엄으로는 고분자 화학분과회 1: 

Development of Polymeric Advanced 

Materials through Molecular 

Manipulation, 고분자화학분과회 2: Novel 

Synthesis of Polymers and Prospect, 공업

화학/재료화학분과회1: Synthes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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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s of Nano Materials Ⅰ, 공업

화학/재료화학분과회2: Syntheses & 

Applications of Nano Materials Ⅱ, 무기

화학분과회 2: Functional Inorganic 

Materials Ⅰ, 무기화학분과회 3: Functional 

Inorganic Materials Ⅱ, 물리화학분과회 1: 

Current Trends in Modern 

Computational Chemistry, 물리화학분과회 

2: Molecular Structure and Chemical 

Reaction of Biomolecules, 물리화학분과회 

3: Fundamental and Practical Aspects of 

Nanochemistry, 분석화학분과회 1: 

Advances in Chemical Analysis: 

Nanotechnology and Environmental 

Analysis, 분석화학분과회 2: Young 

Analytical Chemists, 분석화학분과회 3: 

New Trends in Bio-Chemical 

Separations, 생명화학분과회 1: Cell 

Signaling 생명화학분과회 2: Structural 

Genomics, 유기화학분과회 1: Today and 

Tomorrow in Organic 

Chemistry-1,Cornerstones in Organic 

Synthesis, 유기화학분과회 2: Today and 

Tomorrow in Organic 

Chemistry-2,Current Trends in Organic 

Reactions, 유기화학분과회 3: Today and 

Tomorrow in Organic Chemistry-3, New 

Waves in Organic Materials, 의약화학분과

회 1: Development of Carbohydrate- 

Based Drugs, 의약화학분과회 2: 

GPCR-Targeted Drug Discovery, 전기화학

분과회 1: Future Direction of 

Electrochemistry for Interdisciplinary 

Science Research, 초중등교사분과회: New 

Trial in Science Textbook for Next 

Generations, 화학교육분과회: Past, 

Present and Future of Chemical 

Education등이 주제로 발표되었다. 

Ÿ 기기전시회

2006년도 춘계학회의 기기전시회는 KINTEX 

2,3층 로비에서 학생들의 포스터발표와 병행

하여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

며 또한 경품을 준비하여 가능한 많은 회원들

이 기기전시 업체를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

였다. 각 기업들은 데모 장비나 제품들을 다양

하게 전시하여 자사의 이미지와 첨단 제품에 

대한 홍보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참관자들

은 화학관련 기업의 기술 수준 및 제품에 대한 

정보를 현장감 있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

다. 이번 학술발표회에 후원 및 참여한 업체는 

가람교역, 교보문고, 대일테크, 동명과학상사, 

동일과학, 디아이, 머크㈜, 메카시스, 바이오텍

㈜, 바이텍켐스, 브러커옵틱스코리아㈜, 사이

플러스, 삼인싸이언스, 삼흥인스트루먼트, 석

림교역, 선일아이라, 세종과학산업, 세종에스

씨아이, 세진시아이, 수림교역, 신원데이터넷, 

씨그마알드리치코리아(유), 씨애치씨랩, 신코, 

알에스텍, 에스엔티과학㈜, 영린기기, 영화과

학, 웅기과학, 이수산업, 이우과학교역, 인성크

로마텍, 일신랩, 자유아카데미, 제19회 국제화

학교육대회 조직위원회, 조일인터내셔날, 존와

일리앤드손스아시아㈜ 한국지점, 제이엘사이

언스, 진성레이져, 청문각, 케이맥㈜, 케이엔에

프뉴베르거(유), 케이오에스, 코리아테크, 큐빅

레이저시스템, 파카코리아㈜, 퍼킨엘머(유), 한

국WH상사, 한국내쇼날인스트루먼트㈜, 한국

전광㈜, 한울, 화신기계상사,  Elsevier Korea, 

IChO-2006 조직위원회, 영인과학, 경기도경

제단체연합회 등 56개 업체이다. 이 기회를 빌

어 본 학회의 행사에 참여하여 주신 업체에 진

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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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8회 학술발표회, 총회 및 기기전시회

Ÿ 개관

일 시: 1006년 10월 19~20일(목·금)

장 소: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발표논문: 1,126편

등록인원: 2,000명(정회원 640명, 학생회원 

1,343명, 비회원 17명)

대한화학회 창립60주년 기념 제98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가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개

최되었다. 2006년도는 과기부에서 정한 ‘화학

의 해’이며 본 학회가 창립 된지 50주년이 되

는 해라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이틀간의 

학술발표회 기간동안 학회 참석자들은 그동안 

연구실에서 얻은 노력의 결과물 들을 발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학회장 주변은 전

국 각지에서 참석한 화학인들의 학술발표와 만

남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였으며 포스

터발표와 기기전시를 같은 장소에서 병행하여 

많은 회원들이 기기전시업체를 방문할 수 있어 

행사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포스터발표회가 끝난 후 회원들에게 경품을 추

첨하여 푸짐한 선물을 제공할 수 있어서 참여

의식을 높이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본 학회의 

행사가 원만하게 끝날 수 있었던 것은 광주전

남지부의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에서 참여하

여 주신 교수분들 그리고 학생 도우미들의 희

생적인 봉사와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관계자

분들의 협조로 이번 행사가 성황리에 끝마칠 

수 있었다. 이에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Ÿ 총회

10월 19일(목) 오후 5시에 광주 김대중컨벤션

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총회에서는 이윤식 

부회장의 사회로 식순에 따라 이은 회장의 개

회사가 있었다. 이어서 광주시장을 대신하여 

이병화 정무부시장께서 환영사를 해주었다. 시

장으로는 기술진보상, 중등학교화학교사상, 국

내우수박사학위논문상, 이태규학술상, KCS- 

Wiley 젊은 화학자상, Sigma-Aldrich 화학자

상이 있었으며 공로패, 표창장, 감사패 및 감사

장 증정이 있었다. 김낙중 부회장의 회무보고

에 이어 분과회 및 지부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를 대신하였다. 2006년 일반, 특별회계 결산

(안)은 2006년도 김낙중 부회장의 설명으로 

이의 없이 승인되었다. 또한 2007년도 임원 

선출과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도 2007년 차진순 회장의 설명으로 

이의 없이 승인되었다. 

Ÿ 학술발표회

이번 대한화학회 창립60주년 기면 제98회 총

회 및 학술발표회에서는 기조강연 1편, 기념강

연 2편, 분과기념강연 3편, 심포지엄 106편(외

국인초청강연 포함), 포스터발표 1,126편 등 

총 1,238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발표는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의 201+202, 

203+204, 206+207, 208+209, 210, 대회장

1,대회장2,대회장3호실에서 순조롭게 진행되

었다. 기조강연으로는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의 Robert H. Grubbs교수가 

“The Synthesis of Large and Small 

Molecules Using Olefin Metathesis 

Catalysis”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호암상 수

상 기념강연으로는 포항공과대학교 김기문교

수가 “Cucurbiturils: Nanobuilding Blocks 

for Functional Materials”, 이태규학술상 기

념강연으로는 서울대학교 정영근교수가 “The 

Pauson-Khand Reaction: From 

Promotion To Green Catalysis” 주제로 발

표를 하였다. 각 분과회의 심포지엄으로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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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화학분과회 1: Nano-Bio Materials for 

Medical Applications, 고분자화학분과회2: 

Polymeric Nano-Assembly, 고분자화학분

과회3: Polymer Photonics Based on 

Nanotechnology, 무기화학분과회1: Young 

Inorganic Chemists, 무기화학분과회2: 

Industry, Business, and Inorganic 

Chemistry1,무기화학분과회3: Industry, 

Business, and Inorganic Chemistry Ⅱ, 물

리화학분과회1: New Perspectives in 

Molecular Spectroscopy and Dynamics, 

물리화학분과회2: Current Trends in 

Statistical Mechanics and Quantum 

Mechanics 물리화학분과회3:, 

Computational Approaches to 

Biomolecular Systems, 분석화학분과회1: 

Advanced Separation Techniques, 생명화

학분과회: Enzyme Catalysis and 

Regulation, 유기화학분과회1: Diversity in 

Organic Chemistry Ⅰ: 유기화학분과회2: 

Diversity in Organic Chemistry Ⅱ, 유기화

학분과회3: Diversity in Organic 

Chemistry Ⅲ, 의약화학분과회: Molecular 

Diversity for New Drug Discovery, 재료화

학: Nanostructured Materials, 전기화학분

과회: Electrochemistry in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화학교육분과회: 

Chemistry Curriculum for High School 

& Science High School, 대한화학회 창립 

60주년 기념 산학심포지엄 및 연합회 제6회 

화학산업 진흥 심포지엄: 화학산업 60년 등이 

주제로 발표되었다. 

Ÿ 대한화학회 창립60주년 기념 산학심포지엄 

및 연합회 제6회 화학산업 진흥 심포지엄

산학심포지엄 “화학산업 60년”이라는 주제로 발

표가 이루어졌다. 발표연사 및 주제는 아래와 같

다. 이재도 원장(한국화학연구원)이 “한국화학산

업의 현황과 발전방향”을 필두로, 유진녕 원장

(LG화학기술연구원)이 “화학산업 60년, LG화학 

60년 - LG화학의 성장과 변천”, 박종세 회장(한

국바이오벤처협회)이 “한국 바이오산업의 진

로”, 이종욱 원장(대웅제약)이 “제약산업 분야에

서 화학기술의 기여”, 박상훈 원장(SK기술원)이 

“석유화학 산업의 전망과 기술개발 현황”, 우상

선부사장(제일모직)이 “한국 고분자 산업 현황”

에 대해 소개하는 진지한 시간이 되었다. 

Ÿ 기기전시회

2006년도 추계학회의 기기전시회는 광주 김대

중 컨벤션센터의 1층 제1전시홀에서 학생들의 

포스터발표와 병행하여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경품을 준비하여 많

은 회원들이 반드시 기기전시 업체를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각 기업들은 데모 장비

나 제품들을 최대한 전시하여 자사의 이미지와 

첨단 제품에 대한 홍보에 열을 올렸다. 참가자

들은 화학관련 기업의 기술 수준 및 제품에 대

한 정보를 현장감 있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번 학술발표회에 후원 및 참여한 업

체는 (도서출판) 사이플러스, ㈜리오스, ㈜선일

아이라, ㈜동일과학, ㈜메카시스, ㈜바이텍세

스템, ㈜신원데이터넷, ㈜씨엠코퍼레이션에이

티, ㈜에이스엔, ㈜영진바이오크롬, ㈜웅기과

학, ㈜이우과학교역, John Wiley & Sons 

Asia, SMTECH, 디아이바이오텍㈜, 브러커옵

틱스코리아㈜, 세진시아이, 씨그마알드리치코

리아(유), 엘세비에르 코리아(유), 엑셀리스㈜

서울지점, 영린기기, 영인과학㈜, 이수산업, 이

우과학교역, 인성크로마텍, 자유아카데미, 청

문각출판사, 코리아테크, 피에스아이에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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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화학연구원, 

광주시 등 34개 업체이다. 이 기회를 빌어 본 

학회의 행사에 참여하여 주신 업체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2007

(운영위원회)

▶ 2007년도 제1차 예비운영위원회

제1차 예비운영위원회는 2006년 8월 17일 

(목)에 대한화학회 회의실에서 9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2007년도 사업계획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어서 계획안의 구체적인 계획을 설

립하기 위한 세부논의 및 다음 모임 전에 예산

(안), 위원장 변경(안)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를 

받기로 결정하였다.

▶ 2007년도 제2차 예비운영위원회

제2차 예비운영위원회는 2006년 9월 23일 

(토)에 대한화학회 회의실에서 15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여기에서는 운영위원들의 상견례가 진행되

었으며, 제1차 예비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검

토 하였고, 토의 사항으로 2007년도 사업계획

(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2007년도 예산(안)의 

검토와 임원(이사) 추천, 만기제위원장 추천, 

산학정보 및 홍보사업위원회 제정(안)을 검토

하고 CEO 초청강연 운영 계획(안), 광고 자료, 

화학세계 관련, IChO-2006 사후 계획(안)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2007년도 춘계총회는 

2007년 4월 19~20(목, 금) COEX에서, 추계

총회는 2007년 10월 18~19일(목, 금) 대구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는 것을 논의하였다.

▶ 2007년도 제3차 예비운영위원회

제3차 예비운영위원회는 11월 24일(금) 오후 

2시, 대구EXCO 503호에서 13명의 위원이 참

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여기에서는 춘계총회 

및 추계총회에 관한 사항이 다시 언급되었으

며, 춘계총회 일시는 2007년 4월 19~20일

(목, 금), 장소는 서울 COEX, 그리고 추계총회 

일시는 2007년 10월 18~19일(목, 금), 장소

는 대구 EXCO로 논의하였다. 총회시의 등록

처(6개) 중 예비등록처를 확대(4개)하여 예비

등록을 유도하기로 논의하였다. 학회 사무국 

이전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는데, 12월 20일 

전후로 날짜를 잡고 12월 1일 제5차 이사회에

서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다. 화상 회의 시스템 

구비 건과 광고에 관한 사항, 화학세계, 특히 1

월호 진행 사항(원고, KG, 춘계총회에 관한 사

항: 학술발표회 안내)을 논의하였다. 기타 화학

교육 홍보위원회 결과 보고, 한국과학교육자회 

설립에 관한 사항 및 과총회장단 회의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 2007년도 제4차 예비운영위원회

제4차 예비 운영위원회는 12월 22일(금) 오후 

4시에 부산 해운대 글로리 콘도 회의실에서 9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여기에서는 2007년도 대한화학회 주요 추진

계획을 논의하였다. 그 내용으로 화학교과서 

편찬, 과학기술부, 학진 및 과학재단 방문 및 

의견제안, 중등 및 대학 화학교육용 자료종합 

및 배부, SSC Kit 교과서, 실험서 및 실험기구 

제작 완료, 지부 활성화 대책, 총회 등록금 차

등화를 논의하였으며 수도권 지역 총회 시 국

내 대기업 CEO급 강연회 및 학생과의 대화시

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였다. 

이를 위해 대상기업을 모색하여 담당을 정해 

직접 방문을 시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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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때에 전국 대학 소재 화학 관련 학과 

우수학생(7학기까지 최고 성적우수자)에게 화

학회장 및 스폰서 명의의 상장과 부상을 수여

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수도권 지역 총회 때 

화학관련 회사의 신입사원 모집 부스 설치와 

CEO 강연 대상 기업의 리쿠르트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학회 로고 기념품 활

성화, 2년간 대한화학회 회장선거 지역별 분석

을 통해 투표율이 높은 지역을 시상하는 방법

도 구상하였다. 산학협동 활성화 추진위원회

(경남대 양정성 교수)와 100회 정기 학술대회 

기념사업 위원회(고신대 김 양 교수)의 임시위

원회 제정 및 활성화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2007년 초에 운영위원 이름이 기입된 학회 

신년 카드를 도안하여 전자메일로 전 회원 및 

관련인사에게 발송하는 것을 계획하였다. 

Bulletin 지의 impact Factor 제고방안으로 

투고료 인상, review paper 투고 장려, 

BKCS 논문인용 보상금 지급에 대한 조심스러

운 의견을 수렴하였다. 

운영위와 각 위원회 간의 정례회의 및 학회 

때 각 위원회 별로 간단한 보고회를 위한 공시

안 마련을 구상하였으며, 초중고, 대학에 비치

되어 있으나 사용하지 않는 화학약품 활용대책 

및 폐시약 처리 방안도 모색하기로 하였다. 대

학 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 등의 단체회비를 현

실화하는 방안도 모색하였다. 

회장 임기2년제 실시(2010년도 선거부터)와 

화학회 특별회계 활용방안에 대한 설문서 조사

를 기획팀이 1월중에 마련하여 실시 조사키로 

계획하였으며, 2007년도 정기운영위원회 모임 

요일(금요일 기준으로)을 논의하여 제1차 정규 

운영위원회 모임을 1월 12일 오후 4시에 개최

하기로 정하였다. 기타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 2007년도 제1차 운영위원회

제1차 운영위원회는 2007년 1월 12일(금)에 

대한화학회 회의실에서 15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여기에서는 2007년도 대

한화학회 주요 추진계획 전체를 놓고 실제 먼

저 수행해나가야 하는 계획에 대한 논의를 하

였다.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지부장 

모임을 2월 12일(월)로 계획하고, 지부활성화

에 대한 현 집행부의 의도를 전달하기로 하였

다. 또한 제위원회 위원장 모임을 2월 26일

(월)로 계획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방법

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회장·이사 임기, 기금

운영에 대한 설문 조사 문건 작업은 기획팀에

서 준비하기로 하였다. Most accessed pa-

per 활용문제도 논의하였는데, 자체 통계자료 

확보 후 논의하여 화학세계에 공지하는 것을 

홍보팀이 제안하였다. 화학회관 활용 건은 2월 

23일(금)에 있을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국제화학올림피아드 사업 후에 남겨 놓은 분광

기에 대한 활용 건은 방안을 결정하여 논의하

기로 하였으며, 직원 재택근무와 명칭에 따른 

처리 및 인사문제는 차후에 총무팀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전달하기로 하였다. 금년 봄 총

회에서 국내 대기업 CEO급 강연회 및 학생과

의 대화 시도를 위한 방안으로 기업대표이사의 

접촉이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

도록 논의하였다. 화학 교과서 저작에 관한 출

판회사 선정준비 및 화학올림피아드 문제

(2002~2006) 출판과 관련한 제반내용은 시간

을 두고 기획팀에서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단

체회원 회비 인상에 대하여는 대한화학회(회장 

차진순)는 2007년 1월 4일(목) 오후 5시 인상

에 대한 취지 설명을 담은 학회 공문을 발송하

기로 결정하였다. 그밖에 기타 여러 가지 현안 

계획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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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도 제2차 운영위원회

제2차 운영위원회는 2007년 1월 26일(금)에 

대한화학회 회의실에서 11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여기에서는 2007년도 대

한화학회 주요 추진계획 중에서 순차적으로 수

행해 나가야 하는 계획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학회보고

사항으로 학진에 프로그램 관리자와 과총 대의

원을 추천 하였고, 2월 12일 지부장 회의, 2월 

13일 연합회 회장단 회의, 2월 23일 이사회 및 

2월 26일 제위원회 개최에 대한 회의개최 안내

를 하였다. 2007년도 과총 학회 학술활동 사업

계획서 제출 자료를 확정하였고, 회장·이사 임

기, 기금운영에 대한 설문조사 문건 작업을 기

획팀에서 마련하기로 논의하였다. 화학회관 활

용 건에 대해서는 내부공사, 3층에 있는 시설 

사용 등에 대한 사항을 업체로부터 설명을 들

었으며, 화학 교과서 저작에 관한 출판회사 선

정 준비 및 화학올림피아드 문제

(2002~20066) 출판 관련하여 관련회사에 공

문으로 처리하여 모집을 하기로 하였다. 사용

할 수 있는 잉여 화학물질의 처리공고 및 운영 

지침을 대한화학회 홈페이지에 마련할 수 있도

록 하여 배너 작성을 지시하기로 하였다. 학회

상 추천 건으로 공로상 수상후보자 추천을 의

결하였으며, 춘계총회 진행 사항을 보고 받았

다. 과학교재(중고등학교) 개발 컨소시엄 구상

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논문 게재비 처리에 관

한 사항은 총무팀에서 처리하기로 논의하였다.

▶ 2007년도 제3차 운영위원회

제3차 운영위원회는 2007년 2월 9일(금)에 대

한화학회 회의실에서 10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여기에서는 과총 2006년

도 사업실적 및 2007년도 학회학술활동사업계

획서 제출에 대한 학회 보고와 2007년도 대한

화학회 주요 추진계획 중에서 순차적으로 수행

해 나가야 하는 계획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지부장 

모임을 2월 12일(월)에 제위원회 모임을 2월 

26일에 계획하여 지부 활성화와 제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로 하

였다. 회장·이사 임기, 기금운영에 대한 설문

조사 문건 작업은 기획팀이 마련하여 총무팀에

서 전체적인 문구수정을 하여 설문조사에 차질

이 없도록 하기로 하였다. 2월 5일에 차진순 

회장, 이상국, 김 양, 최정훈, 정명희 부회장이 

대한화학회 100회 총회의 준비관계로 대구시

장을 만난 것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대구시

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받기로 하였다. 춘계

총회에 기획된 국내 대기업 CEO급 강연회 및 

학생과의 대화 진행사항을 보고 하였으며 이병

민 산학협력 부회장이 전담하여 실질적으로 진

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학회사무실 추가 공사

에 대한 진행사항을 보고하였으며, 사용가능한 

잉여 화학시약 처리공고 및 운영 지침에 대해

서는 홈페이지에 배너로 안내할 수 있도록 대

한화학회에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화학 교과서 저작에 관한 사항은 

출판회사를 모집 중에 있으며 향후 기획팀에서 

보고 하기로 하였으며, 화학올림피아드 문제

(2002~2006) 출판은 업체가 선정되어 진행하

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춘·추계총회 진행사항

이 보고되었는데 그 중에서 학회 구두발표, 포

스터발표에 대한 영문 홈페이지가 없어서 영문 

작업에 대한 것을 학술팀이 주관하여 진행하도

록 하였다. 제2회 한국학술단체연합회 통합학

술대회 주제공지와 기타 사항으로 국제화학올

림피아드 사업 후에 남겨 놓은 분광기 임차 사

용에 대한 홈페이지 공고 등, 규정을 마련하기

로 하였으며, 연초에 회원들에게 화학 회비에 

대해 여러 번 공지하도록 하고, 대한화학회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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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가 항상 업데이트되어 있는지를 확인하

도록 하였다. 그 밖에 기타 여러 가지 현안 계

획 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

▶ 2007년도 제4차 운영위원회

제4차 운영위원회는 2007년 2월 23일(금)에 

대한화학회 회의실에서 11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여기에서는 학회보고 사항

과 토의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논의를 하였다.

학회 보고사항으로는 한국과학문화재단에 과

학문화활동 지원사업 신청을 한양대학교 청소

년 과학기술 진흥센터에서 준비하고 있음을 보

고하고, 2007년 2월 26일에 제위원회, 3월 8

일에 자문회의 개최를 안내하였다. 또한 대한

화학회, 한국물리학회, 대한수학회의 협의회 

구성에 따른 일환으로 2월 15일에 있었던 대

한수학회, 한국물리학회 총무이사와의 만남을 

보고하였다. 토의사항으로 회장·이사 임기, 기

금운영에 대한 설문조사 문건을 일부 자구 수

정 후 추진하기로 논의하였다. 학회 사무실 추

가 작업에 대한 진행사항을 보고 하였으며, 화

학 교과서 저작에 관하여 공문 자구 수정 후 

대학교재 출판사에 안내하기로 하고 화학올림

피아드 문제(2002~2006 출판 관련사항은 마

지막 단계에 있음을 보고하였다. 사용할 수 있

는 잉여 화학물질의 처리공고 및 운영 지침과 

분광기 사용에 대한 대한화학회 홈페이지에 마

련되는 배너 작성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

고하였다. 춘계총회장 방문 일정, 초록접수현

황 등, 춘계총회 진행 사항을 보고받았다.

▶ 2007년도 제5차 운영위원회

제5차 운영위원회는 2007년 3월 9일(금)에 대

한화학회 회의실에서 10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여기에서는 2007년도 학

회 학술활동 사업계획서 제출에 대한 학회 보

고와 2007년도 대한화학회 주요 추진계획 중

에서 순차적으로 수행해나가야 하는 계획에 대

한 논의를 하였다.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학회보고

사항으로 한국과학문화재단에 과학문화활동 

지원사업 신청을 화학 쇼크전으로 하였음을 보

고 하였다. 제2회 한국학술단체연합회 통합학

술대회 참가 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지원 사항을 협회에 문의하고 추후에 협의하기

로 하였다. 자문회의 개최 결과를 보고 하였으

며 앞으로 개최되는 회의를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였다: 기념품사업 위원회, 3월 9일: 화학 교

육홍보위원회, 3월 16일; 정보화위원회, 3월 

23일, 토의사항으로는 춘계총회에서 국내 대

기업 CEO급 강연회 및 학생과의 대화 진행사

항을 보고받은 바, 춘계 학회에서는 산학심포

지엄으로 변경하여 진행하기로 논의하였다. 학

회 사무실 추가 작업은 3월 말까지 완료할 예

정으로 보고하였다. 춘계총회 진행 사항에 대

해서는 3월 말까지 기기전시 참가 업체 확정, 

접수처, 발표 회장, 포스터발표회장, 기기전시

장 등 검토, 초록접수현황 1,230편(2006년 춘

계 1,224편), 춘계학술발표회 안내 포스터 제

작(4월초 배포예정), 학술발표회 일정표 검토, 

KCS-RSC 회의 일정 및 리셉션 등 보다 구체

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대한 민국학술

원 회원후보자 추천에 대해서, 추천기간은 4월 

27 일까지 추천인원은 2~인으로 논의하였으

며, 과학기술부에서 우수과학저널 추천 요청함

에 따라 Science, Cell Nature외 추천으로 J. 

Am. Chem. Soc.와 Angew, Chem. Int. 

Ed.을 추천하였다. 또한 추계학회에 진행하려

고 계획하는 화학 경영자상(가칭) 제정에 대한 

준비를 논의하였다. 그 밖에 기타 여러 가지 현

안 계획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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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도 제6차 운영위원회

제6차 운영위원회는 2007년 3월 23일(금)에 

대한화학회 회의실에서 11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여기에서는 학회보고 사항

과 토의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논의를 하였다.

학회 보고사항으로는 제1차 기념사업위원회 

회의, 제1차 화학교육 홍보위원회 회의, 제1차 

정보화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3월 

23일에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 4월 6일에 제2

차 이사회, 4월 16일에 KCS-RSC 회의, 4월 

18일에 제2차 지부장 회의가 있음을 공지하였

다. 토의사항으로 서울 삼성동COEX에서 개최

되는 춘계총회의 준비상황 및 진행사항을 논의

하였다. 대한민국학술회원 회원후보자 추천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분광기 대여 신청서 검토 

및 대여에 관한 규정을 준비하였다. 회장 임기 

연장 및 특별기금 활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3월 

22일까지 연장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논의하기

로 정하였다. 과총 국내 학술지 평가제도 개선 

및 육성지원 방안 공청회에는 학술부회장과 사

무국에서 참석하기로 하였다. 대학교재 출판에 

관한 사항은 4월 13일로 마감 변경하여 다시 

안내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하였다. 기타 사항으로는 여러가지 사안 

중에서 수학/과학 교육 정책과 국가 경쟁력 포

럼에 본 학회가 후원학회로 참여하기로 논의하

였다.

▶ 2007년도 제7차 운영위원회

제7차 운영위원회는 2007년 4월 6일(금)에 대

한화학회 회의실에서 11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여기에서는 학회보고사항으로 4월 6일에 대

한수학회, 한국물리학회, 대한화학회의 3개 기

초과학 학회의 회장단의 모임으로서 기초과학 

중등교육의 방향과 기초과학 연구자의 최저 연

구비 보장이라는 아젠더를 가지고 ‘기초과학 

학회협의체’ MOU체결식을 대한화학회 회의

실에서 신문기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거행하였

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4월 6일에 제2차 이사

회, 4월 16일에 KCS-RSC 회의, 그리고 4월 

18일에 제2차 지부장 회의가 개최된다는 사항

을 공지하였다. 토의안건으로는 대학교육협의

회 대학 화학분야 평가기준작성에 대해 학회차

원의 직접적인 관련보다는 대학교육협의회 자

체적으로 해결하게끔 하는 방향으로 논의하였

다. 중요 사항으로 춘계총회 진행사항의 보고

와 원활한 학술대회 진행을 위해 여러 가지 사

안을 논의하고 업무 분담에 대한 구체적 사안

은 춘계총회 개최 주초에 운영위원들에게 전달

하기로 하였다. 대한민국학술회원 회원후보자 

추천으로 4명의 추천자가 추천됨을 확인하였

고, 분광기 대여 신청서 검토 및 대여에 관한 규

정을 최종적으로 검토하였다. 대학교재출판에 

관한 사항으로 마감 일자를 4월 13일로 변경하

여 다시 안내하기로 하였다. 이사회 준비사항으

로는 IChO 기금 개정(안)과 화학 경영자상(가

칭) 제정(안)을 검토하였다. 그 밖에 기타 여러 

가지 현안 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 2007년도 제8차 운영위원회

제8차 운영위원회는 2007년 5월 4일(금)에 대

한화학회 회의실에서 8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

운데 개최되었다. 여기에서는 학회보고사항과 

토의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논의를 하였다.

학회 보고사항으로는 교육부 교과용도서 심

의회 위원 추천, 과총 2007년도 학회 학술활

동 지원금 배정사항, 그리고 2006년도 법인세 

환급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토의사항으로 서

울 삼성동 COEX에서 개최되었던 춘계총회 결

과보고가 있었다. 총 참가인원이 2,406명으로 

최근 학술대회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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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파악되었다. 대학교재출판에 관한 사항

에 대해 신청한 출판사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

며, 전국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와의 배너 

교환 MOU 체결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학술

진흥재단에서 요청한 현재 재단에서 구축중인 

KCI에서 논문을 무료로 서비스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저작권 문제 및 구독회원수의 감소 예

상으로 서비스 실시를 반대하는 것으로 결론지

었다. 2007년도 제2회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통합학술대회는 참여하는 것으로 논의하였으

며, 한양대학교 과학교육연구센터에서 개최하

는 제7회 부모님과 함께하는 이공계 진학진로 

특강에 대해서는 기초과학학회협의체와 한양

대학교가 공동개최하는 것으로 논의하였다. 대

한화학회 직원 채용, 제4회 전국학생 화학포스

터 그리기대회에 대한 후원사항을 논의하였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화학분야 평가편람 개발 

의뢰에 대해서는 대교협 관계자 2분이 참석하

여 화학평가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하였다. 잠

정적으로 화학회에서는 위원을 추천하지 않기

로 결정하였다. 기타사항으로 RSC와의 회의결

과보고가 있었으며 화학경영자상에 대해 화학

세계 6월호에 추천을 안내하기로 하였다. 지부

활성화 사업에 대한 안을 준비하기로 하고, 대

학교재개발에 대해서는 학회에서 지원하기로 

논의하였다.

▶ 2007년도 제9차 운영위원회

제9차 운영위원회는 2007년 5월 18일(금)에 

대한화학회 회의실에서 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여기에서는 학회보고사항

으로 학술진흥재단에 2007년 학술지 계속평가 

신청 준비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제10차 운영

위원회가 6월 8일에 개최된다는 사항을 공지

하였다. 토의안건으로는 추계총회 진행사항, 

즉 대구 EXCO 방문 일정, 분과별 심포지엄 

주제 결정 및 조직책임자 선정(화학세계 7월호

에 게재 예정), 대구경북지부에 행사 협조 요

청, 기조강연자 및 국외 초청연사 초청 건, 

100회 기념행사 일정 검토, 그리고 CEO 기념

강연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였다. 학진, 교육부

의 2007년도 대학, 학회 연구윤리활동 계획공

모에 대해 준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07년

도 제2회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통합학술대회 

참여사항을 다시 확인하였다. 기초과학학회협

의체 행사에 관한 사항으로 학회장께서 5월 

28일 개최되는 풀뿌리 기초과학 살리기 포럼

의 패널로 참여하는 사항을 공지하였으며, 6월 

2일에는 기초과학학회협의체와 청소년 과학교

육센터 주관으로 개최되는 제7회 부모님과 함

께하는 이공계 진학진로 특강에 관한 포럼 행

사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지난 학술대회에서

의 우수포스터상 후보자 및 우수포스터 IUPAC 

회장상 수상자를 선정하였으며, 고교 교재 개

발에 대한 사항은 출판사와 논의 후 진행하기

로 하고, 지부 및 소규모 활동 지원사업 지침서

를 검토하였다. 대학교재 출판에 관한 사항과 

올림피아드 문제집 출판에 관한 계약서에 대해 

세심하게 검토하였다. 그 외에도 직원 채용 결

과를 보고하였으며, 기타 여러 가지 현안 계획

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 2007년도 제10차 운영위원회

제10차 운영위원회는 2007년 6월 8일(금)에 

대한화학회 회의실에서 12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여기에서는 학회보고사항

과 토의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논의를 하였다.

학회 보고사항으로는 학술진흥재단에 2007

년도 학회 연구윤리활동 계획공모 신청, 한국

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에 교수연구활동지원금 

신청, 2007 문화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선정심

사위원 추천 사항, 그리고 제11차 운영위원회



178 (사)대한화학회 75주년 자료집

가 6월 29일에, 연합회 회장단 모임이 6월 14

일에, 제9회 산학심포지엄이 6월 14일에 있다

는 것을 보고하였다. 토의사항으로는 추계 대

한화학회 총회 진행사항을 보고하였다. 여기에

서는 대구 EXCO 방문 일정을 7월경에 가질 

예정이며, 분과별 심포지엄 주제 결정 및 조직

책임자 선정, 연구윤리활동 심포지엄 기획, 기

조강연, 기념강연, CEO기념강연, 100회 총회 

기념강연 일정, 이태규학술상, 대구경북지부에 

행사 협조 요청사항 등을 협의하였으며, 기조

강연자 및 국외 초청연사 초청 건 및 100회 기

념행사 일정을 검토하였다. 제2회 한국학술단

체총연합회 통합학술대회에 참여사항을 검토

하였으며, 기초과학학회협의회 행사인 ‘제7회 

부모님과 함께하는 이공계진학진로 특강’에 관

한 사항과 ‘풀뿌리 기초과학살리기’ 포럼에 대

한 의견을 나누었다. 고교 교재 개발 건으로 올

림피아드문제를 수록한 올림피아드문제집 출

간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였고, 대학교재 출판

에 관하여 3개 출판사가 참석하여 사업계획 설

명회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있었다. 대한화학

회지에 관한 사항으로 학진 등재학술지로서의 

요구사항을 검토하였고, 개선점, 외국인 투고

의 대한화학회 웹 접근 및 투고 요령, 양식 등

의 영문화 작업 그리고 회지의 크기조정 등 여

러 가지 사안을 논의하였다. Bulletin지의 자

체인용 사안에 대한 대처방안을 편집위원장과 

협의하기로 논의하였으며, EBSCO의 제안 사

항은 학술부회장의 검토 후 논의하기로 하였

다. 대한화학회 회자선거에 관한 사항으로 추

천인이 동시에 여러 회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 사항은 선거

관리위원회에서는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의견을 모았다. 지부활성화 사업으로 경남, 

강원지부에서 신청한 지원서를 검토하여 지원

결정을 하였고, 그 이외에도 기타 여러 가지 현

안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 2007년도 제11차 운영위원회

제11차 운영위원회는 2007년 6월 29일(금)에 

대한화학회 회의실에서 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여기에서는 학회보고사항

과 토의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논의를 하였다.

학회 보고사항으로는 IUPAC 회비 납부 및 

과총에 지원금 청구사항에 대한 보고와 학술진

흥재단에 학회 연구윤리 활동지원을 받게 됨을 

보고하였다. 학술진흥재단에 국내학술지(학회

지) 계속 평가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함과 국

제과학올림피아드 발단식이 6월 29일에 있음

을 보고하였다. 제12차 운영위원회와 제2차 

선거관리위원회가 7월 13일에, 제2차 학술위

원회는 7월 18일에 그리고 제13차 운영위원회

와 제3차 이사회가 7월 27일에 개최됨을 공지

하였다. 토의사항으로 추계총회 진행사항이 논

의되었으며 여기에서는 추계 대구EXCO 행사 

진행사항, 분과별 심포지엄 주제 결정 및 조직

책임자 선정, 연구윤리활동 심포지엄 기획, 기

조강연, 기념강연, 100회 총회 기념강연 일정, 

이태규 학술상, 전체적인 스케줄 검토 후 보완, 

포스터 및 리플렛 검토, 대구경북지부에 행사 

협조 요청 건, 기조강연자 및 국외 초청연사 초

청 건, 100회 기념행사 일정 검토 그리고 

CEO기념강연에 관한 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

을 논의하였다. 2007년도 제2회 한국학술단체

총연합회 통합학술대회 행사 결과보고가 있었

으며 Self Citations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학

술부회장이 Bulletin지 편집위원장과 협의하

여 처리하기로 하였다. 2007년 이공계 진로안

내엑스포 건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 후 처리

하기로 하였다. 지부활성화사업 지원 신청서를 

검토 하였으며, 대전충남지부 지회결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승인 사항이므로 이사회에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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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하였다. 2007 대한민국 과학기술

연차대회에 대한 내용과 2007 Asse 전시회 참

여 사항이 보고되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

서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헌정 대상자 추천 

요청함에 따라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기

로 하였다. 2008년 포스코 청암상 과학상 후

보자 추천 의뢰에 대한 안건은 학술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하였으며 대한화학회상에 관한 사

항으로 기술진보상 수상후보자로 에스텍파마 

대표이사를 추천하기로 하였다. 한국분자세포

생물학회에서 독점시약업체로 인한 시약 가격 

상승 억제책 마련을 위한 관련 학회의 협조 요

청은 본 학회에서 독자적으로 씨그마알드리치

에 시약 가격에 대한 불만을 전달하기로 하고 

한국화학올림피아드문제집 건 및 IUPAC 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도 논의하였다.

▶ 2007년도 제12차 운영위원회

제12차 운영위원회는 2007년 7월 13일(금)에 

대한화학회 회의실에서 13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여기에서는 학회보고사항

으로 교육부 심의위원회의원 후보자 2명 추천, 

학술진흥재단의 국내/국제 학술지 발행 지원 

신청, 학술대회 개최 2차 지원 신청에 대한 사

항을 보고하였다. 제2차 학술위원회는 7월 18

일에 그리고 제13차 운영위원회와 제3차 이사

회가 7월 27일에 개최됨을 공지하였다.

토의안건으로는 추계총회 진행사항의 보고 

및 논의가 있었으며 여기에서는 추계 대구

EXCO 행사 진행사항, 분과별 심포지엄 주제 

결정 및 조직책임자 선정, 연구윤리활동 심포

지엄 기획, 기조강연, 기념강연, 100회 총회 

기념강연 일정, 이태규 학술상, 전체적인 스케

줄 검토 후 보완, 포스터 및 리플렛 검토, 대구

경북지부에 행사 협조 요청 건, 기조강연자 및 

국외 초청연사 초청 건, 100회 기념행사 일정 

검토, CEO 기념강연에 관한 사항, 숙박 및 만

찬 장소 예약, CEO상 건, 기업홍보 전시회 및 

인력박람회 관련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에 협

조요청 공문 발송, 100회 기념 나노 심포지엄, 

이동화학차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였

다. EBSCO관련 처리 건은 학술부회장이 처리

하고 보고하기로 하였으며, 2007년 이공계진

로안내엑스포 건은 학회차원의 참가를 결정하

였다. 지부활성화사업 지원 신청서 검토하여 

지원결정을 하였고,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헌정 대상자 추천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안내 및 분과회에 추천 요

청하기로 하였다. 화학술어집 제5개정판에 관

한 사항은 불원간에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하

여 화학술어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하였다. 국제

화학올림피아드기금(IChO) 기금관리에 관한 

시행세칙(안) 검토하였으며, 한국화학올림피아

드 문제집 건을 검토하였다. 한국분자세포생물

학회 요청 씨그마알드리치사 독점시약업체에 

대한 사안은 대한화학회 공문으로 처리하고 나

서 회신 받은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한국분자

세포생물학회에 회신하는 것으로 하고 씨그마

알드리치사에는 대학연구자 할인을 요청해 보

는 것으로 논의하였다. 그 외에도 검찰청의 미

술품 분석관련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추천 건은 

홍보부회장과 전문가 2인을 추천을 하기로 결

정하였으며, 기타 여러 가지 현안 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 2007년도 제13차 운영위원회

제13차 운영위원회는 2007년 7월 27일(금) 

오후 2시부터 대한화학회 회의실에서 14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여기에서는 

학회보고사항과 토의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논

의를 하였다.

학회 보고사항으로는 학술진흥재단에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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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술지 발행지원 신청기간이 8월 10일부

터 9월 5일까지라는 것을 보고하였으며, 학술

대회개최 2차 지원 신청기간이 8월 10일부터 

29일까지로 정해져서 7월 27일 오후 2시에 설

명회 개최를 보고하였다. 여기에서는 ‘제15차 

유기규소화학국제심포지엄’, ‘제17회 국제유

기합성 학술대회’에 대한 설명을 주관책임 교

수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며, 운영위원회의에서 

합당한 학회 방침을 논의하여 1개 사업을 추천

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제39차 국제화학올림

피아드 결과로 한국이 4위(금3, 은 1; 러시아, 

중국, 폴란드가 공동 1위(금4))가 되었다는 것

을 보고하였다. 회의 개최안내로 제3차 이사회

가 7월 2일 오후 4시에, 제14차 운영위원회가 

8월 17일 오후 3시에, 그리고 제3차 선거관리

위원회가 8월 17일 오후 5시에 있음을 공지하

였다. 토의사항으로 추계총회 진행사항이 논의

되었으며 여기에서는 추계대구EXCO 행사 진

행사항, 분과별 심포지엄 주제 결정 및 조직책

임자 선정, 도우미, 연구윤리활동 심포지엄 기

획, 기조강연, 기념강연, 100회 총회 기념강연 

일정, 이태규 학술상, 전체적인 스케줄 검토 후 

보완, 포스터 및  리플렛 검토, 대구경북지부에 

행사 협조 요청 건, 기조강연자 및 국외 초청연

사 초청 건, 100회 기념행사 일정 검토, CEO 

기념강연에 관한 사항, 대구 지역 숙박사항, 기

업홍보 전시회 및 인력박람회 관련사항 그리고 

이동화학차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였

다. 2007년 8월 10일(금)부터 15일(수)까지 

열리는 2007년 이공계 진로안내엑스포 사업 

건에 대한 사업계획서, 예산에 대한 논의가 있

었으며, 슬로건으로는 ‘함께하는 화학, 미래로 

세계로!’를 결정하였다. 한국과학 기술한림원

에서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헌정 대상자 추

천 요청에 대해 분과회에 8월 10일까지 추천 

요청을 하였으며, 본 학회의 홈페이지에 공지

함을 보고하였다. 화학 대학교재 출판계약을 

위한 최종 제안요청서 및 운영세칙(안)에 대해

서 차기 운영팀과 협의 후 논의하기로 하였고,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에서 독점시약업체로 인

한 시약 가격상승 억제책 마련을 위한 관련 학

회의 협조요청은 본 학회에서 독자적으로 씨그

마알드리치에 시약 가격에 대한 불만을 전달하

고, 추가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후 이에 대한 

업체의 입장표명에 대한 답변을 받았으며, 한

국분자세포생물학회에는 추후 결과를 보고 처

리하기로 논의하였다.

▶ 2007년도 제14차 운영위원회

제14차 운영위원회는 2007년 8월 17일(금) 

오후 3시에 대한화학회 회의실에서 7명의 위

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여기에서는 학회보고사항으로 학술진흥재단

에 국내/국제 학술지발행지원 신청기간이 8월 

10일부터 9월 5일까지 라는 것을 보고하였으

며, 학술대회개최 2차 지원 신청에 있어서 ‘제

17회 국제 유기합성 학술대회’로 지원 신청하

기로 함을 보고하였다. 한국과학재단 비상임이

사 후보자로 김유항, 정낙철 교수를 추천하였

고, 회의 개최 안내로서 제3차 선거관리위원회

가 8월 17일 오후 5시에, 제15차 운영위원회

가 8월 31일 오후 4시에 대구EXCO에서 개최

됨을 공지하였다. 토의사항으로는 추계총회 진

행사항의 보고 및 논의가 있었으며 여기에서는 

추계 대구 EXCO 행사 진행사항, 분과별 심포

지엄 주제 결정 및 조직책임자 선정, 초록접수

가 8월 17일 현재 1,198편이라는 현황보고와 

연구윤리활동 심포지엄 기획, 기조강연, 기념

강연, 100회 총회 기념강연 일정, 이태규학술

상, 전체적인 스케줄 검토 후 보완, 포스터 및 

리플렛 검토, 대구경북지부에 행사 협조 요청 

건, 기조강연자 및 국외 초청연사 초청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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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회 기념행사 일정 검토, CEO 기념강연에 

관한 사항, 숙박 및 만찬 장소, CEO상 건, 기

업홍보전시회 및 인력박람회 관련하여 한국산

업단지공단에 협조요청 공문 발송, 100회 기

념 나노 심포지엄, 이동화학차 운영 등 전반적

인 사항을 논의하였다. 2007년 8월 10일(금)

부터 15일(수)까지 열렸던 2007년 이공계 진

로안내엑스포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었으며, 한

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

당’ 헌정대상자 추천 요청에 대해 분과회에 8

월 10일까지 추천 요청을 하고 본 학회의 홈페

이지에 공지함을 보고하였다. 화학 대학교재 

출판 계약을 위한 제안서 건에 대한 논의가 있

었는데, 지속적 사업으로 추진하는 의견에 따

라 차기운영진과 협의하기로 하였다. 기타사항

으로 기초과학 학회협의체 사용 경비에 대한 

각 학회별 회비납부 방침을 보고하였다.

대한화학회의 경사로서 고려대학교의 진정

일 교수가 IUPAC회장에 당선(임기 2008년~ 

2009년)됨을 과총에 통보하기로 하고, 추계총

회 때 회장 당선에 대한 사항을 회원께 보고하

며, 총회 때 당선축하 연설시간을 마련하기로 

논의하였다.

▶ 2007년도 제15차 운영위원회

제15차 운영위원회는 2007년 8월 31일(금) 

오후 4시부터 대구EXCO 503호 회의실에서 

14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여

기에서는 10월 중순의 대한화학회 100회 총회

에 대한 막바지 점검과 학회보고사항과 토의사

항에 대해 검토하고 논의를 하였다.

학회 보고사항으로는 학술진흥재단에 국내/

국제학술지 발행지원 준비상황과 학술대회 개

최 2차 지원 상황을 보고 하였으며, 회의 개최 

안내로 제4차 선거관리위원회가 9월 14일 오

후 4시에 이에 따라 제16차 운영위원회가 9월 

14 오후 2시에 있음을 공지하였다. 토의사항

으로 추계총회 진행사항을 심도있게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여기에서는 발표회장별 일

정, 발표회장 대여 내역, 기타 점검사항을 논의

하였고 전체적인 스케줄 검토 후 보완과 발표

회장을 점검(발표회장 대여, 노트북 등을 점검 

하였다. 8월 30일 현재까지 초록 접수현황은 

1,541편(2006년 추계 1,239편, 2007년 춘계 

1,235편)으로 파악되었다. 원활한 준비를 위하

여 대구경북지부의 엄재국 지부장께 행사 협조 

요청 하고 경북대학교, 영남 대학교, 계명대학

교에 도우미 선발을 요청하였다. CEO기념 강

연은 ㈜동진쎄미켐 회장이 강연하는 것으로 계

획하였으며, 대구 숙박시설 및 식사예약에 대

한 사항도 점검하였다. 학생들을 위한 경품행

사는 춘계총회와 동일하게 상품을 구매하며 

10월 18일 오후 6시, 10월 19일 오후 5시 30

분에 실시하기로 계획하였다. 진정일교수가 

IUPAC 회장에 당선됨을 축하드리기 위해 10

월 18일 총회 전에 20분 IUPAC 소개 및 당선

과정을 소개하는 시간을 드리기로 하였다. 대

구시 여성을 위한 강연 연사로 서울대 김희준 

교수를 섭외하였으며, 이동화학차는 이틀 동안 

5층 컨벤션홀에서 운영하기로 하였다. 대구경

북지부와 강원지부 활성화사업 지원 요청에 대

한 승인을 하였으며, NRL에 선정된 신규국가

지정연구실에 축하 공문을 보내드리며 화학세

계에 게재를 협조 요청하기로 하여 10, 11, 

12월에 신규 국가지정연구실 두 곳씩 화학세

계에 게재를 요청드리기로 하였다.

▶ 2007년도 제16차 운영위원회

제16차 운영위원회는 2007년 9월 14일(금) 

오후 2시에 대한화학회 회의실에서 11명의 위

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여기에서는 학회 보고사항으로 학술진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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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에 국내/국제 학술지발행 지원 준비상황과 

학술대회 개최 2차 지원 신청함을 다시 확인하

였으며, 2007년 청소년 이공계진로엑스포 결

과보고서를 제출함을 보고하였다. 제4차 선거

관리위원회가 9월 14일 오후 4시에 개최되어 

2009년도 대한화학회장 선거 투표 개표진행이 

된다는 것을 안내하고, 제17차 운영위원회가 

9월 28일 오후 4시에, 교육지 편집회의가 9월 

28일 오후 6시에 있음을 안내하였다. 토의사

항으로 추계총회 진행사항을 심도 있게 확인하

는 시간을 가졌는데, 여기에서는 추계총회 임

대 계약서 검토, 발표회장별 일정, 발표회장 대

여내역, 기타 점검사항을 논의하였고 전체적인 

스케줄 검토 후 보완과 발표회장을 점검(발표

회장 대여, 노트북 등을 점검)하였다. 업데이트

된 초록 접수현황은 1,575편(2006년 추계 

1,239편, 2007년 춘계 1,235편)으로 집계되

었다. 100회 기념 총회를 맞아 학술부회장이 

문구를 준비하여 FACS 학회의 회장들에게 공

문으로 전달하여 초록집에 100회 기념축하 메

시지를 게재하기로 계획하였다. 원활한 준비를 

위하여 대구경북지부의 엄재국 지부장께 행사 

협조 요청 하고 경북대학교, 영남대학교, 계명

대학교에 도우미 선발을 다시 확인 요청하였

다. 100회 기념식에 앞서 기념 테이프 커팅을 

준비하기로 하였으며, CEO기념강연은 ㈜동진

쎄미켐 회장이 강연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화학경영자상 수상자 강연은 기획부회장이 동

양제철화학 이수영 회장을 방문하여 타진한 결

과, 긍정적인 대답을 얻었음을 보고하였다. 대

구 숙박시설 및 식사예약에 대한 사항도 점검

하였다. 학생들을 위한 경품행사는 춘계총회와 

동일하게 상품을 구매하기로 하여 10월 18일

은 오후 6시 100회 총회기념 화학인의 밤 행

사 직후인 7시 30분에 10월 19일은 오후 5시 

30분에 실시하기로 재조정하였다. 진정일교수

의 IUPAC회장에 당선됨을 축하드리기 위한 

10월 18일 총회 전 20분 IUPAC 소개 및 당

선과정을 소개하는 시간을 드리는 것을 다시 

확인하였으며, 대구시 여성을 위한 강연 연사

로 서울대 김희준 교수 섭외를 재확인 하였고 

이동화학차는 이틀 동안 5층 컨벤션홀에서 운

영하기로 하였다. Bulletin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에 대한 Springer와의 협

력 제안은 불참하기로 하였고, 2011년 

IUPAC 화학의 해 선포 진행사항을 보고(이사

회 안건) 하였으며, 지부활성화 사업 신청 건에 

대해서는 강원지부만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

다. 과총 2008첨단과학기술전문가회의 주제 

추천 요청과 과총 외한국과학기술자협회 협력

의제조사 관련안건 요청은 학술부회장에게 위

임하기로 하였다. 화학 대학교재 출판 건 진행

사항은 차기 운영진과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

고, CAS 100회 기념 축하 메시지를 대한화학

회장에게 협조 요청함에 따라 축하 메시지를 

보내기로 하였다. 그 이외에도 여러 기타 사항

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 2007년도 제17차 운영위원회

제17차 운영위원회는 2007년 9월 28일(금) 

오후 4시부터 대한화학회 회의실에서 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여기에서는 

10월 중순의 대한화학회 100회 총회에 대한 

막바지 점검과 학회 보고사항과 토의사항에 대

해 검토하고 논의를 하였다.

학회 보고사항으로는 회의 개최안내로 교육

지편집회의가 28일 오후 6시에, 제3차 이사회

가 10월 5일 오후 4시에, 추계 기기전시 장소

배정 추첨이 10월 10일 오후 4시에 그리고 제

18차 운영위원회가 10월 12일 오후 4시에 있

음을 공지하였다. 토의사항으로 추계총회 진행

사항을 심도 있게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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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는 발표회장별 일정, 발표회장 대여 

내역, 100회 총회 및 기념 화학인의 밤 행사 

건, 퀴즈 피크닉 건(TBC방송국 퀴즈프로그램 

개발) 및 기타 점검사항을 논의하였고 전체적

인 스케줄 검토 후 보완과 발표회장을 점검(발

표회장 대여, 노트북 등을 점검하였다. 9월 28

일 현재까지 초록접수현황은 1,575편(2006년 

추계 1,239편, 2007년 춘계 1,235편)으로 파

악되었다. 초록작업에 관한 사항 중, 학술부회

장께서 문구 준비, FACS 학회의 회장 명단을 

파악하여 영국, 일본, 미국, 중국, 싱가포르, 타

이완, 인도, 말레이시아, 캐나다, 호주 화학회

에 연락하여 초록집에 100회 기념축하 메시지

를 받아 게재하기로 하였다. 원활한 준비를 위

하여 대구경북지부의 엄재국 지부장께 행사 협

조 요청하여 총회 도우미 10월 17일 10명(오

후 2~7시), 18일 60명 (오전 7시~오후 7시), 

19일 60명(오전 7시~오후 7시), 이동화학관 

운영도우미 25명(10월 18일, 19일), 10월 17

일 10명 등을 선발하기로 하였다. 경북대학교, 

영남대학교, 계명대학교에 도우미 선발을 요청

하였다. 100회 기념행사 포스터 500부, 팜플

렛(3,000부 제작)을 준비하기로 하였고, 100

회 기념식에 앞서 기념 테이프 커팅을 준비하

기로 하였으며 그 이외의 기념식 일정 준비를 

논의하였다. CEO 기념강연은 ㈜동진쎄미켐 

회장이 강연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화학경

영자상 수상자 수상 및 감사의 말씀에 대한 내

용은 기획부회장이 동양제철화학에 공문을 발

송하고 방문할 예정으로 논의하였다. 대구 숙

박시설 및 식사예약에 대한 사항도 점검하였

다. 학생들을 위한 경품행사는 춘계총회와 동

일하게 상품을 구매하며 10월 18일 오후 6시, 

10월 19일 오후 5시 30분에 실시하기로 계획

하였다. 진정일교수가 IUPAC회장에 당선됨을 

축하드리기 위해 10월 18일 총회 전에 20분 

IUPAC 소개 및 당선과정을 소개하는 시간을 

드리기로 하였다. 대구시 여성을 위한 강연 연

사로 서울대 김희준 교수 및 이무상교수를 추

가 연사로 섭외하였다. 학회 공동 교수업적 평

가모형 관련한 안건은 참여하지 않기로 하고, 

2008년도 운영진, 이사회 안건으로서 특별위

원회로 화학전공 학위인증 위원회' 를 두고 진

행하는 사항을 검토하였으며, 화학기술진흥위

원회 개정안과 환경안전위원회 폐지를 검토하

였다. 기타사항으로 대학교 재개발 건은 진행

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결정하였다.

▶ 2007년도 제18차 운영위원회

제18차 운영위원회는 2007년 10월 12일(금) 

오후 4시에 대한화학회 회의실에서 9명의 위

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여기에서는 10월 18~19일의 대한화학회 

100회 총회에 대한 최종점검과 학회 보고사항

과 토의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논의를 하였다. 

학회 보고사항으로 회의 개최안내로 제19차 

운영위원회가 11월 2일 오후 4시에 있음을 안

내하였다. 토의사항으로 추계총회 진행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여기에

서는 발표회장별 일정, 운영진 업무분담, 발표

회장 대여 변경, 안내 현황판 검토, 100회 총

회 기념 화학인의 밤 행사 검토, 퀴즈 피크닉

(TBC 방송국 퀴즈프로그램) 등의 제반 사항을 

검토하였고, 초록 접수현황은 1,577편(2006

년 추계 1,239편, 2007년 춘계 1,235편)으로 

파악되었으며 초록은 인쇄중에 있음을 보고하

였다. 초록 안에는 국제기구 및 외국 화학회 회

장 축하 메시지(IUPAC회장, 말레이시아, 일

본, 미국, 대만, 카나다, 호주)를 게재하였다. 

또한 대구경북지부에 행사협조를 요청하였는

데, 추계총회 도우미 10월 17일 10명(오후 2

시~7시), 18일 60명(오전 7시~오후 7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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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60명(오전 7시~오후 7시), 이동과학차 운

영도우미 25명(10월 18일, 19일), 10월 17일 

10명 등을 배정하였다. 100회 기념행사 준비

현황을 보고하며 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였다. CEO 기념강연으로는 ㈜동진쎄미

켐 회장, 화학경영자상 수상 및 강연은 동양제

철화학 회장으로 정하여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그 이외에도 숙박확인 및 지부장 회의 및 평의

원회의를 10월 17일 오후 5시에 대구 프린스

호텔연회장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정하여 모든 

사항을 검토하였다. 학생들을 위한 경품행사는 

춘계총회와 동일하게 상품을 구매하기로 하여 

10월 18일은 오후 6시 100회 총회기념 화학

인의 밤 행사 직후인 7시 30분에 10월 19일은 

오후 5시 30분에 실시하기로 하였다. 진정일

교수의 IUPAC회장에 당선됨을 축하드리기 위

한 10월 18일 총회 전 20분 IUPAC 소개 및 

당선과정을 소개하는 시간을 드리는 것을 최종 

확인하였으며, 대구시 여성을 위한 강연 연사

로 김희준, 이무상 교수로 계획하는 것으로 확

인하였다. 이동화학차는 이틀 동안 5층 컨벤션

홀에서 운영하기로 하였다. 현수막 준비사항도 

검토되었는데, 외부 대형현수막, 접수처, 총회

장, 100회 기념식장, 100회 기념 총회 화학인

의 밤 행사, 100회 기념나노심포지엄, 대구시 

및 경상북도 여성을 위한 특집강좌, 연구윤리

심포지엄, 프린스호텔(지부장 및 평의원 회의, 

Welcoming Dinner)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사항도 검토하였다. 이날 운영위원회의에서는 

그 이외에도 추계총회에 대한 여러 기타 사항

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 2007년도 제19차 운영위원회

제19차 운영위원회는 2007년 11월 2일(금) 

오후 4시부터 대한화학회 회의실에서 8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여기에서는 

대구시, 경상북도, 대구컨벤션뷰로 결과보고 

준비와 학회보고사항과 토의 사항에 대해 검토

하고 논의를 하였다. 학회 보고사항으로는 회

의 개최안내로 제20차 운영위원회가 16일 오

후 4시에, 제21차 운영위원회가 30일 오후4시

에, 한국세라믹학회 창립 50주년 기념식이 9

일 오전 10시에 AT센터 5층 대회의실에서, 한

국화학관련학회연합회 제7회 화학산업진흥심

포지엄이 15일 영남대학교 국제관 3층 대회의

실에서, 한국화학관련학회연합회 이사회 및 총

회가 30일 오후 4시에, 과실연(바른과학기술

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노벨과학에세이 대

회 시상식이 13일 오후 4시에 서울 삼성동 

COEX컨퍼런스센터 3층에서 그리고 한국과학

문화재단 40주년 기념식이 13일 오후 6시에 

서울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오키드룸(2층)에

서 있음을 공지하였다.

토의 사항으로 금년도 회원 수가 6천명에 근

접하여 6천명 회원 돌파 기념 이벤트를 개최하

기로 하였으며 홈페이지 및 회원께 안내하기로 

기획하였다. 동양제철화학의 이수영 회장(제1

회 화학 경영자상 수상)을 화학세계 12월호에 

인터뷰하여 게재하기로 하였고, 대한화학회 

100회 추계총회 결과를 보고하였다. 지부 활

성화 사업 신청 건으로 울산지부를 지원하기로 

하고, 기타 사항으로 해운대 그랜드호텔 건으

로 본 학회 홈페이지에 배너 광고 또는 광고 

게재요청하며 계약하기로 하였으며, 테크노마

트의 NMR튜브 공동 구매 건으로 이와 관련한 

공동 구매 방법 및 규정을 준비하기로 하였다.

▶ 2007년도 제20차 운영위원회

제20차 운영위원회는 2007년 11월 16일(금) 

오후 4시에 대한화학회 회의실에서 8명의 위

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여기에서는 

학회보고 사항으로 대구시, 경상북도, 대구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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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션뷰로 추계총회 결과를 보고하고, 회의개최 

안내로 제21차 운영위원회가 30일 오후 2시

에, 한국화학관련학회연합회 이사회 및 총회가 

30일 오후 4시에 있음을 공지하였다. 토의사

항으로 화학술어집 개정판 출판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였으며, 학술진흥재단 연구윤리강령에 

관한 사항(결과보고, 연구윤리강령, 특별위원

회 연구윤리위원회 제정(안), 연구논문 윤리지

침 개정)은 차기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기로 하

였다. 임시직 직원채용을 보고하였으며, 한국

과학재단 기초연구본부장 후보자 추천사항을 

논의하였다. 테크노 마트의 Merck Solvent 

공동구매 및 Optima NMR 샘플 튜브 공동구

매 건에 대한 화학회 공문을 마련하여 세진시

아이, 씨그마알드리치에도 화학회 차원의 공동

구매 제안을 하기로 하였으며, 홈페이지를 활

용하여 공동구매 배너를 만들어 진행하고, 학

회에서는 공간만 제공하며 기타 부분은 관여하

지 않기로 논의하였다.

회원 6천 명 돌파 기념 이벤트 건은 11월 

21 ~12월 10일 기간동안에 회원에 가입한 분 

중 5명을 추첨하여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논의하였다. 기타보고사항으로 과

총 뉴스 시사발언대에 이상국총무부회장이 ‘국

제적 명성의 국제적 학술지를 육성하자’라는 

주제로 게재(http://news.kd st.or.kr/시사발

언대)함을 보고하였고, 부산 그랜드호텔과 객

실요금 할인 계약서 건도 보고하였다.

(학술발표회)

▶ 제99회 학술발표회, 총회 및 기기전시회

Ÿ 개관

일시: 2007년 4월 19~20(목, 금)

장소: 서울 삼성동 COEX

발표논문: 1,234편

등록인원: 2,406명

대한화학회 제99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가 서

울 삼성동COEX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

번 봄 총회 및 학술발표회에 등록하고 참여한 

인원만 해도 2,400여 명으로 예년 등록인원을 

훨씬 상회하여 역대 최대 인원을 기록하였다. 

이 지면을 빌어 화학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이번 학

회에서는 대형 전시장을 빌어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회장 출입 단속을 하지 않아 더 많

은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었으리라 기대되어 

실제참석자는 더 많았을 것이다. 학회장의 뛰

어난 접근성 및 편리한 동선의 배치를 위하여 

포스터발표와 기기전시를 같은 장소에서 병행

하여 많은 회원들이 기기전시업체를 방문할 수 

있어 참석인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켰으며, 

행사에 참여한 60여 개 업체로부터도 큰 호응

을 받았다. 특히, 화학회에서 마련한 부스 기념

품 판매에서도 기대이상의 실적을 거둘 수 있

었다. “다가서는 학회, 함께 하는 화학회”를 모

토로 동분서주하고 있는 이번 학회 운영진은 

이번 제99회 학술총회 및 학술발표회에서 많

은 회원과 참석자들의 격려와 충고를 밑거름 

삼아 앞으로 다가올 제100회 총회 및 학술발

표회가 새로운 출발점이 되도록 노력하겠고, 

무엇보다 본 학회의 행사가 원만하게 끝날 수 

있었던 것은 경희대학교, 광운대학교, 이화여

자대학교, 인하대학교에서 참여하여 주신 학생 

도우미들의 희생적인 봉사와 COEX 관계자분

들의 협조로 이번 행사가 성황리에 끝마칠 수 

있었다. 이에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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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총회

4월 19일(목) 오전 11시 10분에 서울COEX에

서 개최된 총회에서는 이익모 부회장의 사회로 

식순에 따라 차진순회장의 개회사가 있었다. 

본 총회에서는 대한화학회상 시상으로 공로상, 

학술상, 우수논문상, 화학교육상, 학술진보상, 

교육진보상, 공로패 및 감사패 증정이 있었다. 

이상국 부회장의 회무보고에 이어 분과회 및 

지부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였다. 

2006년도 일반, 특별회계 결산(안)은 2006년

도 이윤식 부회장의 설명으로 이의 없이 승인

되었다. 

Ÿ 학술발표회

이번 대한화학회 제99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에

서는 기념강연 1편, 분과기념강연 2편, 심포지

엄 123편(외국인 초청강연 포함), 포스터발표 

1,108편 등 총 1,23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발표는 COEX의 컨퍼런스센타 304, 320, 

321, 330호실, 장보고홀 331, 332, 333, 

334호실에서 진행되었으며, 포스터발표는 장

보고홀과 로비에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본 

학회 학술상 기념강연으로는 고려대학교의 소

재화학과 고재중교수가 “아이디어 도출·분자

설계·분자합성”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각 분

과회의 심포지엄으로는 고분자화학분과회: 

Polymeric Nanomaterials for Biomedical 

Applications Ⅰ, Ⅱ, Flexible Electronics 

Materials and Applications, 공업화학분과: 

Sustainable Chemistry for Biorefinery, 무

기화학분과회: Morphology Chemistry, 

Chemistry-Harmony between New and 

Old Generation, Main Group Element, 물

리화학분과회: Frontiers in Environmental 

Science: Physical Chemist’s Views, 

Physical Chemistry of Porous Materials, 

Current Trend in Molecular-Nano 

Photochemistry, 분석화학분과회: 

Advanced Analytical Techniques, 

Advanced in Food and Drug Analysis, 생

명화학분과회: Nucleic Acids and Nucleic 

Acid Binding Proteins, 유기화학분과회: 

New Trends in Organometallic Catalysis, 

Glycoscience: A New Frontier in 

Chemistry and Chemical, 의약화학분과회: 

Drug Discovery in Metabolic Diseases, 

재료화학분과회: 1st Korea-UK Chemistry 

Workshop: Nanostructured Materials, 

Functional Nanomaterials-Based 

Synthetic Biology, 전기화학분과회: 

Electrochemistry of Carbon Materials, 화

학교육/초중등교사분과회: Theory and 

Practice of Teaching and Learning 

Focused on Instructional Models and 

Inquiry Activity Materials, 산학심포지엄: 

초임계유체기술과 산업적 응용 등이 주제로 발

표되었다. 

Ÿ 기기전시회

2007년도 춘계학회의 기기전시회는 서울

COEX 장보고홀 및 로비에서 학생들의 포스터

발표와 병행하여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

도록 하였으며 또한 경품을 준비하여 많은 회

원들이 반드시 기기전시 업체를 방문할 수 있

도록 유도하였다. 각 기업들은 데모 장비나 제

품들을 최대한 전시하여 자사의 이미지와 첨단 

제품에 대한 홍보에 열을 올렸다. 참가자들은 

화학관련 기업의 기술 수준 및 제품에 대한 정

보를 현장감 있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번 학술발표회에 후원 및 참여한 업체는 

구정크로마텍, 대풍인더스트리, 드림, 디아이

바이오텍㈜, 리오시스템, 마텍무역, 머크, 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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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 바이텍켐스, 사이플러스, 석림랩텍, 선일

아이라, 세종과학PLUS, 세진시아이, 수림교

역, 스펙트리스 코리아, CHP 트레이딩, 신코, 

썸텍비젼, 씨그마 알드리치 코리아 유한회사, 

씨엔티교역, 에이스 코리아, 연세대학교, 영린

기기, 영인과학㈜, 영진바이오크롬, 영진코퍼

레이션, 영화과학, 웅기과학, 윕스, 유맥스, 이

공교역, 이수산업, 이우과학교역, 일본칸타무

디자인㈜ 한국지점, 일신오토켐, 자유아카데

미, 조일인터내셔날, 지스트, 청문각출판사, 케

이오에스, 코리아테크, 큐빅 레이저 시스템, 테

크노마트, 플라즈마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

원, 한국내쇼날인스트루먼트㈜, 한국다이오넥

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수력원자력

㈜, 한국전광, 한울엔지니어링, 한유케미칼, 호

수싸이언스, 화신기계상사, Brukeroptics 

Korea, CAS한국대표사무소, ㈜신원데이터넷, 

Elsevier Korea, KCC, Royal Society of 

Chemistry 등 59개 업체이다. 이 기회를 빌

어 본 학회의 행사에 참여하여 주신 업체에 진

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 제100회 학술발표회, 총회 및 기기전시회

Ÿ 개관

일시: 2007년 10월 18~19일(목·금)

장소: 대구 EXCO

발표논문: 1,577편

등록인원: 2,330명(정회원 787명, 학생회원 

1,493명, 비회원 50명)

대한화학회 제100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가 대

구EXCO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총

회 및 학술발표회는 본 학회 창립 61년 만에 

100회째를 맞이하는 뜻깊은 기회가 되었다. 

이번 총회로 국내에서는 첫 번째로 100번째 

총회를 맞는 학회가 화학회가 되었고 유구한 

전통을 이어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었다. 

이번 대구 총회의 등록인원은 2,300명으로 

이제까지 가을에 열렸던 학술발표회 중 가장 

많은 참석인원을 기록하였고 EXCO를 이틀 동

안 뜨거운 화학의 열기로 가득 채웠다. 학술발

표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화

학인만의 잔치가 아닌 일반 대중에도 화학의 

즐거움을 선보였다. 특히 한양대학교 청소년과

학진흥센터에서 주관한 과학 강연극 및 실험체

험은 미래의 동량인 어린 학생들의 많은 호응

을 받았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연구

윤리에 대한 발표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연사로 

관련 화학과 교수, 행정공무원, 기자, 철학과 

교수를 초빙하여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윤리에 

대해 조망하면서 진지한 토론이 진행되기도 하

였다. 학술발표도 물론 활발하게 진행되어 총 

1,577편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왁자지껄했던 

발표장의 소리들은 화학인의 가을 축제를 실감

하게 하였다. 또한 10월 18일 저녁 대구 컨벤

션센터 5층에서 화학인의 축제인 “100회 총회 

기념 화학인의 밤” 행사를 개최하여 캔맥주 파

티와 대구지역에서 활동으로 ‘B-Boys 공연’ 

등 오랜만에 연구를 벗어나 흥겹고 즐거운 시

간을 가졌다. 

이번 대구 100회 기념 총회 및 학술발표회

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무

엇보다 본 학회의 행사가 원만하게 끝날 수 있

었던 것은 대구경북지부의 지부장님 이하 지부

임원, 경북대학교, 영남대학교, 계명대학교에

서 참여를 독려해주신 교수님들과 참여하여 주

신 학생 도우미들과 한양대학교 청소년과학진

흥센터의 연구원 및 도우미, 대구시, 대구시 교

육청, 경상북도, 경상북도 교육청, 대구시 컨벤

션 뷰로, 대구EXCO 관계자분들의 희생적인 

봉사와 협조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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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전시회에 참여한 모든 업체 관계자분들께

도 감사를 드립니다. 

Ÿ 100회 기념식

10월 18일(목) 오전 11시부터 대구EXCO의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본 학회 제100회 기념총

회 기념식은 이상국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이 

되었다. VIP 소개 및 개회, 국민의례, 기념식 

테이프 커팅 및 기념촬영, 차진순회장의 기념

사, 대구 시장을 대신하여 권영세 행정부시장

의 축사, 제1회 화학경영자상 수상자이신 동양

제철화학 이수영 회장의 수상 기념강연, 동진

쎄미켐 이부섭 회장의 CEO강연이 있었다. 

차진순회장의 폐회가 끝나고 기념식에 참석하

신 모든 분들과의 점심식사가 있었다. 

Ÿ 총회

10월 17일(목) 오후 5시에 대구EXCO 409호

실에서 개최된 총회에서는 이상국 부회장의 사

회로 식순에 따라 차진순 회장의 개회사가 있

었다. 시상으로는 기술진보상, 중등학교화학교

사상, 국내우수박사학위논문상, 이태규학술상, 

KCS-Wiley 젊은화학자상, Sigma-Aldrich 

화학자상이 있었으며 공로패 증정이 있었다. 

이상국 부회장의 회무보고에 이어 분과회 및 

지부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였다.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결산(안)은 2007년

도 이상국 부회장의 설명으로 이의 없이 승인

되었다. 또한 2008년도 임원 선출과 2008년

도 사업계획 및 일반·특별회계 예산(안)도 

2008년 김명수 회장의 설명으로 이의 없이 승

인되었다. 

Ÿ 학술발표회

이번 대한화학회 제100회 기념 총회 및 학술

발표회에서는 기조강연 1편, 기념강연 1편, 분

과기념강연 4편, 심포지엄 144편(외국인초청

강연포함), 포스터발표 1,427편 등 총 1,577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발표는 대구 EXCO의 5층 컨벤션홀 4개, 

306, 314, 315, 316, 409, 504, 505호실에

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기조강연으로는 프랑

스 Universite Louis Pasteur의 Jean-Marie 

LEHN 교수가 “From Supramolecular 

Chemistry to Constitutional Dynamic 

Chemistry”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이태규학술상 기념강연으로는 서강대학교 윤

경병 교수가 “Organization of Zeolite 

Microcrystals for Production of 

Functional Materials”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각 분과회의 심포지엄으로는 고분자화학분과

회 1: Functional Soft Materials with 

Nanostructures, 고분자화학분과회 2: 

Polymer Nanoparticles: Synthesis and 

Applications, 공업화학분과회: Special 

symposium: Dedicated to Professor Sang 

Chul Shim, 무기화학분과회 1: Biological 

Inorganic Chemistry, 무기화학분과회 2: 

Current Trends in Industrial Inorganic 

Materials, 무기화학분과회 3: Free Topics, 

물리화학분과회 1: Ultrafast Phenomena: 

Techniques and Applications, 물리화학분

과회 2: Trends in Surface Chemistry, 물

리화학분과회 3: Modern Computational 

Chemistry and Its Practical Applications, 

분석화학분과회 1: Metrology for FTA and 

WTO, 분석화학분과회 2: Advances in 

Analysis of Environmental Samples, 생명

화학분과회: Lipid Rafts; at a Crossroad 

on Biology, Chemistry, and Physics, 유기

화학분과회 1: Development of New 

Methodologies and Total Synthesi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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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active Natural Products, 유기화학분과

회 2: A New Frontier in Ionic and 

Molecular Sensors, 유기/재료/분석화학분

과회 공동 1: Microchip Chemistry1. 

Organic Chemistry for Microchips, 유기/

재료/분석화학분과회 공동 2: Microchip 

Chemistry 2. Microreaction Chemistry & 

Technology, 유기/재료/분석화학분과회 공

동 3: Microchip Chemistry 3. Detection 

Using Microchips, 의약화학분과회: Recent 

Overview for Overcoming Immune and 

Inflammatory Diseases Chemistry for 

Future Energy, 재료화학분과회 1: 

Materials Chemistry in Frontier Fields, 

재료화학분과회 2: Q Won Choi Award 

Memorial Symposium, 전기화학분과회: 

Development of Science Inquiry and 

Teaching & Learning Method According 

to  New Curriculum, 대한화학회 연구윤리 

심포지엄, 100회 기념 NT 및 초분자심포지엄, 

대구시 및 경상북도 여성을 위한 특집강좌가 

있었으며 포스터발표로는 분과별로 1,427편의 

발표가 이루어졌다. 

Ÿ 기기전시회

2007년도 추계학회의 기기전시회의 대구

EXCO의 3층 전시홀에서 학생들의 포스터발

표와 병행하여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

록 하였으며 또한 경품을 준비하여 많은 회원

들이 반드시 기기전시 업체를 방문할 수 있도

록 유도하였다. 각 기업들은 데모 장비나 제품

들을 최대한 전시하여 자사의 이미지와 첨단 

제품에 대한 홍보에 열을 올렸다. 참가자들은 

화학관련 기업의 기술 수준 및 제품에 대한 정

보를 현장감 있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번 학술발표회에 후원 및 참여한 업체는 (재)

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 ㈜웅기과학, 나노부

품실용화센터, 동일시마즈㈜, 켐테크교역, ㈜

동일과학, ㈜리오시스템, ㈜맥사이언스, ㈜바

이텍켐스, ㈜신원데이터넷, ㈜유케이케미팜, 

㈜이우과학교역, ㈜테크노마트, ㈜플라즈마트, 

㈜하이록스코리아, ㈜한국자이, 덕산약품공업

㈜, 디아이바이오텍㈜, 마이다스시스템, 사이

플러스, 세진시아이, 솔텍, 씨그마알드리치, 아

이엠 코퍼레이션, 에스엠텍, 엘스비아 코리아

(유), 영린기기, 영인과학㈜, 유나교역, 자유아카

데미, ㈜신코, 코리아테크, 큐빅 레이저 시스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

구원, John Wiley, KMAC 등 37개 업체이다. 

이 기회를 빌어 본 학회의 행사에 참여하여 주신 

업체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2008

(운영위원회)

▶ 2008년도 운영위원회

2008년도 화학회 운영위원들은 2007년에 운

영진 구성이 완료된 후, 아래와 같이 모두 일곱 

차례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제1차 8월 

21일, 2차 10월 9일, 제3차 10월 18일 제4차 

11월 9일 제5차 11월 23일 제6차 12월 14일, 

그리고 제7차 12월 28일, 모든 운영위원회는 

화학회 사무실에서 진행되었으며, 학회기간 중

에 개최된 10월 18일 회의만 대구에서 진행을 

하였다.)

여러 차례 열린 운영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학회운영에 대한 기조를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

로 “특별한 초대, 새로운 발견”라는 모토 아래 

모든 회원들이 특별하게 느낄 수 있는 학회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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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과 학술지의 발간 그리고 높아진 회원들의 

위상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게 하자는 여러 가

지의 안이 논의 되었었다. 이들 중 아주 구체적

인 몇 가지 중요한 실천안은 이미 추계학회에

서 발표한 바 있으며, 그 내용은 업무의 효율화

와 화학전공학위인증제 및 동호인 모임의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최근 학회회원들의 인력

교류와 공동연구의 발판이 될 수 있는 화학회 

회원의 인력총람의 발간도 의결하였다. 화학세

계에는 12회에 걸쳐 화학기기스페셜의 특집을 

마련해서 연구관련 기기들의 소개와 이들을 활

용하는 첨단의 연구를 소개함으로서 연구자는 

물론 이웃한 연구 관련자들에게도 새로운 기기

의 정보와 그 활용을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게 

할 생각이다. 또한 2008년도의 봄, 가을 두 차

례 학회는 경기도 고양시의 KINTEX와 제주

도의 제주 IOC에서 개최를 예정하였으며, 이

들 학회에서 더욱 활발한 학문교류의 장이 되

도록 철저한 준비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예년

과 달리 필요한 분과회에서 보다 젊은 연구자

들의 구두발표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학회차

원에서 준비를 할 생각이다.

▶ 제1차 운영위원회

2008년 1월 11일(금)에 대한화학회 회의실에

서 개최된 제차 운영위원회는 1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여기에서는 과총 2007년도 사업실적 및 

2008년도 학회학술활동사업계획서 준비상황

과 학진 2007년도 국내학술지 결과보고서 준

비상황을 보고하였으며 2008년도 본 학회의 

주요 추진계획 중에서 순차적으로 수행해 나가

야 하는 계획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논의된 내

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총무팀에서는 2월과 

3월에 개최되는 회의를 체크하여 정확한 일정

을 정하기로 하였으며 1~2월호 광고 수주 현

황과 전체적인 광고 상황에 대한 검토가 있었

다. 본 학회가 주최하고 제15회 유기규소화학 

국제심포지엄 조직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본 행

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로 하였으며 이러

한 국제학술대회나 기타 학술대회인 경우 본 

학회의 본부나 지부, 분과회에서 주최나 주관

을 하는 경우에만 본 학회에서 협조를 하기로 

하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중등교사 임용

방법에 대한 정책연구계획서를 화학교육 분과

회에 위임하여 참여하기로 하였으며 화학술어

집 제5개정판은 출판 전 본 학회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 회원께 1달 동안 공람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기로 하였다. 

제13회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iniaturized Systems for Chemistry and 

Life Sciences 조직위원회에서 협조 요청한 

건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후 추후 이사회 안

건에 상정하여 논의하기로 하였다. 연구윤리 

강령 제정(안) 및 연구 논문에 대한 윤리 지침 

개정(안)은 총무팀에서 1차적으로 검토한 후 

차기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을 할지를 결정하

기로 하였다. 학술팀에서는 2008년도 춘계총

회에 대한 진행사항과 학진에서 국제학술지의 

대외 협의체 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학술실무이사가 참여하기로 한 내용과 간담회

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기획팀에서는 2008 

화학인력총람 자료 수집 현황과 화학인력총람 

접수에 대한 안내를 팝업창으로 만들어 홍보하

고 이메일이 없는 종신회원께는 안내공문을 우

편물로 발송하여 자료를 받기로 하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화학세계에 안내를 하여 홍보, 많

은 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학팀에

서는 화학세계 3월호 Organic Mass 화학기

기스페셜 특집에 참여할 업체와 원고 취합 사

항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홍보팀에서는 화학

세계 1월호 내용에 대하여 보완할 부분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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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논의하였으며 운영위원의 의견 수렴이 있었

다. 본 회의에서는 본 학회의 새로운 슬로건 공

모 안을 확정하여 회원과 화학과, 전국 교육청

에 홍보를 한 내용과 화학세계 2월호 기기스페

셜 크로마토그래피 원고 취합 사항에 대한 보

고가 있었다.

▶ 제2차 운영위원회

2008년 1월 25일(금)에 개최된 제2차 영위원

회는 12명의 운영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되었다. 여기에서는 학진에서 지원받은 2007

년도 국내학술지 지원금에 대하여 온라인상으

로 결과보고를 한 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본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

면, 총무팀에서는 2월과 3월에 개최되는 회의

를 체크하여 정확한 일정을 확정하였으며 2~3

월호 광고 수주 현황과 전체적인 광고 상황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 지난 1월 11일 한국교육

과정평가원에서 개최된 ‘전공과목의 교사자격 

기준 개발과 평가 영역 상세화 및 수업능력평

가를 위한 워크숍’에 참가한 실무이사는 회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였으며 중등교사 임용방

법에 대한 정책연구계획서를 화학교육분과회

에서 작성, 계획서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제

출하였으며 1월 29일에 이에 대한 계약을 체

결하기로 하였다. 본 학회에서는 제15회 유기

규소화학국제심포지엄 조직위원회에서 협조 

요청한 카드결제기 대여 및 계산서 발행 등 본 

행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기로 하였으며 

한국과학재단에서 2008년도 대통령 과학장학

생 선발과 관련하여 평가지를 추천 요청하여 

화학올림피아드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일부

씩 평가지를 추천하기로 하였다. 2007년도 사

업인 화학술어집 제5개정판은 출판전 본 학회

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 회원께 1달 동안 공

람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기로 하

였다. 학술팀에서는 학진의 국제학술지 대외 

협의체 구성을 위한 간담회에 학술실무이사가 

참석하고 회의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였으며 

2008년도 춘계총회에 대한 진행사항을 보고하

였다. 기획팀에서는 2008 회학인력총람 자료 

수집 현황과 화학전공학위인증제 사업에 대한 

진행사항을 보고하였다. 산학팀에서는 화학세

계 3월호(Organic Mass) 화학 기기스페셜 특

집에 참여하는 광고 업체 주주 현황과 원고 취

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홍보팀에서는 화학

세계 2월호가 현재 인쇄 중으로 화학세계의 출

판 일정에 맞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하였으

며 학회의 새로운 슬로건에 대한 현재까지의 

접수현황을 보고하였다. 또한, 본 학회의 홈페

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주기율표나 화학술어가 

네이버에 정식으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본 학

회에서 제2차 운영위원회는 공식적인 공문을 

네이버에 보내기로 하였다.

▶ 제3차 운영위원회

2008년 2월 15일(금)에 개최된 제3차 운영위

원회는 13명의 운영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

최되었다. 본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총무팀

에서는 2~3월에 개최되는 회의 일정을 점검하

였으며 3~4월호 광고 주주 현황, 춘계총회 참

가 기기전시 접수현황, 춘계 초록집 광고 게재 

업체 섭외 현황, 기타 경기도에 본 춘계총회 행

사에 후원을 요청하는 내용 등을 보고 하였다. 

IUPAC Affiliate Membership Program과 

관련하여서는 화학세계 3월호에 개인으로 가

입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를 하기로 하였으며 

IUPAC Chemistry International 지에 

2006년도에 개최 되었던 화학의 해에 대하여 

소개하는 글을 게재하는데 동의를 하였다. 또

한, 본 회의에서는 지부장회의 및 기금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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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부/고등부 올림피아드문제집을 추가로 인

쇄하는 건은 올림피아드위원회의 결정에 따르

기로 하였다. 학술팀에서는 제101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 준비사항(초록 접수현황, 분과 간

사회 일정, 업무분담, 도우미 협조 요청사항, 

학술상 수상 기념강연 발표 일정, 한국과학상 

수상 기념 강연 발표 일정) 및 2월 13일에 개

최되었던 학술위원회의 회의 결과 보고가 있었

다. 기획팀에서는 2008 화학인력총람 자료 수

집 현황보고, 화학전공학위인증제 사업에 대한 

진행사항 보고 및 경품 목록 점검이 있었다. 산

학팀에서는 화학세계 3월호(Organic Mass) 

화학 기기스페셜 특집에 참여하는 광고 업체 

수주 현황과 원고 취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홍보팀에서는 화학기기스페셜 코너를 좀 더 홍

보 효과를 높이기 위한 편집방법, 원고작성법

에 대한 방안 논의가 있었으며 학회의 새로운 

슬로건에 대한 현재까지의 접수현황과 사상절

차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 제4차 운영위원회

2008년 2월 29일(금)에 개최된 제4차 운영위

원회는 15명의 운영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

최되었다. 본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총무팀

에서는 4월호 광고 현황, 회원현황, 재무현황, 

2월 22일에 개최되었던 제1회 이사회 회의 결

과, 3월 12일에 회의 개최예정인 기초과학학

회 협의체 간담회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학술

팀에서는 제101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 진행사

항(분과 간사회 결과, 초록 등록 현황, 포스터 

제작, 업무분담, 도우미 요청 현황, 노트북 및 

빔 대여 현황, VIP 식사 및 일정, 장소, 평의원 

및 지부장 회의 장소 및 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제5회 전국 학생 화학포스터 그리기대

회는 화학교육분과회 회장은 운영자금을 수주

하기로 하였으며 초중등교사분과회 회장은 본 

행사에 대한 진행 및 업무를 맡기로 하였다. 기

획팀에서는 2008 화학인력총람 자료 수집 현

황 및 추가자료 수집을 위한 홍보방안(춘계학

회 시 PC 설치하여 입력 장려, 인력총람 입력 

홍보 배경 화면 ppt file 작성하여 각 분과별 

발표 장소에서 홍보, 화학 교육분과회 및 초중

등교사분과회에 홍보, 지부 및 분과별로 인력 

총람 입력 홍보, 운영위원회 위원별로 맡은 기

관들 소속 미입력 대상자별로 입력홍보)에 대

한 논의가 있었으며 2월 28일에 개최되었던 

제2차 화학전공학인증제 회의에 대한 결과 보

고가 있었다. 산학팀에서는 화학세계 5월호

(Inorganic Mass) 화학기기스페셜 특집 준비

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홍보팀에서는 4월호 

화학기기스페셜에 대한 원고취합 현황 보고와 

광고 참여업체 섭외 담당 운영진 선정, 새로운 

슬로건에 대한 현재까지의 접수현황과 선정 및 

시상 절차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또한, 본 회

의에서는 2002년도에 발간되었던 바이어스 가

이드를 참조로 하여 추가 보완 및 업데이트를 

한 후 2008년도 바이어스 가이드를 제작하기

로 하였다.

▶ 제5차 운영위원회

2008년 3월 14일(금)에 개최된 제5차 운영위

원회는 13명의 운영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

최되었다. 본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총무팀

에서는 4월호 광고 현황, 회원현황, 재무현황, 

춘계기기전시 접수현황, 3월 7일에 개최되었

던 특별위원회-연구윤리위원회(가칭) 회의 결

과, 3월 12일에 개최되었던 기초과학학회 협

의체 간담회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었다. 기금

위원회 규정 개정(안)과 기금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안)을 검토, 최종안을 4월 4일에 개최되

는 이사회 안건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학술팀

에서는 제101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 진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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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일정 점검, 초록 등록현황, 도우미 명단 

접수현황, 숙박 현황, 노트북 및 빔 대여 현황, 

VIP식사 일정 및 장소 예약현황, 운영/사무국 

업무분담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기획팀

에서는 2008 화학인력총람 자료수집 현황

(815명 접수: 대학편 537, 연구소 및 공공기관

편 174, 기업체편 104)과 춘계총회에 참여한 

회원께 제공할 경품 품목에 대하여 논의, 결정

하였다. 산학팀에서는 화학세계 5월호

(Inorganic Mass) 화학기기스페셜 특집 광고 

섭외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홍보팀에서

는 화학세계 4월호 진행사항, 화학기기스페셜

에 대한 원고 취합 현황, 슬로건 공모에 대한 

현재까지의 접수현황과 선정 및 시상 절차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 제6차 운영위원회

2008년 3월 28일(금)에 개최된 제6차 운영위

원회는 16명의 운영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

최되었다. 본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총무팀

에서는 5월호 광고 현황, 회원현황, 재무현황, 

춘계기기 전시 접수현황(최종 마감: 59개 업체 

67부스 참여), 춘계 초록집 편집방향에 대한 

보고 및 논의가 있었으며 4월 4일에 개최 예정

인 제2차 이사회 안건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 

3월 26일에 개최되었던 기초과학학회 협의체 

회의 결과보고가 있었으며 본 학회의 정관, 기

금위원회 규정 개정안, 기금에 관한 시행 세칙 

개정안을 추가 검토하였다. 또한 특별위원회 -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제정(안)은 선호 성 부회

장이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을 준비한 후, 이익

모 교수와 총무팀이 검토하여 최종안을 확정한 

후 제2회 이사회 안건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부산지부에서 지부 행사에 대하여 지원금 신청

을 하여 지원을 해 주기로 결정하였다. 학술팀

에서는 제101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 진행사항

(발표일정 점검, 업무분담 세분화 검토, 숙박 

예약 현황, 노트북 및 빔 대여 현황, VIP 식사

일정 및 장소 예약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

며 4월 2일에 개최 예정인 과총 주요 학회장 

초청 오찬 간담회(안건: 학회 학술활동 홍보에 

관한 사항, 과총과 학회간 커뮤니케이션 활성

화에 관한 사항)에는 석원경 학술부회장이 참

석하기로 하였다. 기획팀에서는 2008 화학인

력총람 자료 수집 현황(909명 접수: 대학편 

602, 연구소 및 공공기관편 189, 기업체편 

118)을 보고하였으며 많은 회원이 2008 화학

인력총람 자료 수집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춘

계학술대회에서 입력부스를 설치하여 자료 수

집을 하기로 하였다. 산학팀에서는 화학세계 5

월호(Inorganic Mass) 화학기기스페셜 특집 

광고 섭외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홍보팀

에서는 화학세계 4월호 진행사항, 화학기기스

페셜에 대한 원고 취합 현황, 화학세계 권두언 

필자 추천 요청, 춘계 학회 포스터 제작현황, 5

월호 화학기기스페셜 원고 취합 현황, 6월호 

화학기기스페셜 원고 청탁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현재까지 공모한 슬로건 중 엄정한 

심사를 거쳐 아래와 같이 최우수 슬로건 및 우

수 슬로건이 선정이 되었다(최우수 슬로건 함

께 하는 화학, 함께 여는 미래 우수 슬로건 2

편: 화학, 행복을 만드는 연금술, 화학의 꿈 미

래로, 화학의 힘 세계로).

▶ 제7차 운영위원회

2008년 4월 11일(금)에 개최된 제7차 운영위

원회는 12명의 운영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

최되었다. 본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총무팀

에서는 5월호 광고현황, 회원현황, 재무현황, 

춘계기기전시 접수현황(최종 마감: 59개 업체 

67부스 참여)에 대한 보고 및 논의가 있었으며 

4월 4일에 개최되었던 제2차 이사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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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가 있었다. IUPAC Request for 

Committee and Commission Member 

Nominations 건은 국가회원기관인 과총에서 

본 학회에 공식적으로 추천하는 건을 위임한다

는 공문을 받은 후 국제협력위원회에 추천을 

위임하기로 하였다. 화학세계에 게재된 기사의 

사용 허가 건은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화학세

계에서 발췌하였다는 출처를 표시하면 허용토

록 하였으며 Chemistry- An Asian Journal

의 Editorial Country의 모임인 ACES(Asian 

Chemistry Editorial Society) 회의 관련하

여서는 학회 차원에서 회의 장소 사용료, 그리

고 오찬회의 비용은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학회 

대표로는 김명수 회장, 강한영 부회장, 석원경 

부회장이 참석하기로 하였다.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구성 보고가 있었으며(위원장: 이순보(성

대), 부위원장: 박종상(서울대), 이익모(인하

대), 위원: 이윤섭(KAIST, Bulletin지 편집위

원장), 윤웅찬(부산대, 학회지 편집위원장)) 제

41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는 차기회장인 윤민

중 교수께서 참석하기로 하였으며 전국여성과학

기술인 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사이언스 탁아

방’ 설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 건은 

춘계총회장에 장소를 마련해 주기로 하였다.

학술팀에서는 제101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 최

종 진행사항(발표일정 점검, 업무분담 세분화 

검토, 숙박 예약현황, 노트북 및 빔 대여현황, 

VIP식사 일정 및 장소 예약 현황)에 대한 보고

가 있었으며 4월 2일에 개최되었던 과총 주요 

학회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 대한 보고가 있었

다. BK21 중간평가 관련 평가위원 추천은 학

술팀에서 분과회에서 위원을 추천받아 추천을 

하였다. 기획팀에서는 2008 화학인력총람 자

료 수집 현황(929명 접수: 대학 편 614, 연구

소 및 공공기관편 195, 기업체편 120)을 보고

하였으며 많은 회원이 2008 화학인력총람 자

료 수집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춘계학술대회

에서 입력부스를 설치하여 자료 수집을 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초과학협의체(수학회, 물리학

회, 화학회) 기초과학포럼이 5월 2일에 신정부 

기초과학 정책에 대한 주제로 포럼이 개최될 

예정임을 보고하였다. 산학팀에서는 화학세계 

5월호(Inorganic Mass) 화학기기스페셜 특집 

광고 섭외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홍보팀

에서는 화학세계 5월호 진행사항, 화학기기스

페셜에 대한 원고 취합현황, 화학세계 권두언 

필자 추천 요청, 춘계 학회 포스터 제작 현황, 

5월호 화학기기스페셜 원고 취합 현황, 6월호 

화학기기스페셜 원고 청탁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슬로건 당선자 9인에 대한 시상은 우

편으로 보내기로 하였다. 화학회에서 기업체 

등을 방문할 때 사용할 기념품 마련에 대한 논

의도 있었다.

 

▶ 제8차 운영위원회

2008년 4월 25일(금)에 개최된 제8차 운영위

원회는 13명의 운영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

최되었다. 본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총무팀

에서는 5월/6월호 광고 현황, 회원현황, 재무 

현황, 춘계총회에 참가한 참가자 현황 및 결산

보고가 있었다. 확정된 국내화학올림피아드예

산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제102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 [10월 16~17일(목/금) 제주국제컨

벤션센터]에 대한 항공 좌석확보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2015년 IUPAC의 General 

Assembly와 Congress 신청 건은 김명수 회장

과 총무팀에 일임을 하였으며 IUPAC Request 

for Committee and Commission Member 

Nominations 건은 국제협력위원회에서 준비

하기로 하였다. 분석화학분과회에서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교과 내용 부문의 비중이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본 학회에 요청한 건은 본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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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동의하며, 협조하기로 하였다. 학술팀에서

는 춘계총회 결과 보고 및 행사에 대한 보완점 

논의가 있었다.

또한 국제학술지 협의회 창립총회에 본 학회가 

참가하였으며, 69개 학회가 참여하기로 하였

다. 지난 4월 18일에 개최되었던 Bulletin지 

편집위원회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었다. 기획팀

에서는 화학인력총람 자료 접수현황 보고와 기

초과학학회협의체(대한화학회, 대한수학회, 한

국물리학회)에서 주최하는 기초과학포럼이 5

월 2일에 신정부 기초과학 정책에 대한 주제로 

포럼이 개최될 예정임을 보고하였다. 산학팀에

서는 화학세계 5월호(Inorganic Mass) 화학

기기스페셜 특집 광고 섭외 현황에 대한 보고

가 있었다. 홍보팀에서는 화학세계 5월호 진행

사항, 화학세계 권두언 필자 추천 요청, 6월호

(Bio 장비) 화학기기스페셜 원고 청탁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본 학회에서 기업체 등

을 방문할 때 사용할 기념품 마련에 대한 논의

가 있었다.

▶ 제9차 운영위원회

2008년 5월 9일(금)에 개최된 제9차 운영위원

회는 14명의 운영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되었다. 본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총무팀에

서는 6월호 광고 현황, 회원현황, 춘계총회 결

과보고, 2008년도 화학 경영자상 수상후보자 

추천 건, 출판위원회 개정을 위한 논의가 있었

다. 또한 앞으로의 회의개최 안내는 이메일 안

내와 병행하여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기로 하였다. 학술팀에서는 학진의 학술지 평가 

관련 심사항목이 일부 변경된 내용 설명과 학진

에 추계학 술대회 지원금을 신청한 내용, 경암

학술상 후보자 추천에 대한 진행사항보고, 과학

기술계 국회의원 당선인 축하연에 참석한 내용 

보고가 있었으며, 42nd IUPAC Congress 

(China/Korea/UK Symposium on 

Bionanotechnology Co-organized by the 

CCS, KCS and RSC) 행사에 심포지엄 연사

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문대원 박사를 추천

하기로 하였다. 기획팀에서는 화학전공 학위인

증 시행세칙 제정안 검토가 있었으며 2008 화

학 인력총람 자료 수집 현황(940명 접수: 대학

편 620, 연구소 및 공공기관편 198, 기업체 

편 122)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화학 인력총람

에 대한 추가 진행방안으로는 2001년 화학인

력총람에 있는 데이터 작업을 분석하여 학회 

회원이나 2008 화학 인력총람에 등록을 하지 

않은 분께 등록을 요청하기로 하였으며 대학에 

있는 회원은 반드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기로 하였다. 또한 4월 30일에 개최되었던 

연합회 인명록발간 제1차 실무회의 결과보고

가 있었다.(학회 회원에 대한 발송비는 학회별

로 부담), 산학팀에서는 화학세계 7월호 화학

기기스페셜 X-ray 특집에 대한 광고 업체 섭

외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홍보팀에서는 화학

세계 6월호 진행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화학세계가 발간된 후 저자가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있는 PDF을 수정해 주기

로 하였다. 화학세계 권두언 필자 섭외 현황과 

학회 증정용 기념품목 선정에 대한 논의가 있

었다.

▶ 제10차 운영위원회

2008년 5월 23일(금)에 개최된 제10차 운영

위원회는 12명의 운영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본 회의에서는 6월에 개최되는 회

의 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총무팀은 6월

호 및 7월호 광고 현황을 보고하였으며 제주컨

벤션뷰로에서 본 학회 소식지에 광고를 게재하

여 주기로 한 내용보고가 있었다. 또한, 제102

회 대한화학회 추계학술발표회(10월 16~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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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금,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준비사항 보고(항

공, 숙박, 관광 등)가 있었으며 지부활성화 사

업으로 인천지부에서 신청한 학술대회는 지원 

신청한 대로 지원을 해 주기로 하였다. 과실연

에서 협조 요청한 제2회 노벨과학에세이 행사

에 본 학회를 후원기관으로 게재하는 것을 승

인하였으며 대한화학회장상에 대한 상금을 일

부 지원하기로 하였다. 학술팀에서는 추계총회

에 대한 준비사항과 춘계총회 우수포스터상 수

상자 중에서 IUPAC회장이 수여하는 우주 포

스터상 수상자 2인을 선정하였다. 2009년에 

개최되는 제10차 국제칼릭스아렌학회 조직위

원회에서는 본 국제행사가 본 학회 주최로 행

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여 운영위

원회에서 협의, 다음 이사회 안건에 상정하기

로 하였다. 또한 학진에 본 학회명으로 지원금 

신청을 하는 경우는 국내/국외 학술대회를 망

론하고 1개 대회만이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함께 전달하기로 하였다.

2008년도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에서 주최

하는 제3회 통합학술대회에 본 학회가 참여하

는 것은 추후 협의 후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7월 17~18일까지 개최되는 Wiley/ 

ACES meeting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 기획팀

에서는 2008년 화학인력총람 접수현황을 보고

하였으며 화학인력총람 미등록자에게 이메일

을 보내 지속적으로 등록을 요청하기로 하였으

며 이메일로 등록을 독촉 하였어도 등록을 하

지 않는 경우에는 아르바이트생을 구해 화학인

력총람 자료를 취합, 정리하기로 하였다. 산학

팀에서는 화학세계 7월호 ‘화학기기스페셜’ 

Xray 특집에 대한 광고 업체 섭외에 대한 보고

가 있었다. 홍보팀에서는 화학세계 6월호 편집

에 대한 진행사항 보고가 있었으며 화학세계 권

두언 필자 섭외 현황과 학회 증정용 기년품목 

선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8월 기기스페셜

특집 주제를 Imaging 장비에서 고분자장비로 

변경하기로 하고 정병문교수가 이를 담당하기

로 하였다.

▶ 제11차 운영위원회

2008년 6월 13일(금)에 개최된 제11차 운영

위원회는 14명의 운영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본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총무

팀에서는 7월호 광고 현황 보고, 중등 과학 분

야 및 화학 교과 임용시험 연구 결과에 대한 

공청회 결과 보고, IUPAC Request for 

Committee and Commission Member 

Nominations 추천 현황 보고, 영국화학회에

서 본 학회 홈페이지에 배너를 게재 요청한 건

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연합회에서 발간 예정

인 인명록에 본 학회 회원 자료를 어느 부분까

지 제공하느냐 건은 7월 4일에 개최되는 연합

회 회장단 회의 안건에 상정 후 논의하기로 하

였다. 2015년 IUPAC의 General Assembly와 

Congress를 한국에서 개최가 될 수 있도록 개

최 신청을 준비하며 다음에 개최되는 이사회 

안건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학술팀에서는 추계총회 진행사항을 보고하

였으며(제주국제컨벤션센터 답사 일정, 항공 

스케줄, 초록집을 인쇄물이 아닌 CD로 제작하

는 건, 분과간사회 결과보고, 셔틀버스 운행 사

항, 지부장 및 평의원 일정, 본부 숙박 건) 제3

회 화학시화대회와 제5차 전국 학생 화학포스

터 그리기 대회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었다. 과

총에 세계적 국제학술대회 개최에 대한 지원금

을 신청하였으며 7월 17일에 본 학회 회의실

에서 개최 예정인 Wiley 출판사와의 미팅 준

비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기획팀에서는 2008 

화학인력총람에 대한 진행사항을 보고하였으

며 향후 발간 일정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 또한 

6월 26일에 개최되는 기과협 포럼에 대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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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항을 설명하였다. 산학팀에서는 화학세계 

7월호 “화학기기스페셜” X-ray 특집에 대한 

광고 업체 섭외에 대한 보고와 추계총회에서 

개최되는 산학심포지엄 진행사항 보고가 있었

다. 홍보팀에서는 화학세계 7월호 발간 진행사

항과 화학세계 상임 편집위원회에서 검토한 내

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본 학회의 기념품 선

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2008 화학 인력총

람발간 작업이 완료 되는대로 정보화위원회 에

서는 영문투고시스템 작업을 하기로 하였으며 

한국화학회관 건물에 대한화학회 간판을 부착

하는 가능한 공간과 어떤 형태가 가능한지 학

회 사무국에서 알아보기로 하였다.

▶ 제12차 운영위원회

2008년 6월 27일(금)에 개최된 제12차 운영

위원회는 11명의 운영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본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Bulletin지의 영향력지표가 2006년 0.95에서 

1.156으로 향상되었으므로 본 학회의 회원께 

학회 뉴스로 이에 대한 안내를 하기로 하였으

며 화학세계 8월호에는 Bulletin지의 영향력

지표가 향상이 되기까지의 내용을 담아 권두언

으로 게재하기로 하였다. 총무팀에서는 7월호 

광고 확정 사항 보고, 8월호 광고 현황 보고, 

과총 2008년도 학회 학술활동지원금 배정 현

황 보고가 있었다. 7월 18일에 개최되는 

ACES 미팅에서 본 학회가 제공을 하는 부분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고교부교재 발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또한 6월에 만기되는 기금은 

기금위원장과 협의하여 대부분 6개월로 재 예

치하고 일부 기금만 3개월로 예치하기로 하였

다. 2008 KChO 행사에 대한 접수현황 보고

가 있었다. 학술팀에서는 추계총회 진행 사항

을 보고하였으며(제주국제컨벤션센터 답사 일

정, 항공 스케줄, 초록집을 인쇄물이 아닌 CD

로 제작하는 건, 분과간사회 결과보고, 셔틀버

스 운행 사항, 지부장 및 평의원 일정, 본부 숙

박 건) 한국오픈엑세스포럼 결과보고가 있었다

(학술적 가치가 있는 연구 성과물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학술 연구정보 유통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기획팀에서는 2008화

학인력총람작업이 완료되어 출판사 선정, 표

지, 인세, 발간 부수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또한 6월 26일에 개최된 기과협 포럼이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끝났으며 포럼주제

에 대한 열띤 토론이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학

진에 지원 신청 예정인 2008년도 연구윤리활

동 지원사업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결정 하여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산학팀에서는 

추계총회에서 개최되는 산학심포지엄 준비사

항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홍보팀에서는 화학

세계 8월호 원고 접수현황과 화학기기스페셜

(고분자 관련) 원고, 광고 섭외 현황 보고가 있

었다.

▶ 제13차 운영위원회

2008년 7월 11일(금)에 개최된 제13차 운영

위원회는 15명의 운영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본 회의에서 보고 및 논의된 내용

은 총무팀에서는 8월호 광고 현황 보고, 제 3

회 이사회 안건 검토, 운영위원들의 추계학회 

참가 준비(항공권 및 숙박) 사항 보고, 추계학

회기간 중 기업체의 신기술 및 제품에 대한 워

크숍 준비 사항 보고, 기술진보상 수상후보자 

추천 본 학회 입간판 도안 검토, 고교교과서 출

간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진행사항과 출판을 

어떤 출판사에서 어떤 계약조건으로 할지에 대

한 논의가 있었으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화학분야 전문가를 추천 요청하여 3개 분야의 

전문가를 추천하기로 하였다. 또한 연합회 인

명록 발간과 관련하여 본 학회에서는 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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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은 제공하지 않으며 생년만 제공해주기

로 하였다. 학술팀에서는 추계총회 진행사항을 

보고하였으며[포스터 및 부스 배치도 검토, 8

월 10~12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방문 

건으로 준비사항 보고, 미국 중앙관세분석소장 

초청 건 논의] 7월 17일에 본 학회 회의실에서 

개최 예정인 Wiley 출판사와의 미팅 준비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기획팀에서는 2008화학

인력총람에 대한 자료가 모두 취합됨에 따라 

출판사와의 인세, 발간부수, 표지재질을 어떻

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또한 학진에 

2008년도 연구윤리활동 지원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하기로 하였으며 지원이 결정이 되면 추계

학회에서 연구윤리 관련하여 워크샵을 개최하

기로 하였다. 산학팀에서는 추계학회에서 개최

되는 산학 심포지엄(산학연 공동 연구 성공사

례) 진행사항 보고가 있었다. 홍보팀에서는 화

학세계 8월호 발간 지행사항(기기스페셜 고분

자 관련 원고 수집현황, 고분자 관련 업체에 대

한 광고 수주현황)과 9월호 기기스페셜 현미경 

관련 원고 의뢰 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 제14차 운영위원회

2008년 7월 25일(금)에 개최된 제14차 운영

위원회는 11명의 운영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본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학회 

사무국에서는 7월, 8월에 개최되는 회의 일정 

보고와 학술지 및 소식지 발간현황 보고가 있

었다. 총무팀에서는 8월호 광고 확정 사항 보

고, 9월호 광고현황 보고, 제3회 이사회 안건 

검토(대한화학회상 및 외부상 수상후보자 인준

에 관한 사항, 공로패 및 표창장 증정 승인, 대

한화학회 재세칙 및 시행규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2015년 IUPAC General Assembly 및 

IUPAC Congress 유치추진 승인 건, 2009년 

제10차 국제 칼릭스아렌학회 공동 주최에 관

한 사항), 2015년 General Assembly의 유치

추진을 위한 논의가 있었으며 본 행사에 대한 

특별위원회 규정 제정(안)을 준비하기로 하였

다. 한국과학문화재단에서 요청한 수학과학 교

육 내실화 의견수렴 건은 그간에 진행되었던 

자료를 취합한 후 7월 28일까지 제출하기로 

하였다. 학술팀에서는 추계총회 진행 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었으며 7월 17일 일본 학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Wiley와의 회의 결과를 보

고하였다. 또한 7월 18일 롯데호텔에서 개최

되었던 Asian Chemistry Editorial Society 

회의 결과 보고가 있었다(안건: 2007년 편집

보고 및 마케팅 전략, Chemistry-An Asian 

Journal IF: 2,3,4, Chemistry-An European 

Journal과의 협동 및 홍보, 로고 협의(Chem 

PubSoc Europe, Chem PubSoc Asia). 본 

학회의 학회 영문 홍보자료(2005년 제작)를 

업데이트하기로 하였다. 기획팀에서는 2008 

화학인력총람 진행사항 보고와 학진에 2008년

도 연구윤리활동지원사업을 신청한 내용 보고

가 있었다. 산학팀에서는 추계총회에서 개최되

는 산학심포지엄 준비사항에 대한 보고와 화학

기기스페셜 표면분석 특집 광고 섭외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홍보팀에서는 화학세계 8

월호 편집현황과 화학기기스페셜원고, 광고 섭

외 현황 보고가 있었다.

▶ 제15차 운영위원회

2008년 8월 8일(금)에 개최된 제15차 운영위

원회는 13명의 운영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

최되었다. 본 회의에서 보고 및  논의된 내용은 

총무팀에서는 9월호 광고 현황 보고, 운영위원

들의 추계학회 장소 점검을 위한 사전 방문 일

정 보고가 있었다. 본 학회의 지부 및 분과회에

서 학술행사를 개최하면서 본 학회에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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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로 하였다. 그리고 지부에서 학술행사를 

개최하면서 본 학회에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후 지부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해 주기로 하였다. 본 학회의 

학술지 온라인 투고 영문화 작업에 대한 진행

사항을 보고 하였으며 2008년도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 재편(안)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

의 검토 요청이 있어 각 분과회에 재편(안)을 

보내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다. 학술팀에서는 

추계총회에 대한 진행 사항[8월 10일~12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OC) 방문시 업무 일정, 

VCH-Wiley에 Chemistry An Asia Journal: 

CA를 홍보하기 위한 테이블 및 의자를 제공, 

기기전시회 참여 업체 현황보고] 보고가 있었

으며 학진에 본 학회의 학술지를 매호 등록하

는 방법이 변경이 되어 이에 따른 문제점과 이

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기획팀에서는 추계학회에서 발표하는 연구윤

리심포지엄에 대한 연사 섭외현황을 보고하였

다. 산학팀에서는 추계학회에서 개최되는 산학

심포지엄(산학연 공동연구 성공사례) 진행사항 

보고와 화학세계 9월호 10월호에 게재되는 기

기스페셜 광고 섭외 현황보고가 있었다. 홍보

팀에서는 화학세계 9월호 편집 진행사항 보고

와 10월호 기기스페셜 주제 변경(Raman, IR, 

NIR) 보고가 있었으며 11월호 기기스페셜(전

기화학분야) 원고 집필자에 대한 섭외 현황 보

고가 있었다. 학회 영문 홍보자료 업데이트는 

다음 운영위원회 때까지 자료 정리 후 보고하

기로 하였다.

▶ 제16차 운영위원회

2008년 8월 22일(금)에 개최된 제16차 운영

위원회는 11명의 운영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본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학회 

사무국에서는 8/9월에 개최되는 회의 일정 보

고와 학술지 및 소식지 발간현황 보고가 있었

다. 총무팀에서는 9월호 광고 확정사항 보고, 

10월호 광고현황 보고, 추계총회 부스 접수현

황보고, 추계총회 운영진 항공 예약사항 보고

가 있었으며 각 분과회에서 접수된 2008년도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 재편(안)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 또한 본 회의에서는 학술지 온

라인 투고 영문화 작업 진행사항과 작업 일정

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학술팀에서는 추계총

회 진행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운영위

원 8월 10~12일 제주 방문결과 보고함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사장과 제주도 정무부지사 면

담, 접수처 위치 파악, 발표회장 및 부스 설치 

장소 점검, VIP 식사 장소 섭외, 식당 체크, 제

주대학 화학과 교수와의 회의 및 도우미 건, 바

비큐 파티 건, 경품 건, 추계총회 초록 접수현

황 보고, 특별강연 강연 일정, 화학 경영자상 

강연 일정 점검) ACES logo에 대한 의견 검토

가 있었다. 학진의 한국학술지 인용색인 시스

템 등록 방법 변경에 따른 문제점은 학진 담당

자가 학회를 직접 방문해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기로 하였다. 기획팀에서는 학진으로부터 

2008년도 연구윤리활동 지원 사업으로 일부 

지원을 받은 내용과 추계학회에서 발표하는 연

구 윤리심포지엄에 대한 연사 섭외현황을 보고

하였다. 산학팀에서는 추계학회에서 개최되는 

산학심포지엄 준비사항에 대한 보고와 화학세

계 10월호 기기스페셜 광고 섭외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홍보팀에서는 화학세계 9월호 

편집 현황과 화학기기스페셜 10월호 원고 취합 

현황, 11월호 원고 청탁 현황 보고와 학회 영문 

홍보자료를 업데이트 한 후 영문 홍보자료의 편

집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 제17차 운영위원회

2008년 9월 12일(금)에 개최된 제17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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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15명의 운영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본 회의에서 보고 및 논의된 내용

은 총무팀에서는 10월호 광고 현황 보고가 있

었으며 추계총회에 관한 사항으로는 현재까지

의 부스 접수현황, 바베큐 파티 행사 준비사항, 

운영진 항공 예약사항, 추계초록집을 제작하지 

않는 대신 CD를 제작하는 사항, IUPAC 임원

을 위한 리셉션에 초대할 분 명단 사항, 

IUPAC General Assembly(2015년 48회) 및 

IUPAC Congress(2015년 45회) 유치추진위

원회 위원회 구성 보고, 학회 간판에 관한 진행 

사항보고가 있었다. 학술팀에서는 추계총회에 

대한 진행 사항(초록 접수현황, 분과별 포스터 

발표 일정 배정 현황, 포스터 II 발표시간 변경 

내용, 제주MBC에 본 학회 추계학술발표회를 

보도 요청한 사항) 보고가 있었으며, 2008년

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재편(안)에 대한 

안을 준비하여 제출하였으며 과학재단에는 세

계수준의 연구중심 대학(WCU) 1차 패널 평가

자 Pool 구성을 위한 전문가를 추천하였다. 또

한 본 회의에서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 시스템 

등록 방법 변경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

한 진행 사항 보고가 있었다. 기획팀에서는 추

계학회에서 발표하는 연구윤리심포지엄에 대

한 진행사항과 추계총회때 제공하는 경품에 대

한 논의가 있었다. 산학팀에서는 추계학회에서 

개최되는 산학심포지엄(산학연 공동 연구 성공

사례) 진행사항 보고와 화학세계 10월호에 게

재되는 기기스페셜 광고 및 일반광고 섭외 현

황, 우수연구실 섭외 현황보고가 있었다. 홍보

팀에서는 화학세계 10월호 편집사항 보고, 10

월호 기기스페셜 원고 섭외 현황 및 학회 영문 

홍보자료에 대한 업데이트 사항 보고가 있었으

며 추계총회 포스터 시안 검토와 학회 기념품

세트, 스티커 및 포장지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

▶ 제18차 운영위원회

2008년 9월 26일(금)에 개최된 제18차 운영

위원회는 14명의 운영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본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학회 

사무국에서는 10월에 개최되는 회의 일정 보

고와 학술지 및 소식지 발간현황 보고가 있었

다. 총무팀에서는 10월호 광고 확정 사항 보

고, 11월호 광고 현황 보고, 추계총회 부스 접

수현황보고, 제4회 이사회 안건 검토가 있었

다. IUPAC 임원을 위한 리셉션 초청 공문이 

발송되었으며 투고 시스템 국제화 사업에 대한 

일정보고가 있었다. 회원께 애·경사 이메일 안

내는 현재의 경우 애사만 이메일 안내를 하나 

10월 준비 단계를 거쳐 11월부터는 회원의 경

사인 경우에도 회원이 직접 연락을 하는 경우

에는 안내를 하기로 하였다. 최정훈 교수를 

Low-cost instrumentation and Microscale 

Chemistry network 한국 대표로 태국 학회

에 추천하였으며 9월 24일에 개최되었던 한국

화확관련학회연합회 회의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었다. 학술팀에서는 추계총회 진행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운영위원 사무국 업무분

담 점검, 심포지엄 좌장 결정 통보, 기기전시 

부스 배치도 및 포스터 배치도 검토, 제주일보

사에 추계학술발표회 홍보 요청한 내용, 과총

에 추계학술발표회 홍보 요청한 내용) 한국학

술지인용색인 시스템 등록 방법 변경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한 설명회가 10월 1일 학진

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사무국에서 참석하기로 

하였다. 기획팀에서는 2008 화학인력총람 발

간에 대한 진행사항 보고가 있었으며 학진 

2008년도 연구윤리활동 사업 진행사항보고가 

있었다. 산학팀에서는 산학심포지엄 진행 상황 

점검과 화학세계 11월 일반 광고 섭외 현황 보

고가 있었다. 홍보팀에서는 화학세계 10월호 

부록 인쇄현황과 11월호 기기스페셜 전기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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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섭외 현황, 12월호 별책부록 바이어스 가

이드 제작에 따른 준비현황 보고가 있었다.(앞 

뒤 표지 광고 가격, 바이어스 가이드 별책 부록 

종이질, 광고업체 및 비 광고업체 목록 차등화)

▶ 제19차 운영위원회

2008년 10월 10일(금)에 개최된 제19차 운영

위원회는 14명의 운영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본 회의에서 보고 및 논의된 내용

은 총무팀에서는 11월호 광고 현황 보고가 있

었으며 추계총회에 관한 사항으로는 학회 기간 

중의 운영진과 사무국의 업무분담을 점검하였

으며 이번 학술행사에서는 초록집을 발간하는 

대신 초록을 CD로 제작하기로 하고 진행을 하

였다. 또한 본 회의에서는 추계총회에 대한 전

체적인 진행사항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지부장 및 평의원회의 건, VIP식사 건, 바비

큐 파티 건, IUPAC Executive Meeting 후 

갖는 리셉션 건) 10월 6일에 개최되었던 제4

회 이사회에 대한 회의 결과보고가 있었다. 학

술팀에서는 추계총회에 대한 준비사항 최종 점

검이 있었으며 KCI설명회에 참석 후 상황 보

고가 있었다. 학진에 온라인으로 지원 신청하

는 2008년도 국제학술지 발행 지원 계속 과제 

연차보고서 준비사항을 보고하였다. 기획팀에

서는 2008 화학인력총람과 연구윤리심포지엄 

책자가 현재 인쇄 중임을 보고하였으며 아시아

기초과학연구원(ABS) 운영모델 개발을 위한 

토론회가 10월 14일 서울프라자호텔에서 개최

됨을 보고하였다. 산학팀에서는 추계학회에서 

개최되는 산학심포지엄 최종점검 상황과 11월

호 표지 광고 섭외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홍보

팀에서는 화학세계 12월호 별책부록으로 발간 

예정인 바이어스 가이드 제작 방향에 대한 논

의가 있었으며 학회 홍보자료가 출판되어 

IUPAC Executive Meeting에 참여한 분들에

게 홍보하기로 하였다.

(학술발표회)

▶ 제101회 학술발표회, 총회 및 기기전시회

Ÿ 개관

일 시: 2008년 4월 17~18일(목·금)

장 소: 일산 KINTEX

발표논문: 1,441편

등록인원: 2,451명

대한화학회 제101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가 일

산 KINTEX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봄 총회 및 학술발표회에 등록하고 참여한 인

원만 해도 2,451명으로 예년 등록인원을 훨씬 

상회하여 역대 최대 인원을 기록하였다. 이 지

면을 빌어 화학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이번 학회에서

는 대형 전시장을 빌어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학회장 출입 단속을 하지 않아 더 많은 일

반인이 참여할 수 있었으리라 기대되어 실제참

석자는 더 많았을 것이다. 포스터발표와 기기

전시를 같은 장소에서 병행하여 많은 회원들이 

기기전시업체를 방문할 수 있어 참석인원의 다

양한 욕구를 충족시켰으며, 행사에 참여한 60

여개 업체로부터도 큰 호응을 받았다. “특별한 

초대, 새로운 발견”을 모토로 동분서주하고 있

는 이번 학회 운영진은 이번 제101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에서 많은 회원과 참석자들의 격려

와 충고를 밑거름 삼아 앞으로 다가올 제102

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가 새로운 출발점이 되

도록 노력하겠고, 무엇보다 본 학회의 행사가 

원만하게 끝날 수 있었던 것은 고려대학교, 서

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한양대학교에서 참

여하여 주신 학생 도우미들의 희생적인 봉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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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TEX 관계자분들의 협조로 이번 행사가 

성황리에 끝마칠 수 있었다. 이에 모든 분들께 

깊은 가사의 뜻을 전한다. 

Ÿ 총회

4월 17일(목) 오후 5시에 일산 KINTEX에서 

개최된 총회에서는 강한영 부회장의 사회로 식

순에 따라 김명수회장의 개회사가 있었다. 

본 총회에서는 대한화학회상 시상으로 학술

상, 우수논문상, 학술진보상, 교육진보상, 공로

패 및 감사패 증정이 있었다. 강한영 부회장의 

회무보고에 이어 분과회 및 지부사업은 서면으

로 보고를 대신하였다. 2007년도 일반, 특별

회계 결산(안)은 2007년도 이상국 부회장의 

설명으로 이의 없이 승인되었다. 

Ÿ 학술발표회

이번 대한화학회 제101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

에서는 기조강연 2편, 기념강연 2편, 분과기념

강연 3편, 심포지엄 142편(외국인초청강연 포

함), 구두발표 36편, 포스터발표 1,256편 등 

총 1,441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발표는 일산 KINTEX의 207, 208, 209, 

210, 211, 212+213, 302,303, 304, 305, 

306+307호실에서 진행되었으며, 포스터발표

는 그랜드볼룸에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본 

학회 기조강연으로는 Krzysztof 

Matyjaszewski(Carnegie Mellon University) 

교수가 “Functional Nanostructured 

Materials via ATRP with PPM Amounts 

Copper” 주제로 발표하였고 진정일(고려대, 

IUPAC 회장)교수가 “Materials Science of 

Natural and Modified DNAs” 주제로 발표

를 하였다. 한국과학상 수상 기념강연으로는 

백명현(서울대)교수가 “From Macrocyclic 

Complexes to Functional Materials” 주제

로 발표를 하였으며, 대한화학회 학술상 기념

강연으로는 이창희(강원대) 교수가 

“Oligo-pyrrolic Macrocylces: From 

Anion Recognition to Ion-Pair 

Recognition”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각 분과

회의 심포지엄은 고분자화학분과회: 

Molecular Photonics Materials and 

Polymers for Future Technology Ⅰ, Ⅱ, 

Functional Soft Materials: Synthesis and 

Applications Ⅰ, Ⅱ, Ⅲ, Bio-Related 

Polymers, 공업화학분과회: Symposium on 

the Application of Microporous and 

Mesoporous Materials, 무기화학분과회: 

Inorganic Compounds for Photonics, 

Special Symposium: Dedicated to Prof. 

Moojin Jun, Inorganic Compounds for 

Renewable Energy, 물리화학분과회: 

Symposium for Nano-Bio Fusion 

Physical Chemistry, Symposium for 

Nano-Energy Fusion Physical Chemistry, 

분석화학분과회: Young Analytical Chemist 

Symposium, New Technology for 

Chemical Analysis, 생명화학분과회: 

Understanding of Metabolic Diseases, 유

기화학분과회: Diversity in Organic 

Chemistry: Organic Synthesis and 

Synthetic Method, Diversity in Organic 

Chemistry: Functional Organic 

Materials, 의약화학분과회: Recent 

Development of Molecularly Targeted 

Anticancer drugs, 재료화학분과회: 

Materials Chemistry of Nano and 

BioSciences Ⅰ, Ⅱ, 전기화학분과회: 

Electrochemistry in Green Energy 

Technology Ⅰ, Ⅱ, 화학교육·초중등교사분

과회: Issues in Teachers’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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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ination for Secondary Chemistry 

Teachers, 대한화학회: 질량분석기술 심포지

엄(Recent Advances in MS 

Instrumentation for Proteomic 

Perfection: From the Perspective of MS 

Manufacturing Companies) 발표가 있었다. 

구두발표로는 물리화학분과회: Theoretical 

& Experimental Physical Chemistry 

Forum, 유기화학분과회: Oral Presentation 

for Young Organic Chemists, 재료화학분

과회: Chemistry of Nanostructured 

Materials, 화학교육·초중등교사분과회에서 

발표를 하였다. 

Ÿ 기기전시회

2008년도 춘계 학회의 기기전시회는 그랜드볼

룸 및 로비에서 학생들의 포스터발표와 병행하

여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경품을 준비하여 많은 회원들이 반드시 

기기전시 업체를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

다. 기기전시회 참여업체에서는 데모 장비나 

제품들을 최대한 전시하여 자사의 이미지와 첨

단 제품에 대한 홍보에 열중이었으며 참가자들

은 화학관련 기업의 기술 수준 및 제품에 대한 

정보를 현장감 있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

다. 이번 학술발표회에 후원 및 참여한 업체는 

가드너덴버코리아㈜, 덕산약품공업㈜, ㈜동일

과학, 동일시마즈㈜, 두영하이테크, ㈜드림, 디

에스과학, 라이프사이언스, ㈜리오시스템, 리

코코리아㈜, 머크㈜, ㈜메카시스, ㈜바이텍켐

스, 브러커옵틱스코리아㈜, 브로커바이오사이

언시스코리아㈜, ㈜비바젠, 사이플러스, 삼인

싸이언스㈜, ㈜석림랩텍, 세진시아이, ㈜수림

교역, 스펙트리스코리아, ㈜신원데이터넷, 씨

그마알드리치코리아(유), 씨엔티교역, ㈜씨엠

코퍼레이션에이티, 엑셀리스㈜ 서울지점, 엘스

비아코리아(유), 영린기기, 영인과학㈜, ㈜영진

코퍼레이션, ㈜영화과학, (재)울산산업진흥테

크노파크, ㈜웅기과학, 유나교역, ㈜이공교역, 

이수산업, ㈜이우과학교역, 자유아카데미, ㈜

제이오텍, ㈜신코, 케이엔에프뉴베르거(유), ㈜

케이오에스, 코리아테크, 큐빅레이저시스템, 

테크노마트, ㈜티에스싸이언스, ㈜하이록스코

리아, 한국내쇼날인스트루먼트㈜, 한국다이오

넥스㈜, ㈜한국자이, 한국전광㈜, 한국폴㈜, 한

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화신기

계상사, ACS Publications, CHP Trading, 

K-MAC 등 59개 업체이다. 이 기회를 빌어 본 

학회의 행사에 참여하여 주신 업체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제102회 학술발표회, 총회 및 기기전시회

Ÿ 개관

일 시: 2008년 1월 16~17일(목·금)

장 소: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발표논문: 1,543편

등록인원: 2,402명

대한화학회 제102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가 제

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

다. 이번 총회 및 학술발표회는 2004년에 제

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이후 4년 만에 

같은 장소에서 다시 개최되는 뜻깊은 자리였

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총회의 등록 인원은 

2,402명이었으며 이틀 동안 뜨거운 화학의 열

기로 가득 채웠다. 학술발표뿐만 아니라 다양

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연구윤리에 대해 조망하면서 진지한 

토론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학술발표도 물론 

활발하게 진행되어 총 1,543편의 논문이 발표

되었고 왁자지껄했던 발표장의 소리들은 화학

인의 가을 축제를 실감하게 하였다. 또한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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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포스터발표회가 끝나고 제주국제컨벤션

센터 1층 야외장인 이어도프라자에서는 제주 

MBC 소속 3인의 실내악 공연이 1000여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바비큐파티와 함께 이루

어져 깊어가는 가을밤을 본 학술대회에 참여한 

회원 간의 축제의 장으로 이어지게 하였다. 

이번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102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 본 학회의 행사가 원만하게 

끝날 수 있었던 것은 제주대학교에서 참여를 

독려해주신 교수님들과 참여하여 주신 학생 진

행요원들과 제주도특별자치구, 제주컨벤션뷰

로, 제주대학교, 제주대학기초과학연구소 관계

자분들의 희생적인 봉사와 협조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Ÿ 총회

10월 16일(목) 오전 11시 30분에 제주국제컨

벤션센터 탐라홀에서 개최된 총회에서는 강한

영 부회장의 사회로 식순에 따라 김명수 회장의 

개회사가 있었다. 이상복 행정부지사가 제주도 

지사를 대신하여 축사를 해주었다. 시상으로는 

기술진보상, 중등학교화학교사상, 국내우수박

사학위논문상, 이태규학술상, KCS-Wiley 젊은

화학자상, Sigma-Aldrich 화학자상이 있었으

며 공로패 및 표창장 증정이 있었다. 강한영 부

회장의 회무보고에 이어 분과회 및 지부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였다. 2008년 일반, 

특별회계 결산(안)은 2008년도 강한영 부회장

의 설명으로 이의 없이 승인되었다. 또한 

2009년도 임원 선출과 2009년도 사업계획 및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도 2009년 조정혁 부

회장의 설명으로 이의 없이 승인되었다. 

Ÿ 학술발표회

이번 대한화학회 제102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

에서는 특별강연 2편, 기념강연 1편, 분과기념

강연 5편, 워크샵 7편, 심포지엄(외국인초청 

강연포함) 130편, 구두발표 26편, 포스터발표 

1,371편 등 총 1,543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발표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5층 탐라홀, 3층 

한라홀A, 한라홀B, 삼다홀A, 삼다홀B, 301호, 

302호, 303호, 4층 401호, 402A, 402B호실

에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특별강연으로는 

KAIST 이흔교수가 “Ice and Like-Ice: 

Challengeable and Mysterious Material”, 

미국 Ira S. Reese 미국중앙관세분석소 소장

께서 “FTA 시대 무역 기술장벽과 무역 안전분

야 분석과학기술”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화학

경영자상 수상 기념강연이 SK 가스 김치형 대

표이사께서 발표를 하였으며 이태규학술상 기

념강연으로는 서울대학교 강헌 교수가 “UV 

Photochemistry at Ice Surfaces”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New Design Concept and Frontier 

Technology of Liquid Crystals, 고분자화

학분과회 2: Chemistry for the Success of 

Plastic Electronics in Markets, 고분자화학

분과회 3: Carbon Materials for Energy 

and Environment, 무기화학분과회 1: 

Special Symposium: Dedicated to Prof. 

Sock-Sung Yun, 무기화학분과회 2: 

Inorganic Compounds for 

Bio-Applications, 무기·고분자화학분과회 

1: Next Generation Polyolefins with the 

Application of Organometallic Catalysts 

Ⅰ, 무기·고분자화학분과회 2: Next 

Generation Polyolefins with the 

Application of Organometallic Catalysts 

Ⅱ, 무기·고분자화학분과회 3: Next 

Generation Polyolefins with the 

Application of Organometallic Cataly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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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물리화학분과회 1: Symposium for 

Advanced Materials Physical Chemistry, 

분석화학분과회 1: Mass Spectrometry for 

Chemical Analysis, 분석화학분과회 2: 

Novel Methods in Separation Science, 생

명화학분과회 1: Omics & Personalized 

Medicine Ⅰ, 생명화학분과회 2: Omics & 

Personalized Ⅱ, 유기화학분과회 1: 

Diversity in Organic Chemistry(Organic 

Synthesis and Synthetic Method), 유기화

학분과회 2: Diversity in Organic 

Chemistry: Ionic Liquids in Organic 

Chemistry, 의약화학분과회 1: Recent Drug 

Development of Neurodegenerative 

Disease, 의약화학분과회 2: Recent Drug 

Development of Chronic Pain and 

Neuropathic Pain, 재료화학분과회 1: 

Multi-Functional Hybrid Materials Ⅰ, 재

료화학분과회2: Multi-functional hybrid 

materials Ⅱ, 전기화학분과회 1: Advances 

in Electrocatalysis and Electrode 

Materials, 전기화학분과회 2: 박수문 교수님 

화리스미(Khwarizmi)상 수상기념 심포지엄, 

대한화학회 연구윤리 심포지엄, 산학심포지엄: 

산학연 공동연구 성공사례, 물리/유기/화학교

육분과회의 구두발표와 물리화학분과회의 워

크샵 등의 발표가 있었으며 포스터발표로는 분

과별로 1,371편의 발표가 이루어졌다. 

Ÿ 기기전시회

2008년도 추계학회의 기기전시회는 제주국제

컨벤션센터의 1층 이벤트홀에서 학생들의 포

스터발표와 병행하여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경품을 준비하여 많은 

회원들이 반드시 기기전시 업체를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각 기업들은 데모 장비나 

제품들을 최대한 전시하여 자사의 이미지와 첨

단 제품에 대한 홍보에 열을 올렸다. 참가자들

은 화학관련 기업의 기술 수준 및 제품에 대한 

정보를 현장감 있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

다. 이번 학술발표회에 후원 및 참여한 업체는 

㈜교보문고, ㈜바이텍켐스, ㈜신원데이터넷, 

동일시마즈㈜, 머크㈜, 브러커옵틱스코리아㈜, 

사이플러스, 선일아이라, 세진시아이, 센게이

지러닝코리아㈜, 씨그마알드리치코리아㈜, 엘

스비아코리아(유), 영인과학㈜, (재)울산산업진

흥테크노파크, 이우과학교역, 자유아카데미, 

제주대학교, 제주대학교기초과학연구소, 제주

컨벤션뷰로, 제주특별자치도, 조일인터내셔날, 

큐빅레이저시스템, 키티스산학연정보사, 포항

가속기연구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

국코닝,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

학연구원, 한국전광㈜,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화학연구원, FUJI 

SILYSIA CHEMICAL LTD., John Wiley, ㈜

KCC, SK gas 등 36개 업체이다. 이 기회를 

빌어 본 학회의 행사에 참여하여 주신 업체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2009

(운영위원회)

▶ 2009년도 1월 운영위원회

2009년도 대한화학회 운영위원들은 2008년

에 운영진 구성이 완료된 후, 아래와 같이 모두 

일곱 차례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제1차 

7월 17일, 2차 8월 28일, 제3차 9월 18일, 제

4차 11월 6일, 제5차 11월 20일, 제6차 12월 

3일, 그리고 제7차 12월 18일). 모든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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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는 화학회 사무실에서 진행되었으며, 7월 

17일에 개최된 제1차 회의만 대전에서 진행을 

하였다.

여러 차례 열린 운영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학회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기조를 논의하였으

며 그 결과로 “행복한 화합과 즐거운 동행”이

라는 모토 아래 모든 회원들이 행복하고 즐거

움을 느낄 수 있는 학회 운영과 학술지의 발간 

그리고 높아진 회원들의 위상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게 하자는 여러 가지의 안이 논의 되었다. 

이들 중 아주 구체적인 몇 가지 중요한 실천 

안은 이미 추계학회에서 발표 한 바 있으며, 그 

내용은 Young Chemical Scientist상 신설, 

환경화학분과회 신설, 직장 선택 및 인재발굴

을 위한 Job Fair 개최, 함께하는 화학 - 유, 

청소년 참여 과학실험 운영, 학회 발전사업위

원회 신설, 화학전공학위인증제 실시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2009년 1월 1일부터는 Buletin

지와 학회지 모두를 영문 온라인 투고 시스템

을 이용하여 투고가 될 수 있도록 작업 중이며 

화학세계에는 기관소개, 기업소개, 직장소개 

코너를 마련해서 산학연교류의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2009년도의 봄, 가

을 두 차례 학회는 서울 COEX와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이들 학회에서 더

욱 활발한 학문 교류의 장이 되도록 철저한 준

비를 계획하고 있다.

▶ 2009년도 2월 운영위원회

2009년 1월 9일(금)에 대한화학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2009년도 제1차 운영위원회는 17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여기에서는 과총 2008년도 사업실적 및 

2009년도 학회학술활동 사업계획서를 온라인

으로 신청한 현황과 학진으로부터 2008년도 

국내학술지 및 국제학술지의 지원금을 받은 현

황 보고가 있었다. 2009년도 본 학회의 주요 

추진계획 중에서 순차적으로 수행해나가야 하

는 계획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총무팀에서는 1월에 개최

되는 회의를 체크하여 정확한 일정을 정하였으

며 1~2월호 광고 수주현황과 전체적인 광고 

수주 현황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 화학세계 2

월호 “화학과 미래 신기술”로는 “식품과 환경 

유해물질 분석”이라는 주제로 관련 광고 업체

를 섭외하기로 하였다. 본 학회 홈페이지의 구

인/구직란을 새롭게 단장하여 산업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의 구인

/구직란을 꾸미기로 하였다. 학술팀에서는 

2009년도 춘계총회에 대한 진행사항 보고와 

영문 웹 투고시스템 시연에 대한 보고, 2009

년 Pre-ZMPC 행사 시 본 학회가 영수증 발행 

및 학회 카드기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

를 하기로 하였다. 기획팀에서는 2008년 12월 

22일에 개최되었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

업 공청회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2009년 1

월부터 화학전공학위인증제를 위한 접수가 실

시됨에 따른 기업체와 언론 매체에 홍보한 내

용과 접수현황 보고가 있었다. 본 회의에서는 

대전시에 추계학회 행사 사업 보조금을 신청한 

내용과 화학올림피아드 홈페이지에 국제화학

올림피아드에 참가한 학생들과 재학생들을 위

한 café를 만들어서 정보 제공과 참가한 학생

들의 근황 파악, 재학생들의 자긍심을 고취시

키고자 하였으며 화학캠프 개최 건은 협찬사를 

섭외하여 참여하는 학생들이 좀 더 경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으며 개최기간 

등을 논의 중이다. 기초과학회 협의체로부터 

과학교육개선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을 각 학

회별로 2명의 위원을 추천토록 요청 받아 본 

학회에서는 화학교육개선사업위원회 위원장께 

위임, 적임자 2명을 추천 받기로 하였다. 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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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에서는 2009년 춘계총회때 개설하는 KCS 

School 건으로 “신성장동력과 화학산업”이라

는 주재로 발표를 하며 화학세계 2월호 및 홈

페이지에 홍보하기로 하였다. 홍보팀에서는 화

학세계 2월호 원고 수집현황과 화학세계 및 교

육지 원고료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 2009년도 제3차 운영위원회

2009년도 제 3차 대한화학회 운영위원회는 

2009년 2월 13일(금)에 대한화학회 회의실에

서 11명의 운영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

었다.

본 회의에서는 먼저 화학세계 3월호, Bulletin

지 2호, 회지 및 교육지 편집의 진행상황에 대

한 보고가 있었고, 회원 현황 및 화학세계의 광

고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특히 춘계 학술

대회의 초록 접수현황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

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기기 전시 신청이 아직 

미진하여 운영위차원에서 가능한 지원을 하기

로 하였다. 과총에서 요청한 세계적 유명 학술

대회 지원에 학회 개최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잠

정적으로 제10차 국제 칼릭스아렌 학회를 추

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각 지부 및 소규모 활

동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원 요청액에 대한 검

토와 지원액에 대한 토의한 결과 올해는 200

만원을 각 지부에 지원하기로 하기로 하였다. 

총무팀에서는 지금까지의 미수금 현황에 대해

서 토의하고, 작년 말에 이어 한 번 더 공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독촉하기로 하였으며, 본 운

영진 회기 내에 최선을 다해서 미수금을 회수

하여 미불금을 지급하여 미불금을 최소화하기

로 하였다. 화학교육지, 화학세계 등을 일선 학

교에 구독하게 하는 방안으로 교과부 차원에서 

학회지를 일괄 구입하여 배포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 적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기과협에서 협

의하기로 하였다. 현재 사무국 인사 개편이 논

의되고 있는데 개인 사정으로 사의를 표한 사

무국 직원 후임에 대해서 인사 규정에 의거 인

사위원회에서 면접이 진행되고 있다. 학술 팀

에서는 2009년도 춘계총회 준비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초록 접수 기간 연장(2월 16일 

오후 14시까지) 및 장비/부스 신청 현황에 대

해서 보고하였고, 외국 초청 연사 4명을 학술

위원회에서 승인하였으며, 올해는 노벨상 수상

자 급의 초청 연자가 없어 기조강연은 없는 것

으로 결정하였다. 화학세계 3월호에 학술발표

회 일정과 경품추첨 등의 행사에 대해 안내하

기로 하였다. 기획팀에서는 1월 30일 국제과

학 비즈니스벨트사업 특별법 제정 공청회에 참

석하였으며, 2월 20일 화학전공학위인증위원

회를 개최하여 화학전공학위인증제를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우주 대학생 연구지원 장학금 

지원과 함께하는 화학-유·청소년 화학 캠프 개

최를 골자로 한 롯데 장학재단 사업제안서를 

마련하고자 논의하였으며, 첫 단계로 우수 대

학생 연구지원 장학금 지원사업 신청서 초안을 

검토하였다. 3월 20일에 개최되는 울산시 ‘화

학의 날’ 개최행사에 회장 및 부회장단이 참석

하기로 결정하였다. 산학팀에서는 2009년 춘

계총회 때 개설하는 KCS School 건으로 “신

성장 동력과 화학 산업에 대한 일정 확정내용

에 대해서 3월호 싣기로 하고, 또한 회사 및 회

원들의 참가를 독려하기 위하여 각 회사에 초

청장 및 이메일을 보내기로 하였으며, 본 프로

그램의 공공성을 위하여 참가비를 최소한도로 

하고 후원기관을 적극 유치하기로 하였다. 홍

보팀에서는 화학세계 3월호 원고 수집현황과 

화학세계 및 교육지 원고료에 대한 논의가 있

었다.

▶ 2009년도 제4~5차 운영위원회

2009년도 제4,5차 대한화학회 운영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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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27일(대한화학회 회의실, 11명 

참석)과 3월 13일(대한공업화학회 회의실, 17

명 참석)에 개최되었다. 특히 3월 13일 회의는 

대한화학회 사무실 리모델링 관계로 동건물 5

층에서 진행되었다.

학회 진행상황으로서 화학세계 4호 및 Bulletin

지 3호가 편집중이며, 회지 2호 및 교육지 1호

가 편집 중이다. 이와 아울러 광고 현황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 주요한 회의로는 인사위원회

(2009년 2월 27일), 이사회 (2009년 2월 27

일), 화학인증위원회(2009년 2월 28일), 정보

화위원회 (2009년 3월 10일), 자문위원회(3월 

12일), 선거관리위원회 (2009년 3월 13일에 

개최되었으며, IUPAC 2015유치위원회(2009

년 3월 20일), 운영위원회(3월 27일)가 있을 예

정이다. 인사위에서 신규직원 서류전형 및 면접

을 진행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서 신입직원

으로 한성희, 이한나 씨가 새로이 채용되어 현

재 출근하여 업무 인수인계 중이다.

총무팀에서는 전년도 미지급금 거의 지급 완

료하였으며, 미수금 처리도 진행되고 보고하였

다. 회원 경조사 시 비용 절감 효과를 위하여 경

조사용 학회 깃발 제작하기로 논의 제작되었다. 

기초기술연구회와 대한화학회의 연계 협력차원

에서 기초기술연구회산하 출연연구원의 역량강

화를 위한 분야별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정책

연구 용역 (정책연구 과제명: 화학분야 중장기 

연구개발전략 수립에 관한 기획연구)을 대한화

학회 차원에서 맡기로 하였다. 그리고 춘계 학

회의 기념품에 대하여 세진시아이와 논의하여 

양질의 기념품 마련을 위하여 노력중이다.

학술 팀에서는 2009년도 춘계총회 준비사항 

보고 및 역할분담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학회 진행을 위한 업무 분담을 확인하였으며, 

포스터 발표 편수 배치, 장비 / 부스 및 포스터

판 대여업체 및 상패 제작업체를 확인하였다. 

한 가지 중점적으로 토의되었던 사항은 대한화

학회 회원이 아닌 초청연자의 학회회원 등록 규

정에 대한 토론이 있었는데 다양한 의견이 개진 

된 결과 일단 현행 규정대로 진행하기로 하였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차후에 좀 더 

논의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대한화학회에서 제

2의 SCI급 학술지 발간을 내년에 시작하는 것

을 목표로 하여 올해는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기

획 작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기획팀에서는 올해부터 대한화학회 중점사

업 중의 하나로 진행되고 있는 화학전공학위인

증제에 대한 토의가 주로 이루어졌다. 1차 화

학전공학위인증에 254명이 접수되었고, 2월 

28일 인증위원회에서 신청서류 검토하였다. 

총 254명 중 241명에 대하여 인증하고, 13명

에 대하여 인증하지 않기로 하였다. 12편은 인

증학점미달로 불가판정을 받았으며 1편 보류

로 해당학교에 과목인 정서 요청 중이다. 인증

서 양식은 국문 및 영문 두페이지 세로형식으

로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업체에 인증서 시안

을 요청중이다. 그리고 인증서 (인증 예정 증명

서) 발급자 명단은 웹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을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이다. 그 외에 3월 19일에 개최되는 울산시 

“화학의 날” 행사에 참석 인원 확정(회장, 부회

장)하였으며, 롯데 장학재단 사업계회서는 롯

데 장학재단으로 우송을 완료하였다. 2009년

도 기초과학학회 협의체 (기과협) 제 1차 포럼

이 2009년 3월 26일 14:00부터 18:00에 국

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참석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산학팀에서는 2009년 춘계총회 때 개설하는 

KCS School 건으로 “신성장 동력과 화학산

업”에 대한 일정 확정내용 (5개 분야: 태양전

지, 수소 및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무공해석탄

에너지, 해양바이오연료, 천연가스 활용) 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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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3월호에 게재하였으며, 홍보자료 초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성공적인 행사를 위하여 후

원기관을 독려 중이며, 최적의 홍보 효과를 위

한 방안에 대한 토의도 있었다. 홍보팀에서는 

화학세계 4월호 원고 수집현황과 화학세계의 

진행상황 및 교육지 원고료에 대한 논의가 있

었다.

▶ 2009년도 제6차 운영위원회

제6차 대한화학회 운영위원회가 2009년 3월 

27일(금)에 새로 이 리모델링된 대한화학회 사

무실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본 운영위에서는 사무국 보고사항과 각 팀별 

보고 및 토의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 사무

국 보고사항으로는 먼저 다음 달에 진행될 

IUPAC2015 유치위원회(2009.04.03), 이사

회(2009.04.10), 및 평의원·지부장회의(2009. 

04.15) 등의 회의 일정이 보고되었으며, 4월에 

있을 춘계총회 및 학술대회와 관련하여 회원현

황, COEX 장보고 홀에서의 전시(기기전시 및 

포스터 전시) 배치를 결정하였다. 학술진흥재

단에 학술대회 개최 지원 공문(서울대 이윤식 

교수)을 접수하기로 하였으며, 지식경제부의 

산업기술연구회 이사 후보 추천 공문이 접수되

어 박창식 박사(한국화학연구원)를 추천하기로 

하였다. 대한화학회의 연례행사로 5월에 화학

시화 및 화학포스터 대회가 있으나, 이를 담당

하시던 최미화 선생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

회의 진행이 불가하여, 이 문제를 화학교육분

과에서 차후에 계획을 세우도록 의뢰하기로 하

였다. 한국과학기술교육연학회 설립 및 가입 

문제는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하기로 하였다. 

총무팀에서는 현재 규정이 미비한 외국 국적 

직원 채용에 따른 인사 규정 개정안의 이사회

에 상정하기로 하였으며, 현재 사무국 직원의 

승진 (박근영 직원의 대리 승진) 및 신규 직원 

호봉/직급 부여를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

하기로 하였다. 기획팀에서는 한국 장의 과학

재단에 2009년도 소외지역-계층을 위한 과학

문화격차 해소 프로그램 사업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으며, 국회 헌정 회관에서 있었던 기

과협 포럼에 대한 보고고 있었다. 롯데 장학재

단 사업계획서 제출이 롯데 재단 실무자 교체

관계로 지연되고 있으며, 대한화학회 추계총회 

및 학술대회 관련 대전시 사업계획서의 제출을 

진행 중이며, 4월 초 중으로 결정이 날 것으로 

기대된다. 춘계 화학회 관련하여 경품 내용을 

확정하였다.

학술팀에서는 봄학회 관련업무 분담 및 스케

줄을 확정하였으며, Bulletin지 편집위원에 

Professor George C. Schatz를 추가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추계총회 기조 연자 선정과 관

련하여 분석과학분과회에서 추천한 Danie W. 

Armstrong 교수에 대해서 다음 운영위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하였다. 산학팀에서는 춘계 

화학회에서 진행될 ‘KCS School’의 홍보물과 

기념품에 대해서 보고하고 검토하였다.

▶ 2009년도 제7차 운영위원회

제7차 대한화학회 운영위원회가 2009년 4월 

10일(금)에 대한화학회 사무실 회의실에서 진

행되었다. 대한화학회에서의 일상적인 외부 업

무와 함께 4월에 있을 ‘2009 대한화학회 춘계

총회 및 학술대회’의 준비를 위해서 많은 논의

가 있었다. 사무국에서는 화학회 관련 잡지 출

간 진행상황 및 차기 회의 일전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특히 올해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화

학과 미래 신기술’에 대한 내용과 광고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총회와 관련하여 회원현

황, 전시실 보안과 관련하여 야간 경비 등을 두

기로 결정하였다. 총무팀에서는 학회 회원증 

용 신용카드 발급을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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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으로 창출되는 수익은 학회를 위해서 사용

될 예정이다. 그리고 가을학회 때는 본 카드로 

결제 시 할인 혜택을 주기로 하였다. 그리고 봄

학회 특별 행사로 2004년도 미스코리아진 김

소영씨를 화학회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개회식

의 사회를 보도록 하였다. 학회 때 포토존에서 

함께 촬영하는 시간도 가지기로 하였다.

학술팀을 중심으로 하여 모든 운영위원이 춘

계총회를 및 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

여 다시 한번 상세 일정과 임무에 대해서 논의 

하였다. 특히 산학팀에서는 대한화학회 봄 총

회 및 학술대회 중 하나의 기획사업으로 준비

하고 있는 “KCS School: 신성장 동력과 화학 

산업”의 준비상황 및 성공적인 행사를 위한 논

의가 이루어 졌다. 내용에 대한 검토는 끝난 단

계이며 현재는 현수막 문구, 홍보물 제작 및 배

포, 그리고 기념품등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특

히 대한화학회에 소속되지 않은 참가자를 위한 

사전 홍보 작업의 필요성과 준비계획이 논의되

었다.

▶ 2009년도 제 8차 운영위원회

제8차 대한화학회 운영위원회가 2009년 4월 

24일(금)에 12명의 운영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화학회 사무실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본 

운영위에서는 사무국 보고사항과 각 팀별 보고 

및 토의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

사무국 보고사항으로는 먼저 제2차 인사위

원회(2009. 04. 24.), IUPAC 2015 유치위원

회(2009.06.15) 등의 회의 일정이 보고되었으

며, 발행지(화학세계 6호, Bulletin지 4호)에 

대한 진행상황 보고가 있었다. 특히 화학세계 

6월호의 앞·뒤표지 광고가 확정되지 않아서 

동양제철화학, 한국수자원공사, 현대자동차연

구소, 그리고 변리사 사무소 등을 적극적으로 

접촉하여 광고를 유치하기로 하였다. 대한화학

회 부산지부에서 2009년도 학회지부 및 소규

모 활동 사업비 신청 건이 접수되었는데, 하나

는 2009년 5월 29~30일에 걸쳐 개최되는 ‘제

19회 대한화학회 부산지부·일본 화학회 큐슈

지부 국제학술회의’에 2,000,000원을 지원하

기로 하였다. 춘계총회를 진행하면서 개선할 

점을 취합하여 다음 총회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학회 참석 회원들에게 감사 메일을 

발송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사무국 직원 2명 

(이선열 박사, 정향례 차장)이 4월 30일자로 

퇴직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총무팀에서는 대한화학회 회계 시스템 컨설

팅 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항에 대해서

는 현재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해진씨와 

협의하면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기획팀에서는 

추계총회 및 학술발표회와 관련하여 대전시의 

지원 사항에 대해서 보고 하였는데, 현재 계속

적인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롯데 장학재단 사

업계획서 제출 결과 사업담당 실무자로부터 국

제학술회의 개최경비를 지원가능하다고 통보

가 와서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논의 후 

차후에 알려주기로 하였다.

추계총회 및 학술대회의 원활한 준비를 위하

여 사무국 직원들이 총회 한달 전에 DCC를 방

문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화학 포스터 그리기 

대회 및 화학 시화 대회와 관련하여 노석구 교

수님과 최미화 선생님께서 현안에 대해 상의 

후 곧 의견을 주시기로 하였다.

▶ 2009년도 제9차 운영위원회

제9차 대한화학회 운영위원회가 2009년 5월 

8일(금)에 14명의 운영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화학회 사무실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본 

운영위에서는 사무국 보고사항과 각 팀별 보고 

및 토의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

사무국 보고사항으로는 먼저 IUPAC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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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위원회(2009.05.08), IUPAC 2015 실사

방문 및 회의 2009.05.19)등의 회의 일정이 

보고되었으며, 발행지(화학세계 6호, Bulletin

지 4호)에 대한 진행상황 보고가 있었고, 

Bulletin지 뒷면에는 켈렉시아렌 학회를 광고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2009 춘계총회 및 학

술발표회에 대한 결산보고가 있었다. 

공문과 관련하여서는 먼저 상수도연구원에

서 요청한 ‘서울국제상수도기술 심포지엄’주제 

발표자 추천 건에 대해서는 환경화학분과 협의 

후 추천하기로 하였으며, 2009년도 학회 학술 

활동지원금 배정을 통보 받았다. 그리고 2009 

국제 여성 융합과학기술 학술대회 조직위원 추

천 건은 여성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하

였다.

총무팀에서는 직원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

제로 전환하는 안건을 초기 검토하였으며, 이

후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충무부회장과 김종승 학술이사가 

Springer 출판사 측과 여러 현안을 가지고 미

팅을 가지기로 하였다. 발전 사업위원회의 확

대 개편 논의가 있었는데, 현재의 발전사업위

원회를 화학회 행정체계, 화학분야 연구과제 

화학교육 등의 실제적인 중장기 정책개발이 논

의될 수 있는 위원회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필

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화학회 원

로를 중심으로 10여명의 추천위원과 당연직위

원으로 구성하자는 안이 제안되었다.

추계총회 및 학술발표회와 관련하여 대전시

로부터 2,000만원을 지원금을 약속받았으며, 

이 이외에 DCC를 통해서 현물 지원을 협의 중

이다. 그리고 롯데 장학재단에 정낙철 교수(고

려대학교 화학과)가 준비중인 국제학회에 

2,500만의 지원을 신청하기로 하였다. “연구

분야별 중장기 연구개발전략 수립에 관한 기획

연구” 연구용역 계약이 5월 6일에 체결되었으

며, 대한화학회와 JAMA가 MOU를 체결하기

로 하고 대한화학회 소개, 협력방안 등에 관한 

강연을 하기로 하였다.

▶ 2009년도 제10차 운영위원회

제10차 대한화학회 운영위원회가 2009년 6월 

12일(금)에 15명의 운영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화학회 사무실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본 운영위에서는 사무국과 각 팀별 보고 및 

토의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 사무국 보고 

사항으로는 먼저 제15차 IUPAC-2015 회의

(2009.06.16), 화학교육 편집회의(2009.06. 

19), IChO 발단식(2009.06.25) 등의 회의 및 

행사 일정이 보고되었으며, 발행지(화학세계 7

호, Bulletin지 6호)에 대한 진행상황 보고가 

있었다. 특히 화학세계와 Bulletin지의 표지 

광고 유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논의가 진행되

고 있는데, 화학세계 7월호의 앞 표지는 한국

과학기술연구원(KIST), 뒷표지는 송원산업을 

싣기로 결정하였다. 대한화학회 유기분과 하계 

워크샵(2009. 06. 19, 간사장: 김건철 교수)이 

영남대에서 개최되어 운영위에서는 가능한 지

원을 하기로 하였다.

Bulletin지의 DOI number 등록관련 안건

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DOI number를 얻기 

전 먼저 CrossRef 사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하

는데, 회원으로서 매년 연회비가 있다. 연회비

는 화학회 내에서 출판되는 모든 책, 저널(화학

세계, 화학교육, 대한화학회지, Bulletin지)을 

포함하여 들어오는 총수입을 기준으로 계산되

며, 2008년을 기준으로 출판 관련된 총 수입

은 451,803,455(361,298.24$) 이어서, 

1million$의 경우이므로 연회비 275$를 지불

하면 된다. 또한 매달 게재되는 논문 편수당 매

달 지불해야하는 DOI 경비가 있어서 한 편당 

1.00$인데 매달 50~60편(2009년 현재) 의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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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 게재됨으로 1달에 50~60$ 지출될 것으

로 예상된다. 따라서 연회비 275$ 및 매달 

50~60$ 지출 예상됨에 따라 1년 동안 총 

875~995$가 지출됩니다. 이에 운영위에서는 

DOI number 등록 건을 승인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진행토록 결정하였다.

대한화학회 내에 정보통신 관련 업무가 과다

하여 정보화 인력계약직 채용에 대한 안건이 

상정되었다. 직원으로의 채용은 여러 문제들을 

고려해야 하는 바 이번 2009년도 운영위에서

는 정현태 대리의 업무를 원활히 도울 수 있는 

2009년도에 한시적인 계약직 채용을 긍정적으

로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적임자는 정현태 대

리를 중심으로 빠른시일 내에 추천받기로 하였

다. 또한 그동안 검토되어 온 사무국 직원의 퇴

직 연금제의 실시 건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규

정상 문제가 없어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실시

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 규정에 대한 보완 검토

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기획팀에서는 지난 운영위에서 논의된 실험실 

안전 기호의 표준화를 위한 제안서를 마련하였

는데, 연구팀원 5명, 2,000만 원 규모의 사업

인데, 현재 외부비원 프로그램이 없어서 바로 

진행은 용이하지 않아서 적극적으로 지원 프로

그램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화학인증제 관련하여 7월 1~31일에 인증 

서류를 접수하게 된다. 운영위에서는 인증제의 

실효적인 용도의 마련을 위해서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으며, 회

원사들에게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리고 2009년도 대한민국과학기술 

연차 대회 전시 참여 홍보 부스에 자료를 준비

하기로 하였으며 지존 자료를 뿐만아니라 화학

인증제와 IUPAC에 대한 홍보를 반드시 첨가

하도록 하였다.

▶ 2009년도 제11,12차 운영위원회

제11,12차 대한화학회 운영위원회가 2009년 

6월 26일(금)과 7월 10일(금)에 대한화학회 사

무실 회의실에서 각각 개최되었다.

본 운영위에서는 사무국과 각 팀별 보고 및 

토의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 사무국 보고 

사항으로는 먼저 올림피아드 운영위원회

(2009. 07. 01), IUPAC 16차 회의(2009. 07. 

03), 제4, 5차 이사회 2009. 07. 07, 2009. 

07. 13), 인사위원회(2009. 07.13), 제16, 17

차 IUPAC 2015(2009. 07. 03, 2009. 07. 

21) 등의 회의 및 행사 일정이 보고되었으며, 

발행지(화학세계 8호, Bulletin지 7호)에 대한 

진행상황 보고가 있었다. 매 운영위의 적지 않

은 시간이 화학세계와 Bulletin지의 표지 및 

내부광고 유치에 할애되고 있다. 화학세계의 

표지 광고의 경우에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

고 있으나, Bulletin의 뒷표지는 독자층이 한

정되고 잡지특성이 학술지인 점등의 특성으로 

광고유치가 수월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7

월호 Bulletin지의 뒷표지에는 대한화학회 자

매지를 광고하기로 하였다. 

기타 안건으로 Bulletin의 impact fac-

tor(IF) 상승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Bulletin 

지의 IF는 2007년 1.156에서 2008년에는 

1,257로 상승하였으며 일면 반가운 일이지만, 

Self-citation 비율이 45%에서 56%로 상당한 

수준으로 사승하였다. Self-citation 비율의 

상승은 Bulletin 의 장기적인 발전에는 매우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운영위에서

는 Bulletin지 편집위원장에게 타 학술지에 발

표할 때 Bulletin의 citation을 유도하도록 권

장하고, Bulletin지 투고 시 지불해야하는 투

고료에서 self-citation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이는 쪽으로 규정을 바꾸어 Self-citation 비

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공문형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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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전달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현재 학회 

내 정보화 관련 업무가 과중하여 6개월 계약직

으로 임시직원을 체용하기로 하였다.

총무팀에서는 분과회장 선임 규정 개정에 대

한 안건이 상정되었다. 개정 제안 사유는 차년

도의 분과회장 및 임원의 선임을 좀 더 일찍이 

하여서 차기 회장단과 차년도 화학회의 운영을 

준비를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함으로써, 현재

의 규정에 따르면 일부 분과회는 현재의 규정

에 의하면 분과회장의 선임 등이 12월로 되어 

있어서 차기 회장단의 차년도 준비를 하는데 

참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0월 총회 때 분

과회장 중 일부가 이사로 지명되어야 하나 그 

이름을 알 수 없고, 차년도 춘계 학술대회 심포

지엄 조직 등이 늦어지고 또 선임이 늦어서 당

해년도 초반까지 분과회가 활성이 잘 되지 못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분과회 규

정을 “각 분과회는 당해 연도 9월에 다음 해의 

임원명단과 사업계획을, 그리고 1월에 전년도 

회무 및 감사보고서를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

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개정하

고자 제안하였고,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이사

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하였다.

화학시화 및 화학포스터 그리기 대회 일정이 

확정되었으며(참가신청: 2009.07.10~2009. 

08.25; 작품제출: 2009.08.21~2009.8.31), 

최미화 선생님(여의도고)과 김홍석 선생님(성

동고)이 진행을 맡아서 하기로 결정되었다. 심

사결과는 9월 말 대한화학회 대회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할 예정이다.

운영위 전체적으로 가을 총회 및 학술발표회

를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학술팀을 중심으

로 장소와 분과별 심포지엄 일정을 대략적으로 

확정하였으며, 노벨상 수상자(Prof. Kornberg) 

및 기조강연(Prof. Amstong에 대한 일정을 

확정하였다. 학회 전야 행사를 위한 준비는 대

전시의 일부 지원을 받아 진행될 예정이다. 그

리고 이번 학회에 야심적으로 준비되고 있는 

Job Fair를 위해서 실무이사 중심으로 TFT팀

이 구성되었고, 이미 1차 회의를 통하여 운영

위에서 준비해야 할 것과 기업 홍보 및 유치 

계획을 세웠다.

▶ 2009년도 제13,14차 운영위원회

제13,14차 대한화학회 운영위원회가 2009년 

7월 24일(금)과 8월 14일(금)에 대한화학회 사

무실 회의실에서 각각 개최되었다.

본 운영위에서는 사무국과 각 팀별 보고 및 

토의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 사무국 보고 

사항으로, 주요한 회의 일정은 제3차 선거관리

위원회(2000.8.12), 제 5차올림피아드위원회

(2009.8.24), 제 2차 학술위원회(2009.8.18), 

제3차 화학인증위(2009.8.21)가 있으며, 제15

차 운영위원회는 가을 대한화학회 추계총회 및 

학술대회를 위하여 8월 28일에 대전 DCC에

서 열릴 예정이다. 

그리고 이사회 개편안 및 학회 회장 임기 연

장 등 광범위한 학회 발전 계획 수립 목적으로 

학회 발전 사업 위원회 워크샵을 8월 20~21

일에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계획수립 후 운영

위, 및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추계총회에서 발

전계획안을 발표, 확정할 계획이다. 주요 사무

국 업무 진행사항으로는 임시직원 채용 건으로 

현재 1차로 5명이 지원하여 8월 23일까지 재

공고 후 28일까지 이력서 검토 후 면접을 완료

한 후 31일에 확정할 예정이다. 그 외 화학세

계와 Bulletin지의 편집 진행상황 및 광고 현

황 및 계획에 대한 점검이 있었다.

운영위에서는 IUPAC 유치가 결정 나고 

IUPAC 유치위원장의 임기가 이달 31일로 끝

남에 따라, 현재의 유치위원회를 IUPAC 조직

위원회로 전화하고 김명수 IUPAC 유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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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직위원장으로 위촉하기로 하였으며, 유치 

부위원장들로 마찬가지로 조직부위원장으로 

위촉하기로 하였으며, 임기는 2009년 9월 1일

부터 2015년 12월 31일로 하기로 결정하였

다. 그리고 특별위원회인 윤리위원회와 학위 

인증 위원회는 상설 위원회로 변경하는 안건을 

이사회(2009.7.24)에 기타 안건으로 상정하기

로 결정하였다.

화학올림피아드(KChO) 시험 장소와 관련해

서 현재 화학회에서 각 대학에 필요한 장소를 

요청하고 사용료를 지불하여 이용하고 있는데, 

대학별로 사용료가 너무 차이가 나서(대학별로 

크게는 약 10배 차이가 남), 사용료 적정화를 

위한 공문을 대한화학회 명의로 발송하였으며, 

앞으로도 더욱 세심히 관리하기로 하였다. 한

국화학올림피아드(KChO2009)는 7월 27일

(월)에 시험지 인쇄에 들어갔고, 31일에 각 대

회장에 시험지 배송되었으며, 8월 1일(토)에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학술팀에서는 추계학술대회를 위한 행사 계

획을 확정하였으며, 학술팀을 중심으로 해서 

대전 DCC를 방문해서 회의장 확정 및 견적서 

등 실무 협의를 28일에 할 예정이다. 이번 추

계학회에서 계획하고 Job Fair와 관련해서 

TFT를 중심으로 의욕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진행 사항으로는 학회 전체 일정을 고려하여 

날짜와 장소를 확정하였다. 

본 프로그램에는 기업설명회와 취업 전략 설

명회 등이 있을 예정이며, 각 회사별로 소개 부

스도 설치될 것이다. 이미 Job Fair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어 305개 정도의 업체 및 연구소

로부터 긍정적인 참여의사를 받았다. 그리고 

대전시로부터는 이번 학회 지원금으로 2,500

만원을 받기로 확정하였다.

▶ 2009년도 제15,16차 운영위원회

제15,16차 대한화학회 운영위원회가 2009년 

8월 28일(금, 대전DCC 회의실)과 2009년 9

월 11일(금, 대한화학회 사무실 회의실)에 각

각 개최되었다. 특히 제15차 운영위는 가을총

회 및 학술대회 준비에 만반을 다하고자 운영

위 차원에서 가을총회 및 학회 장소인 대전 

DCC를 사전 방문하여 총회 및 발표장을 사전

에 점검하고 난 후 회의를 진행하였다.

본 운영위에서는 사무국과 각 팀별 보고 및 

토의 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 사무국 보고 

사항으로, 주요한 회의 일정은 1차 IUPAC 

2015 조직위원회(2009. 9. 8), 6차 이사회

(2009. 9. 8), 2차 분과간사회(2009. 9. 11), 

16차 운영위원회(2009. 9. 11), 4차 선거관리

위원회(2009. 9. 11), 6차 화학올림피아드위

원회(2009. 9. 예정), 자문위원회(2009. 09. 

22), 1차 위원장회의(2009. 9. 25)가 보고되

었으며, 화학세계와 Bulletin지의 발행 준비상

황 및 광고 현황이 보고되었다. 특히 두 저널의 

주요한 광고인 표지광고는 두 저널 모두 올해 

말까지 확정되어 발행 준비가 더욱 수월하게 

되었다.

특히 제 16차 운영위가 끝난 후 4차 선거관

리위원회에서 2011년도 대한화학회 회장 선출

을 위한 개표가 거행되었는데, 치열한 접전 끝

에 한양대학교 김낙중 교수가 근소한 차로 당

선되었다. 당선되신 차차기 회장에게 운영위를 

대신해서 심심한 축하의 마음을 전한다.

기타 학회 사무 사항으로는 IUPAC 2010년 

회비가 납입완료 되었는데 환율 상승으로 인하

여 작년에 비해 금액이 상승하였다. 2009년도 

포스터/시화 시상 일정은 학회 첫날 총회와 함

께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수상자들에게는 공문

으로 통보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대한화학회 

학회정보화 지원사업 건으로, KISTI와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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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과 자료 제공에 대한 MOU를 체결하는 실

무협상이 진행 중이다.

산학팀의 제안으로 대한화학회와 일본 

JAIMA와의 상호 협력을 위하여, 윤민중 회장

님이 일본 JAIMA 학회(2009.9.1 ~ 2009.9. 

5)를 참석하여 대한화학회 소개 발표를 하였으

며, 대한화학회·JAIMA간의 MOU를 체결하였

다. 그리고 내년 봄학회에 장비 개발 및 분석법 

한·일 JAIMA 심포지엄 섹션을 마련하기로 합

의하여 차기 운영위에 내용을 전달하기로 하였

다. 학회에서 현재 기초기술이사회에서 지원하

는 화학 중장기전략 계획수립 기획과제를 수행

하고 있는데 기획사업에 대한 중간발표가 예정

되어 있어서 나노재료, 환경, 에너지, 신약개발 

등으로 나누어 자료를 준비 중에 있다.

제2차 자문회의 개최의 안건으로 그동안 학

회 발전 위원회에서 논의되어 마련한 안건(1. 

이사회 개편 안건: 상임이사 임명 건: 운영위원

회를 포함하는 제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산, 학, 

연계 인사를 추계학회 평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 인준한다. 상임이사 3인의 임기는 3년

이고, 산학연 각 1인으로 한다. 2. 회장 임기 

연장: 타학회와의 정책 공조와 학회 운영의 지

속적 발전을 위해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산업

계 와 학연계 회장을 번갈아 선출한다. 단, 산

업계 후보가 없을 경우는 학연계에서 선출 한

다.)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가을 대한화학회 총회 및 학술대회 준비상황

으로는 현재 분과 간사회의 통해서 일정 및 장

소 확정하였으며, 학술·총무 및 기획팀이 함께 

모여 최종 일정을 확정하기로 하였다.

▶ 2009년도 제17,18차 운영위원회

제17차, 18차 대한화학회 운영위원회가 2009

년 9월 25일과 10월 9일에 대한화학회 사무실 

회의실에 각각 개최되었다. 본 운영위에서 곧 

다가오는 대한화학회의 가장 큰 행사 중의 하

나인 104차 대한화학회 추계총회 및 학술대회

의 준비를 위하여 많은 시간이 할애 되었다.

본 운영위에서는 사무국과 각 팀별 보고 및 토

의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 사무국 보고사

항으로, 주요한 회의 및 행사일정은 교육지편

집회의(2009. 9. 25), 1차 위원장회의(2009. 

9. 25), 3차 Job Fair회의(2009. 9. 29), 차기

화학세계 편집회의(2009. 10. 9), 연구윤리위

원회의(2009. 10. 9), 7차 이사회(2009. 10. 

15), 19차 운영위원회(2009. 10. 23), 104회 

추계총회 및 학술대회(2009. 10. 28~30), 2

회 평의원 회의(2009. 10. 29), 3회 지부장 회

의(2009. 10. 29)가 보고되었으며, 화학세계

와 Bulletin지의 발행 준비상황 및 광고 현황

이 보고되었다. 특히 두 저널의 주요한 광고인 

표지광고는 두 저널 모두 올해 말까지 확정되

어 발행 준비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화학세계의 화학과 미래 신기술에는 “수퍼 전

자 현미경이 소개될 예정이다.

화학회에 도착한 다양한 종류의 접수 공문이 

운영위를 통하여 처리되고 있다. 화학관련학회

연합회로부터 2010년도 한국화학관련학회연

합회 회장 추천 요청 공문이 접수되었는데, 운

영위에서는 현 회장인 윤민중 회장을 추천하기

로 하고,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하였다. 

또, 대한화학회 강원지부에서 제11회 학술대

회 보조금 신청 건이 있었는데, 다른 지부의 지

원 현황을 고려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 그리

고, 특별위원회로 화학회관역사 편찬위원회 규

정(안)과 대한화학회지 투고규정 개정(안)을 만

들었으며, 특별위원회인 세계화학의해(IYC- 

2011) 준비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였다. 특히 

대한화학회지 투고 규정 개정안에서는 수정전

의 “제13조 인용된 참고문헌들을 본문에 인용

된 순서로 일련번호를 붙여서 표를 만든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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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에서는 “제13조 인용된 참고문헌들을 

본문에 인용된 순서로 일련번호를 붙여서 반드

시 영문으로 작성한다.”로 바꾸었다. 대한화학

회 이사회 개편에 대한 설문조사를 위한 내용

을 마련하였다.

총무팀에서는 다양한 심의 안건(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2010년도 

사업계획,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차

기임원(부회장) 선임, 차기 제위원회 위원장(임

기만료) 인준, 한국화학관련 학회연합회 회장 

추천, 이사회 개편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건, 

IUPAC 조직위 지원금 건, 유치위원회 잔액 조

직위로 이관 건)을 이사회에 상정하였다.

기획팀과 학술팀은 가을 총회 및 학술발표회

를 위하여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화학주간 선

포 및 IUPAC 유치 기념식 준비, 행사 진행 요

원, 그리고 대전광역시 인사를 비롯한 초청 인

사들에게 초청장을 발소 하였다. 이번 학술대

회는 김종승 교수(고려대학교)가 진행 총괄을 

맡아서 하고 있으며, 운영위를 통하여 운영위

원과 학회 직원들에게 학회 동안의 임무를 나

누었으며, 학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

비해 나가고 있다.

봄 학술대회에 이어 가을에도 KCS School

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주제는 “미래 화학

산업”으로서 각 분야로는 1)염료 감응형 태양

전지: 박남규(성균관대), i)연료전지 발전시스

템: 조은애(KIST), i)이차전지의 최근 이슈: 조

원일(KIST), v)이차전지 핵심재료: 최상훈(LG 

화학 기술원, v)바이오리파이너리기술: 장종산

(한국화학연구원)가 초청되어 있다.

▶ 2009년도 제19,20차 운영위원회

제19차, 20차 대한화학회 운영위원회가 2009

년 10월 23일과 11월 20일에 대한화학회 사

무실 회의실에 각각 개최되었다.

제19차 운영위에서는 다가오는 제104회 대

한화학회 가을 총회 및 학술발표회 준비를 위

한 최종 운영위로서 총회 및 학술대회 최종 점

검을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제 20차 운영위는 

10월말의 행사를 끝난 후 정산과 평가를 위주

로 진행되었다.

먼저, 운영위에서는 사무국과 각 팀별 보고 

및 토의 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 사무국 보

고 사항으로, 주요한 회의 및 행상 일정은 8차 

이사회(2009. 10. 23), 104회 추계총회 및 학

술대회(2009. 10. 28~30), 2회 평의원 회의

(2009. 10. 29), 3회 지부장 회의(2009. 10. 

29)가 보고되었는데, 화학세계와 Bulletin지의 

발행 준비상황 및 광고 현황이 보고되었다. 특

히 두 저널의 주요한 광고인 표지광고는 본 운

영위가 책임이 있는 올해 말까지의 광고가 모

두 확정되었다. 화학세계 11월호의 앞표지에

는 에코시아, 12월호 앞표지는 서강대학교 윤

경병 교수가 광고를 내기로 하였다. Bulletin

지는 9호부터 연말까지 애질런트 테크노로지

가 광고를 수주했다.

이번 운영위에서 결정되었던 주요한 사항은 

이사회 상정 안건이었는데 대한화학회의 필요

한 정관 개정뿐만 아니라 내년도 운영위의 준

비와 관련이 있어 빠짐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 

및 결정되었다. 주요한 안건으로는 대한화학회 

정관 개정(안) 심의, 제세칙 및 시행규칙 제정

(안) 및 개정(안) 심의 (화학회관역사 편찬위원

회 규정 제정(안), 대한화학회 연구논문 윤리 

지침 개정(안), 대한화학회 연구윤리위원회 내

규 제정(안),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화학세

계지 편집위원회 규정 개정(안), 대한화학회지 

편집위원회 규정 개정(안), e-News Letter지 

편집위원회 규정 제정(안), 홈페이지 편집위원

회 규정 제정(안)),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

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의, 2010년도 일반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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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 차기임원(부회장 

선임, 차기 제위원회 위원장(임기만료) 인준, 

2015년 IUPAC 세계대회 개최 준비 지원금 

건, 2015년 IUPAC 유치위원회 잔액 IUPAC 

조직위 이관 건, 한국화학관련학회 연합회 회

장 추천, 이사회 개편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건, 

대한화학회 회비 인상(안) 등이 있었다.

기타 운영위 논의 및 결정 사항으로는 가을 

총회 및 학술대회를 맞이하여 마지막 세부 점

검 회의가 진행되어, 각 시간대별 순서 및 역할 

분담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예상 상황을 점검

하였다. 또한 이번 대회 기간에 새로운 학술지 

발행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여, 그 

문안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며, 그 결과는 차기 

운영위에 넘겨주기로 결정하였다.

제104회 대한화학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의 

내용은 다른 지면을 통해 소개되기 때문에 대

회 관련 구체적인 논의사항은 줄이기로 한다.

제20차 운영위는 지난 총회 및 학술발표회의 

정산과 성과 및 부족했던 점에 대한 토의 위주

로 진행되었다. 이 지면을 빌어 이번 대회의 성

공적인 개최를 위해 관심을 가지고 참가해 준 

모든 회원들과 협찬 기업들, 특히 사무국 직원

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학술발표회)

▶ 제103회 학술발표회, 총회 및 기기전시회

Ÿ 개관

일 시: 2009년 4월 16~17일(목·금)

장 소: 서울 COEX

발표논문: 1,509편

등록인원: 2,613명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57건의 기기 전시가 

있었다. 지면을 빌어 화학회에 항상 관심을 가

지고 참여해주신 회원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이번 총회 및 학술발표

회에서는 대한화학회 홍보이사로 위촉된 미스

코리아 김소영씨가 총회의 사회를 맡아 주어 더

욱 흥겨운 분위기에서 시작되었다. 개회식 및 

총회에 이어 각 분과회별로 심포지엄이 진지하

면서도 즐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으며, 특히 

물리화학분과 심포지엄(주제: Astrochemistry)

에서는 한국 최초 우주인 이소연씨의 “한국 최

초 우주인의 우주를 향한 도전”의 주제발표가 

있어 학회 시작 전부터 회원뿐만 아니라 일반

인에게도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당일 

강연장에는 일반인을 비롯한 많은 청중이 참석

하였다. 

대한화학회 주관으로 야심차게 준비한 “KCS 

School-신성장 동력과 화학산업: 심포지엄도 

현재 미래 성장 동력으로 각광받는 미래 에너

지와 관련한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연자로 초

청되어 회원뿐만아니라 기업에서도 큰 호응이 

있었다. 또한 대한화학회 내 환경화학분과회 

창립총회 및 환경화학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포스터발표와 기기전시를 같은 장소에서 병행

하여 많은 회원들이 기기전시업체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여 학회 참석인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켰으며, 행사에 참여한 50여 개 업체로

부터도 큰 호응을 받았다. 

2009년도 학회 운영진은 이번 제103회 총

회 및 학술발표회에서 많은 회원과 참석자들의 

격려와 충고를 밑거름 삼아 앞으로 다가올 제

104회 총회 및 학술발표대회가 새로운 출발점

이 되도록 노력하겠고, 무엇보다도 본 학회의 

행사가 원만하고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던 

것은 학회 사무국 직원의 헌신적인 노력과 함

께,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숭실

대학교, 한양대학교에서 참석하여 진행을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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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학생 도우미들의 희생적인 봉사와 COEX 

관계자분들의 협조가 덕분이라 생각된다. 이에 

본 학회를 진행하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Ÿ 총회

4월 16일 오전 10시에 서울 COEX에서 개최

된 개회식 및 총회는 대한화학회 홍보대사로 

위촉된 김소영(2004 미스코리아 진)씨의 사회

로 진행되었으며, 식순에 따라서 윤민중 회장

의 개회사가 있었으며, 전민제전임 회장(21대)

과 채영복 전임 회장(29대)의 축사가 있었다. 

본 총회에서는 대한화학회상 시상으로 학술상, 

우수논문상, 화학교육상, 학술진보상, 교육진보

상, 공로패 및 감사패 증정이 있었다. 조정혁 

부회장의 회무보고에 이어 분과회 및 지부사업

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였다. 2008년도 일

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은 2008년도 강한영 

부회장의 설명으로 이의 없이 승인되었다. 

Ÿ 학술발표회

이번 대한화학회 제103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

에서는 기조강연 없이 특별강연 1편, 학술상 

기념강연 1편, 분과 심포지엄 120편, 구두발

표 53편, 포스터발표 1,335편 등 총 1,560편

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발표는 서울COEX 본관 컨퍼런스센터 304, 

310, 311,320, 321,330, 그리고 401호에서 

학술상 기념 강연, 심포지엄과 구두발표가 이

루어졌으며, 포스터발표는 COEX 본관 장보고

홀에서 개최되었다. 올해 정부 조직 개편과 관

련해서 한국과학재단과 학술진흥재단이 통합

된 “한국연구재단”이 출범되는 바 대한화학회

에서는 한국과학재단의 배병수 전문위원

(KAIST 신소재공학과)을 모시고 “한국연구재

단 출범과 기초연구 사업 추진 방향”이라는 주

제로 특별강연을 가졌다. 대한화학회 학술상 

기념강연으로는 이명수 교수(연세대학교 화학

과)가 “Beyond Molecules: From 

Self-Assembly to Supramolecular 

Structures” 주제로 발표하였다. 

각 분과심포지엄은 아래의 주제로 분과회 별

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유기화학분과회에서는 

심상철학술상 수상자인 김종승 교수 (고려대학

교 화학과)의 “Luminescence chemo-

sensors for ionic recognition” 주제의 기념

강연과 물리화학분과의 입재물리화학상 수상

자인 강홍석 교수(전주대학교 나노신소재공학

과)의 “First-principles Study of Low 

Dimensional Nanosystems” 주제강연이 있

었다. 고분자화학분과회: Recent 

Researches on Nano-Scale Structures of 

Polymeric Materials Using Synchrotron 

Radiation Sources Ⅰ, Ⅱ, 무기화학: 

Self-organized Nanomaterials, Materials 

for Sustainable Energy, Chemical 

Materials for Electronic Devices, 물리화

학: Physical Chemistry for Biological 

Application, Astrochemistry, 분석화학: 

Improvement on Quality of Life and 

Analytical Methods, Advances in 

Ultrahigh Precision Analytical 

Technologies, 생명과학: Protein-Folding 

& Disease, Biotools for Omics, 유기화학: 

New Development in Organic Chemistry 

(Reaction, Methodology, and Synthesis), 

New Development in Organic Chemistry 

(Function, Recognition, and Device), 의

약화학: Drug Discovery for Prevention of 

Aging and Improvement in Quality of 

Life, 재료화학: Current Topics in Solid 

State Chemistry, Adva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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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zation Tools for 

Nanomaterials 전기화학: Young 

Electrochemist Symposium Ⅰ and Ⅱ, 대

한화학회: KCS School - 신성장동력과 화학

산업, Chemistry and the Environment: 

Overview of Current Issues Ⅰ and Ⅱ 발

표가 있었다. 

일반 구두발표로는 고분자화학: General 

Topics on Polymer Science Ⅰ and Ⅱ, 물

리화학: Theoretical and Experimental 

Physical Chemistry Forum, 유기화학: 

Oral Presentation for Young Organic 

Chemists, 재료화학: Current Topics in 

Materials Sciences, 초중등교사 및 화학교

육: Effective Chemistry Education for 

Scientific Literacy 발표가 있었다. 

Ÿ 기기전시회

2009년도 춘계 학회의 기기전시회는 서울 

COEX 장보고홀 및 로비에서 학생들의 포스터

발표와 병행하여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

도록 하였으며 또한 경품을 준비하여 많이 회

원들이 반드시 기기전시 업체를 방문할 수 있

도록 유도하였다. 기기전시회 참여 업체에서는 

데모 장비 및 최신 제품들을 최대한 전시하여 

자사의 이미지와 첨단 제품에 대한 홍보에 열

을 올렸으며, 참가자들 또한 화학관련 기업의 

기술 수준 및 제품에 대한 정보를 현장감 있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번 학술발표회에 후원 및 참여한 업체는 

㈜영린기기, ㈜영화과학, 영인과학㈜, 영인프

런티어㈜, ㈜대한과학, ㈜드림, ㈜수림교역, ㈜

석림랩텍, 가드너덴버코리아㈜, ㈜울산산업진

흥테크노파크, ㈜에이치메스, ㈜메카시스, ㈜

신원데이터넷, ㈜씨엠코퍼레이션에이티, ㈜태

원시바타, ㈜태크노마트, ㈜프로테크코리아, 

㈜한국자이, KOTRA 대전무역전시관, 하나은

행, 동우옵트론㈜, 디아이바이오텍㈜, 브러커

옵틱스코리아 주식회사, 사이플러스, 삼인싸이

언스㈜, 세진시아이, 스펙트리스코리아, 씨그

마알드리치코리아, 엑설리스㈜서울지점, 유나

교역, 이수산업, 자유아카데미, 주식회사 신코, 

코스타, 큐빅 레이저 시스템, 포항공대가속기

연구소, 한국과학진흥상사, 한국기초과학지원

연구원, 한국내쇼날인스트루먼트㈜, 한국전광

㈜, 이노텍시스, 이우과학교역, ㈜케이오에스, 

조일인터내셔날, FUJI SILYSIA CHEMICAL 

LTD., ㈜바이텍켐스, 엘스비어코리아(유) 등 

52개 업체로 총 57부스가 운영되었다.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후원을 아끼지 않고 참여해

준 업체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 제104회 학술발표회, 총회 및 기기전시회

Ÿ 개관

일시: 2009년 10월 28~30일(수~금)

장소: 대전 컨벤션 센터(DCC)

발표논문: 1,558편

등록인원: 2,513명

대한화학회 제104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가 10

월 28~30일에 걸쳐서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가을 총회 및 학

술발표회는 등록인원이 2,513명으로 지방에서 

치러지는 행사로는 많은 인원이 참가하였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45개 업체의 기기전시

회 참여가 있었고 새로운 마련된 취업설명회에 

7개 기업이 참가하였다. 지면을 빌어 화학회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회원들을 비

롯한 모든 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특히 

대전시가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화학

주간을 선포한 가운데 행사가 진행됨으로서 학

회가 더욱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많은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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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끼지 않은 대전시와 DCC측에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 

이번 총회 및 학술발표회는 10월 28일 대한

화학회와 영국왕립화학회(RSC)와의 MOU 체

결식을 필두로 하여, 화학쇼가 많은 고등학생

들이 참여한 가운데 최정훈 교수의 진행으로 

펼쳐졌다. 이어 진행된 개회식에서는 윤민중 

대한화학회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대전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시 화학주간 선포식, 

IUPAC 총회 유치 결과 보고, 그리고 영국화학

회 발표가 이루어졌다. 이번 대회에서는 2006

년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스텐퍼드 대학교의 

Roger D. Kornberg 교수가 “Beyond 

Genes”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는 화학회원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일반

인도 많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특히 특

별 강연이 끝난 후 참석했던 고등학생들이 

Kornberg 교수에게 사인 세례를 퍼붓는 징풍

경이 연출되기도 하였다. 29일 오전에는 총회

와 기조강연이 진행되었는데, 총회에서는 회칙

개정, 내년도 예산안 등이 처리되었고, 화학포

스터그리기대회 및 화학시화대회 입상자에 대

한 시상식도 함께 이루어졌다. 총회에 이어 산

업안전보건연구원 양정선 박사의 특별강연이 

있었으며, 본격적인 학술 행사는 Daniel W. 

Armstrong 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이루

어졌다. 대전DCC 전체를 대여하여 진행된 학

술발표회는 각 분과회장별로 분과회별 구두발

표와 전시홀에서의 포스터발표가 있었으며, 포

스터발표장에서는 기기전시와 채용설명회가 

함께 이루어졌다. 지난 103회 대회에서 처음 

개최된 “KCS School”은 이번 제2회는 봄 행

사때보다 더욱 알찬 내용으로 큰 호응 하에 진

행되었다. 

2009년도 학회 운영진은 지난 봄 대회에서

의 성공적이었던 점과 부족했던 점을 바탕으로 

이번 제104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를 더욱 성

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노력하였다. 무엇보다도 

본 학회의 행사가 원만하고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던 것은 학회 사무국 직원들의 헌신적

인 노력 덕분이었으며, 이와 함께 KAIST, 충

남대, 공주대, 건양대에서 참석하여 진행을 도

와준 학생도우미의 봉사와 대전시 및 대전 

DCC 관계자분들의 협조가 큰 도움이 되었다. 

이에 본 운영진은 금번 대회를 진행하고 참여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뜻

을 전한다. 

Ÿ 총회

10월 29일 오전 10시에 시작된 총회는 총무이

사인 이재열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식

순에 따라서 윤민중 회장의 개회사와, 박호군 

전 과기부장관의 축사가 있었다. 이번 추계총

회에서는 지난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개최된 화

학포스터그리기대회 및 화학시화대회 대한 시

상식도 함께 진행되어 총회분위기를 더욱 따뜻

하게 하였다. 

Ÿ 학술발표회

이번 대한화학회 제104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

에는 노벨상 수상자인 스탠퍼드 대학교의 

Roger D. Kornberg 교수의 특별 강연(주제: 

“Beyond Genes”), 텍사스 대학교의 Daniel 

W. Armstrong 교수의 기조강연(주제: “Ionic 

Liquids in Separations and Mass 

Spectrometry, a New Frontier”), 산업안전

보건연구원 양정선 박사의 특별강연(주제: “화

학물질 분류와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국

내외 이행 경과와 전망”)과 경희대학교 이성열 

교수의 이태규학술상 기념 강연(주제: “양자간

섭으로부터 용매의 비대칭 촉매효과까지: 이론 

및 계산화학의 새로운 지평”)과 함께 분과 심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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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엄 123편, 구두발표 49편, 포스터발표 

1,383편 등 총 1,558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각 분과 심포지엄은 아래의 주제로 분과회 

별로 진행되었으며, 먼저 분과회별 수상자에는 

고분자화학분과 학술진보상에 KAIST 김상욱 

교수, 무기화학분과 우수 연구상에는 한양대 

한성환 교수, 물리화학분과 이태규학술상 수상

에는 경희대학교 이성렬 교수, 유기화학분과의 

장세희학술상 수상에는 부산대학교 성홍석 교

수, 전기화학분과 최규원 학술상에는 KAIST 

곽주현 교수, 젊은 물리화학자상 수상에는 경

북대학교 최철호 교수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

며, 수상 기념 강연이 있었다. 

Ÿ 심포지엄

고분자화학분과: Novel Functional 

Nanostructures: _ Materials, Structures, 

Properties and Applications Ⅰ, Ⅱ, 공업

화학분과: Dye-Sensitized and Organic 

Solar Cells, 무기화학분과: New-Trends in 

Inorganic Chemistry 및 Materials for 

Biofuntional Systems, 무기·환경 공동: 

Chemical Approaches for Green 

Technology, 물리화학분과: Current 

Trends in Physical Chemistry 및 Oral 

Presentation by Young Physical 

Chemists, 분석화학분과: New Frontiers in 

Analytical Chemistry 및 Development 

and Applications of Analytical 

Chemistry in Bio- and 

Nano-Technologies, 생명화학분과: 

Biochemistry of Protein Structures and 

Functions 및 Nanomaterials and Nucleic 

Acids for Molecular Therapy, 유기화학분

과: New Development in Organic 

Chemistry (Function, Recognition, and 

Device), 의약화학분과: Current Struggles 

against Infectious Diseases, 재료화학분과: 

Large-Scale Nanopatterns by 

Self-Assembly 및 Identifying the Material 

Characteristics for Medical Applications, 

전기화학분과: Electrochemical Microchip 

Devices, 환경화학분과: Emerging 

Pollutants in the Environment, 대한화학

회 KCS School - 신성장동력과 화학산업

Ÿ 구두발표

고분자화학: General Topics on Polymer 

Science Ⅰ and Ⅱ, 공업화학: Recent 

Trend in Green Chemical Processes, 물

리화학: Theoretical and Experimental 

Physical Chemistry Forum, 유기화학: 

Oral Presentation for Young Organic 

Chemists, 재료화학: Recent Progresses in 

Materials Chemistry, 초중등교사·화학교육: 

Recent Trend in Chemical Education

Ÿ 기기전시회

2009년도 가을학회의 기기전시회는 대전 

DCC의 전시홀에서 학생들의 포스터발표와 병

행하여 많은 회원들이 관람하고 참여할 수 있

도록 하였으며, 또한 다양한 경품을 준비하여 

회원들이 기기전시 부스를 더욱 적극적으로 방

문하도록 유도하였다. 기기전시회 참여업체에

서는 데모장비 및 최신 제품들을 최대한 전시

하여 자사의 이미지와 첨단 제품에 대한 홍보

에 열을 올렸으며, 참가자들 또한 화학관련 기

업의 기술 수준 및 제품에 대한 정보를 직접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번 학술발표회에 후원 및 참여한 업체는 

세진시아이, ㈜바이텍켐스, 엘스비어 코리아, 

동이시마즈㈜,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케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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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코코리아주식회사, 엔솔 인스트루먼트 입도

분석기, HS Technologies, ㈜지스트, 머크 

주식회사, 유나교역, Nature Publishing 

Group, ㈜드림, 에디티지, ㈜한국분석기술연

구소, CAS한국대표사무소/㈜신원데이터넷, ㈜

웅기과학, 코리아테크, 주식회사 신코, 주식회

사 싸이토비바, 주식회사 지티사이언, 한국과

학기술정보연구원, 큐빅 레이저 시스템, 피어

슨코리아, 씨그마알드리치코리아, 라이프사이

언스, ㈜메카시스, 코리아스펙트랄프로덕츠㈜, 

자유아카데미, ㈜제이엘사이언스, 한국기초과

학지원연구원, ㈜한국아이티에스, 한국지식재

산연구원 R&D특허센터 교육개발팀, 케이맥

㈜, 브러커옵틱스코리아㈜, WILEY, 사이플러

스(SCIPLUS), 엠엘사이언스, ㈜이우과학교역, 

포항가속기연구소, ㈜모두테크놀로지, 보성과

학㈜, 한국화학연구원정밀화학정책연구센터, 

한국화학연구원, 조일인터내셔날 등 총 45개 

업체 49개 부스가 운영되었다. 어려운 경제 환

경 속에서도 학회를 위해서 후원을 아끼지 않

고 참여해준 업체에 감사드린다. 

이번 총회 및 학술대회에서는 학회차원에서 

학생들에게 보다 생생한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자 Job Fair를 진행하였다. 총 7개 업체(한국

화학연구원, SK㈜ 생명과학연구원, The Dow 

Chemical Company, 주식회사 한켐, ㈜옵토

매직케미존사업부, 바이오니아, KCC중앙연구

소)가 부스를 설치하여 채용박람회를 하였고, 

바이오니아, 애경㈜중앙연구소, SK㈜생명과학

연구원 등의 3개 사는 직접 시간을 할애하여 

취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학회에서는 유명 컨

설턴트인 윌리엄 장 소장을 초빙하여 “21세기

가 원하는 인재상 취업전략 특강 (‘채용 프로세

스 및 유형별 면접전략’ 포함)”라는 주제로 취

업전략설명회를 가졌다. 학회 차원에서는 처음 

마련한 Job Fair라서 많은 기업이 참여하진 못

하였으나, 참가한 학생들의 뜨거운 호응이 있

어 앞으로 더욱 의미있는 행사로 발전하리라고 

기대한다. 

2010

(운영위원회)

▶ <2010년 1월>

운영위원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그리고 

실무 이사들이 참여한다. 학회 운영의 다변화

와 각 운영 위원의 역할을 분담해서 부담을 줄

이기 위해 금년부터 부회장이 10인에서 15인

으로 증원되었다. 부회장은 이전에는 총무, 기

획, 학술, 산학협력, 홍보와 무임소 부회장 5명 

등 10명이었으나, 금년부터 총무, 기획, 학술, 

산학협력, 홍보 이외에 재무, 회원, 교육, 

e-News Letter, 홈페이지, 산업 부분을 담당

하는 부회장직을 늘이고 무임소 부회장직 4명

으로 전체 15명으로 구성된다.

운영위원회는 한 달에 두 번씩 개최하기로 

하고 1월에는 1월 8일과 1월 22일 학회 회의

실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 담당 부회장들

과 담당 실무이사를 묶어서 담당 ‘팀’으로 표현

하고 아래는 각 팀의 역할이다.

(1) 총무팀: 총무팀은 전통적으로 총무, 재

무, 기금, 회원 부분을 담당했으나, 금년부터 

재무, 기금, 회원 부분은 다른 팀으로 넘기고 

총무 역할만 충실하게 수행한다. 이억균 교수

(KAIST)가 총무 부회장 그리고 장락우 교수

(광운대)와 여운석 교수(건국대)가 실무이사로 

수고한다.

(2) 기획팀: 기획팀은 기획, 규정, 조직, 학술

단체협력, 국제협력 등을 담당해 왔으나 금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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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조직은 회원팀으로 넘긴다. 최동훈 교수

(고대)가 기획 부회장, 그리고 조병기 교수(단

국대)와 장우동 교수(연대)가 실무이사로 수고

한다.

(3) 산학협력팀: 산학협력과 환경안전 부분

을 맡는다. 이규양 센터장(화학연)이 부회장, 

정택모 박사(화학연)와 홍인석 교수(공주대)가 

실무이사로 수고한다.

(4) 홍보팀: 홍보팀은 지금까지 홍보, 화학세

계, 홈페이지, 화학교육 부분을 담당해 왔으나 

금년부터 화학세계 편집 및 발행을 주로 담당

한다. 윤웅찬 교수(부산대)가 홍보 부회장, 이

진용 교수(성대), 정옥상 교수(부산대), 김태규 

교수(부산대) 그리고 이화심 박사(표준연)가 실

무이사로 수고한다.

(5) 학술팀: 학술팀은 춘, 추계학술발표회, 

각종 학술발표회 및 학술 관련 활동을 여러 분

과회와 협력하여 수행한다. 이남수 교수(충북

대)가 학술 부회장, 김태현 교수(인천대)와 최

철호 교수(경북대)가 실무이사로 수고한다.

(6) 재무팀: 지금까지 총무팀이 맡고 있던 재

무 및 기금을 금년부터 새로 생긴 재무팀이 담

당한다. 박수진 교수(인하대)가 재무 담당 부회

장 그리고 이정오 박사(화학연)가 실무이사로 

수고한다.

(7) 회원팀: 국내 회원 주소 확인, 회비 납부, 

새회원 발굴, 국외 회원, 지부 및 분과회의 회

원도 포함한다. 김정희 교수(선문대)가 회원담

당 부회장 그리고 고원배 교수(삼육대)가 실무

이사로 수고한다.

(8) 교육팀: 화학 및 과학 교사들과 학생들의 

학회 참여와 화학 교육의 대중화 확대에 노력

한다. 도임자 교장(울산과학고)이 교육담당 부

회장, 황성용 부장 교사(한성과학고), 최우용 

부장 교사(울산과학고), 이기석 교사(울산과학

고)가 실무이사로 수고한다.

(9) 산업팀: 국내 산업계와 화학회의 연계를 

확장하는데 노력한다. 박병욱 박사(DB 고문)

가 산업담당 부회장으로 수고한다.

(10) e-News Letter팀: 학회 주간 소식지를 

매주 발행해서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매주 발송

한다. 화학관련 소식의 수집 및 연결을 위해서 

전국적인 망 구축을 할 것이다. 우희권 교수(전

남대)가 부회장, 손홍래 교수(조선대), 조성준 

교수(전남대)가 실무이사로 수고한다.

(11) 홈페이지팀: 홈페이지의 개선, 모니터

링, 영문 홈페이지 개선을 목표로 한다. 모니터

링 및 홈페이지 개선을 위해 전국적 망 구성과 

회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홍태기 교수(한서

대)가 부회장, 이영훈 교수(한서대)가 실무 이

사로 수고한다.

▶ <2010년 2월>

시무식 1월 4일

인수인계 1월 6일

신년하례 1월 6일

1월 8일 과총 과학기술자신년인사회 오후 3시 

– 회장 참석

1월 8일 12시 기과협 회의 기획부회장 참석

1월 8일 제1차 운영위

1월 22일 제2차 운영위

Ÿ 기타 회의 및 활동

1월 10일 화학올림피아드 겨울학교 개교 (교

장 김상규 KAIST 교수)

1월 22일 화학올림피아드 겨울학교 수료

1월 14일 과총 이사 및 회원 단체장 오찬간담회

1월 18일 IYC 2010 준비위원회 회의

1월 19일 오후 4시, 장소: 울산정밀화학센터 

회의실

참석자: 도춘호 회장, 조양래 울산지부장, 박병

욱 부회장 등 울산에서 만남 – 울산시 화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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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행사 준비 관련

1월 26일 오후 6시 – 도춘호 회장과 전국화학

관련학과 학과장협의회의 김병문회장(서울대), 

이완인(인하대), 허남희(서강대), 교수가 새롭

게 도입되는 약학대학의 약학교육 6년제(2+4)

도입에 따른 화학관련 학과 뿐만 아니라 기초

과학 교육체계의 혼란과 화학계, 기초과학기술

계 및 산업계 전반에 걸친 부정적인 영향에 대

해 검토했다. 앞으로 더 논의를 계속하였다.

Ÿ 발간 사업

화학세계 2010년 1호 발행, 전면 칼라화, 편

형이 이전보다 커짐.

Bulletin 지 2010년 1호 발행

대한화학회 주간소식지(KCS News Weekly) 

발행

제1호: 1월 5일 창간호 발행

제2호: 1월 12일 발행

제3호: 1월 19일 발행 (영어 제호를 KCS 

News Letter Weekly에서 KCS Weekly 로 

개칭)

제4호: 1월 26일 발행

Ÿ 주간소식 편집 회의

제1차: 1월 9일, 오후 4시, 장소: 전남대

참석자: 도춘호, 우희권, 손홍래, 조성준

제2차: 1월 16일, 오후 4시, 장소: 전남대

참석자: 도춘호, 우희권, 손홍래, 조성준

제4차: 1월 24일, 오후 4시, 장소: 조선대

참석자: 도춘호, 우희권, 손홍래

Ÿ 화학교육지 편집회의

제1차 편집회의 1월 19일 (장소: 대한화학회)

제2차 편집회의 1월 29일 (장소: 대한화학회)

Ÿ 지부 활동

1월 19일 광주전남지부 운영위원회 개최

Ÿ 분과회 활동

1월 15일 전기화학분과회 동계 심포지엄[단국

대(천안)]

▶ <2010년 3월>

제3회 운영위원회 (2월 12일 오후 4시, 학회 

회의실)

제4회 운영위원회 (2월 26일 오후 3시, 학회 

회의실)

▶ <2010년 4월>

3월 5일 제5회 운영위원회 개최

3월 26일 제6회 운영위원회 개최

▶ <2010년 5월>

4월 9일 4시 운영위원회 회의

4월 16일 4시 운영위원회 회의

4월 23일 3시 운영위원회 회의

▶ <2010년 6월>

5월 28일 오후 4시 운영위원회 (5월 14일 회

의가 연기되어 열림) – 제105회 총회 및 학술

발표회 결과 정리

▶ <2010년 7월>

운영위원회 6월 11일 오후 4시, 학회 회의실

▶ <2010년 8월>

7월 2일 오후 4시, 학회 회의실

7월 16일 오후 5시, 학회 회의실

8월 5일 오후 5시, 학회 회의실(예정)

▶ <2010년 9월>

8월 5일 오후 5시, 학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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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10월>

제16차 회의 9월 3일 오후 4시, 대한화학회 

회의실

제17차 회의 9월 17일 오후 5시, 대한화학회 

회의실

제18차 회의 10월 1일 오후 4시, 대한화학회 

회의실

▶ <2010년 11월>

제19차 회의 10월 8일 오후 3시, 대한화학회 

회의실

제20차 회의 10월 29일 오후 4시, 대한화학회 

회의실

제21차 회의 11월 12일 오후 4시, 대한화학회 

회의실(예정)

▶ <2010년 12월>

제22차 회의 11월 26일 오후 4시 – 6시 대한

화학회 회의실

제23차 회의 12월 10일 오후 4시30분 – 5시

30분 대한화학회 회의실

(학술발표회)

▶ 제105회 학술발표회, 총회 및 기기전시회

Ÿ 개요

대한화학회 제105회 (춘계)총회, 학술발표회 

및 기기전시회가 4월 29~30일 인천 송도 컨

벤시아에서 전체 3, 076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공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참가자를 분류해보

면, 종신회원 397명, 정회원 357명, 학생회원 

1,668명, 교육회원 11명, 비회원 106명, 비회

원(학생) 92명, 등록비면제 28명, 기기전시 

340명, 진행요원 77명입니다. 학술발표 초록 

수는 1,428편으로 기조강연 1편, 기념강연 4

편, 심포지엄 23종류, 구두발표 그리고 포스터

발표로 구성되었습니다. 기기전시는 67개 업

체에서 78부스가 열렸습니다. 참가한 회원, 기

기전시업체 그리고 지원해준 인천관광공사, 인

천 컨벤시아, 인천대학교 그리고 인하대학교, 

과총 등의 참여와 성원으로 춘계 학회가 성황

리에 마치게 되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5회에 관한 사진은 화학세계 5호

(pp38-41)에 화보로 실렸고, 대한화학회 주간

소식 제18호(5월 4일 발행)와 제19호(5월 11

일 발행)에 실려 있습니다. 관련 자료로는 총회 

자료집, 학술발표회 프로그램 일정이 실린 화

학세계 4호 부록(화학세계 4호 부록 합본과 별

책 부록 2종이 발행됨)과 초록 내용이 담긴 

CD가 발행되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도 총회 

결과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Ÿ 총회

총회는 29일 오전 10시 송도 컨벤시아 Ballroom 

A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억균 총무부회장의 

사회로 국민의례와 천안함 희생 장병들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도춘호 회장의 개회

사, 김시중 전학회장의 축사, 이본수 인하대 총

장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대한화학회

상 시상, 공로패와 감사패 증정으로 이어졌습

니다. 2010년 주요업무 추진 내역을 포함한 

학회 업무 보고, 재무현황 보고, 분과회 및 지

부 사업이 보고되었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심의가 있었습니다. 분과회 규정 

개정, 환경분과회 명칭을 환경에너지분과회로 

명칭을 변경, 학생기자 규정, 교사연구비 규정 

등의 보고가 이어지고, 몇 가지 질문과 답변으

로 총회를 마치고 기조강연으로 이어졌습니다. 

Ÿ 기조강연

2010년 미국화학회장 Joseph S. Franci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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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가 “The Chemical Enterprise: 

Thinking and Acting Globally”라는 제목으

로 기조강연을 하였습니다. 강연이 끝난 다음 

대한화학회장은 기조강연 기념패를 미국화학

회장은 기조강연 기념패를 미국화학회장에게, 

그리고 미국화학회장은 대한화학회장에게 감

사패를 서로 주었습니다. 

기조강연이 끝난 다음 대한화학회 학술상 수

상기념 KAIST의 장석복 교수의 기념강연으로 

이어졌습니다. 장교수는 “Searching for 

New Reactivity of Transition Metal 

Catalysts for the Efficient and Selective 

Organic Transformations: 라는 제목의 강

연을 하였습니다. 

Ÿ 분과회 주최 기념강연

무기화학분과회 우수연구상 수상 기념 강연-

허남회(서강대) 교수 강연 제목: “Metal 

Oxides are Magic: from 

Superconductors to Catalysts”, 물리화학

분과회 입재물리화학상 수상기념 강연-강영기

(충북대) 교수 강연 제목: “A Story of 

Proline for Two Decades”, 유기화학분과회 

심상철학술상 수상 기념 강연-오창호(한양대) 

교수 강연제목: “Ag-catalyzed Three- 

Component Green Reaction to Indoles”

특별한 몇 가지 강좌와 심포지엄으로 산학협

동강좌 - KCS School, KCS-RSC 공동 심포

지엄, KCS-JAIMA 공동 심포지엄이 개최되었

습니다. 산학강좌-KCS School-“정보전자 산

업에서 화학 소재”라는 주제로 박상희(한국전

자통신연구원), 김창해(한국화학연구원 화학소

재연구단), 유승호(비엔아이테크), 원종찬(한국

화학연구원 화학소재연구단 정보전자폴리머연

구센터), 표승문(건국대), 윤성철(한국화학연구

원 화학소재연구단) 6명이 강연하였습니다. 

KCS-RSC(Royal Society of Chemistry) 

공동 심포지엄-KCS와 RSC사이에 체결된 

MOU에 따라서 첫 KCS-RSC 공동 심포지엄

이 개최되고 우리나라에서 3명 그리고 영국에

서 4명이 발표하였습니다. 명단은 다음과 같습

니다. 

이상기(이화여자대), 김영독(성균관대), 장종

산(한국화학연구원 그린화학촉매연구센터), 

Stuart James(Queen’s University Belfast), 

Pete Licence(The University of 

Nottingham), Andy Wells(Chemical 

Sciences, AstraZeneca), Tom 

Welton(Imperial College)

K C S - J A I M A - K C S - J A I M A ( J a p a n 

Analytical Instruments Manufactures’ 

Association) 사이의 MOU에 따라서 첫 공동 

심포지엄이 개최되어서 우리나라에서 2명 일

본측에서 7명이 발표하였습니다. 

정기호(부산대), 이성희(JEOL Korea Ltd.), 

Koichi Mori(Former Chairman of IEC 

TC111), Masashi Taguchi(JAIMA 

Technical Affairs committee, Nippon 

Instruments Co.), Ryozo Goto (JAIMA 

Technical affairs committee), Kiyohiro 

Kohara(SHIMADZU Co.), Koyanagi Kazo 

(SHIMADZU Co.), Tomikatsu Kubo 

(Rigaky Co.), Taketoshi Kanda(SHISEIDO 

Co., Ltd.)

각종 심포지엄과 구두발표: 각종 심포지엄과 

구두발표는 학술발표회 진행표에 따라서 11개 

발표장에서 이틀간 성황리에 모두 발표되었습

니다. 

포스터발표: 포스터발표는 송도 컨벤시아 제

1전시홀에서 29일 2회(오전10시 30분~12시 

30분, 오후 3시~5시)와 30일 2회(오전 10시 

30분~12시 30분, 오후 3시~5시) 개최되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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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Ÿ 기기전시회

기기 전시는 포스터발표 장소와 같은 송도 컨

벤시아 제1전시홀에서 29~30일 양일간 67개 

업체에서 78부스를 열었습니다. 

기기전시 업체 명단: ㈜영린기기, ㈜영화과

학, 영인과학㈜, 영인프런티어㈜, ㈜제이오텍, 

㈜마텍무역, ㈜수림교역, ㈜씨엠코퍼레이션에

이티, 덕산약품공업㈜, 자유아카데미, 

Pearson Korea, 머크주식회사, ㈜태크노마

트, ㈜석림랩텍, 가드너덴버코리아㈜ WELCH, 

㈜한국아이티에스, ㈜유로사이언스, ㈜드림, 

㈜메카시스, ㈜모두테크놀로지, ㈜비바젠, ㈜

엘투케이플러스, ㈜영진바이오크롬, ㈜이공교

역, ㈜이우과학교역, ㈜제이엘사이언스, 브러

커옵틱스코리아㈜, 사이플러스, 세진시아이, 

씨그마알드리치코리아, 씨엔티(C&T 

International), 엑설리스코리아, 엔솔인스트

루먼트, 유나교역, 이수산업, 주식회사 신코, 

주식회사 지티사이언, 주식회사 큐디솔루션, 

코리아스펙트랄프로덕츠㈜, 코리아테크, 태신

바이오사이언스, 포항가속기연구소, 한국기초

과학지원연구원(KBSI), 한국화학연구원 신약

플랫폼기술팀, 한밭대 RIC(분석 및 시험생산 

서비스), CAS 한국대표사무소/㈜신원데이터

넷, CIVIMELLESGRIOT한국전광㈜, FUJI 

SILYSIA CHEMICAL LTD., NPG Nature 

Asia-Pacific, Qbic Laser System, ㈜바이텍

켐스/엘스비어 코리아, ㈜지올코리아, 한울, 

도서출판 청문각, 동명과학상사, 조일인터내셔

날, 나노베이스/신호텍, 식품의약품안정청, 

Pacifichem/아이존투어, 대한화학회, Royal 

Society of Chemistry, 삼전순약공업㈜

/Strem Chemicals, Inc., ㈜코셈-기기전시에 

참여한 업체에 감사합니다. 

경품추천: 29일과 30일 오후 5시 기기전시

가 끝난 다음 전시홀 입구에서 기기전시 관람

자들에 대한 푸짐한 경품추첨이 있었습니다. 

▶ 제106회 학술발표회, 총회 및 기기전시회

Ÿ 요약

대한화학회 제106회(추계)총회, 학술발표회 

및 기기전시회가 10월 14~15일 대구EXCO에

서 전체 2,876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학술발표 초록 편수는 1,598

편으로 기록적으로 많이 발표되었습니다. 기조

강연 2편, 기념강연 2편, 심포지엄 24종류, 구

두발표 5종류, 기업 및 제품 설명회, 그리고 포

스터발표로 이루어졌습니다. 

2010년 화학포스터 그리기 및 화학 시화대

회 입선 작품과 화학 이미지 컨테스트 작품들

이 전시장에 전시되었습니다. 기기 전시는 43

업체에서 51부스를 전시하였습니다. 대구컨벤

션뷰로, 대구EXCO, 과총, 경북대등의 지원과 

기기전시회에 참여한 업체에 특히 감사합니다. 

제106회 학회화보는 화학세계 11호 

pp39-43에 실려 있습니다. 관련 자료는 제

106회 총회 자료집, 화학세계 10호 부록(화학

세계 10호 부록과 합본과 별책 부록 2종이 발

행됨)과 초록 CD가 발행되었습니다. 학회 홈

페이지에서도 제106회 자료 및 결과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Ÿ 총회

총회는 14일 오전 10시 대구EXCO 2층 대형 

강당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억균 총무부회장

의 사회로 도춘호 회장의 개회사, 심상철 제37

대 대한화학회장의 축사, 이태리 화학회 L. 

Campanella 회장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이어

서 학회상, 외부상, 시상에 이어서 화학포스터 

및 화학시화 입상자에 대한 시상이 있었습니

다. 학회 업무 보고에 이어서 2010년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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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임원 승인, 2011년 예산안 등이 통과

되었습니다. 2011년 김낙중 차기 회장 및 운

영팀의 소개와 2012년 이덕환 차차기 회장 인

사가 있었습니다. 

Ÿ 학술발표회

기조강연

기조강연은 두 분이 하였는데, 처음에는 캐나

다 맥길대학의 유병찬 교수가 “Compensated 

Heat, Uncompensated Heat, Generalized 

Thermodynamics and Generalized 

Hydrodynamics”라는 제목으로 강연하였습

니다. 두 번째는 이태리 트리스테대학교의 M. 

Prato 교수(이태리)가 “Carbon nanotubes 

in materials science and nanomedicine”

라는 제목으로 강연하였습니다. Prato 교수는 

대한화학회와 이태리화학회 간에 협장한 

Ree-Natta Lectureship 프로그램의 첫 수혜

자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기념 강연

고재중 교수(고려대)가 이태규학술상 수상 기

념 강연을 하였고, 윤경병 교수(서강대)는 한국

과학상 수상 기념 강연을 하였습니다. 

분과회 주최 기념 강연

고분자화학분과회 학술 진보상 수상 기념 강연

은 정병문 교수(이화여대), 물리화학분과회 젊

은 물리화학자상 수상 기념 강연은 장준경 교

수(부산대), 유기화학분과회 장세희학술상 수

상기념 강연은 박승범 교수(서울대)가 강연하

였습니다. 

특별심포지엄

“문화재 보존과 화학”, “화학과 뉴스 미디어의 

역할”, “녹색 화학과 녹색 성장”의 세가지 화학

과 사회와 공통으로 관련된 문제에 대한 심포

지엄도 화학자가 아닌 외부 연사들을 초청해서 

개최했습니다. 화학자들의 관심의 폭을 넓히고 

또 외부 인사들에게도 화학을 알리는 계기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각종 심포지엄과 구두발표

각종 심포지엄과 구두발표는 발표 일정에 따라

서 12개 발표장에서 이틀간 진행하였습니다. 

포스터발표

포스터발표는 대구EXCO 전시홀에서 14일 2

회 15일 2회씩 각각 2시간씩 발표하였습니다. 

Ÿ 기기전시회

기기전시회는 포스터발표와 같은 장소인 대구 

EXCO 전시홀에서 10월 14~15일 이틀간 개

최되었습니다. 51개 부스를 전시하였습니다. 

기기전시 참여 업체에 감사합니다. 

기기 전시 업체 명단

대한화학회, 한국화학연구원 정밀화학정책 연

구센터, 한국화학연구원, 라이프사이언스, 

WILEY, 사이플러스(SCIPLUS), ㈜모두테크놀

로지, 상기교역㈜, ㈜바이텍켐스, 엘스비어코

리아, ㈜수림교역, ㈜유로사이언스 Euro 

Science Co., Ltd, ㈜한국자이(JAI KOREA), 

㈜선일아이라, Accelry Korea, 자유아카데미, 

Pearson Korea, NEXTRON corporation, 

㈜드림, ㈜마텍무역, CAS 한국대표사무소/㈜

신원데이터넷, ㈜이우과학교역, ㈜프로테크코

리아, 대정화금 (WAKO, JUNSEI), 머크 주식

회사, 브러커옵틱스코리아㈜, BK 

Intruments, 세진시아이, 싸토리우스 코리아 

바이오텍㈜, 씨그마알드리치 코리아, ㈜알에스

텍, 주식회사 유니랩코리아, 주식회사 지티사

이언, ㈜바이오메카트로닉, 케이맥㈜,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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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 태신바이오사이언스, 포항가속연구소, 

한국기초과학지원여구원(KBSI), 한국다이오넥

스㈜, 국립 한밭대학교 화학소재상용화지역혁

신센터(RIC), NPG 네이처 아시아-퍼시픽, 국

민은행

경품 추첨

10월 14일과 10월 15일 오후 5시 각각 전시

홀 앞에서 기기전시 관람자들에 대한 경품 추

천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학생 도우미들은 

별도로 추첨하였고 일반추첨에는 참가하지 않

도록 하여서 일반 회원들의 추첨 확률을 높였

습니다. 

2011

(운영위원회)

▶ 2011년도 운영위원회 활동

2011년도 대한화학회 운영을 위한 금년도 운영

위원들은 2010년 5월부터 12월까지 총 11회

에 걸쳐서 차기 운영준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그동안 운영 준비위원회에서는 1)2011년도 대

한화학회지 운영위원 구성, 2)2011년 세계화

학의 해 행사 지원 방안, 3)2011년 4월에 개

최 예정인 107회 춘계 학술대회 장소 결정 및 

준비 지원 사항 점검, 4)각종 제 위원회의 신임 

및 차기 위원회 구성안, 5)화학세계 및 제 잡지

의 활성화 방안, 광고수주 방안 등의 주제로 논

의를 진행하였다. 현재까지 결정된 주요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각 팀별 부회장과 실무이

사로 구성된 차기 대한화학회 운영위원은 회장

을 포함하여 총무팀, 재무팀, 기획팀, 산학협력

팀, 학술팀, 홍보팀, 교육팀, 세계화학의 해 위

원회, 조직부회장, 산업부회장등으로 구성되었

다. 또한 올해는 UN이 정한 세계화학의 해를 

맞아 세계화학의 해 선포식 및 기념 특별행사 

등의 준비를 2011년 화학의 해 준비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성대하게 준비하도록 할 계

획이다. 올해 춘계총회 및 학술발표회는 제주

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4월 28~29일 개최

될 예정이며, 추계는 9월 29~30일 대전컨벤

션센터(DCC)에서 세계화학의 해를 맞아 인접

학문분야와 연계된 특별심포지엄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홍보팀에서는 금년도 화학세계 편집 방향을 

화학과 미래신기술을 최근 새롭게 주목받고 있

는 기술을 소개하고 관련 장비를 생산하는 산

업체를 함께 소개하며, 유망기업이나 선도기업 

소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연구실 소

개란을 확대하며, 회원들의 화학세계 투고 원

고료를 인상할 계획이다. 최근 다양한 미디어 

형태로 쉽게 접근하기 위하여 e-book 형태로 

발간을 논의하고 있다. 교육팀에서 초중등교사

분과 통하여 화학포스터그리기 및 화학 시화대

회의 업무를 주관하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교육관련 업무를 

기존의 다른 팀들과 업무 분담을 위한 논의를 

수행하고 있다. 학술팀과 세계화학의 해 위원

회는 다양한 행사를 통한 세계화학의 해의 홍

보사업을 통하여 일반일들에게 화학회의 화학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사업 등을 논의

하고 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올해 춘계 및 추

계학회에 외국의 유명학자의 초청을 통한 국제 

심포지엄을 병행하여 개최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또한 춘계 학회가 개최되는 

제주도에 회원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

고 호텔 및 비행기표등을 예약을 돕기 위한 주

관 여행사의 선정을 위한 논의를 수행하고 있

다.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 금년부터는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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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회 이상의 전체 운영위원회와 각 팀별 회

의를 통하여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또한 

학회의 제 특별위원회와 각 상설위원회, 그리

고 분과회등과의 원활한 협조와 구체적인 결정 

및 방향등을 본란을 통하여 소개할 예정이다.

▶ 2011년도 1월 운영위원회 활동

2011년도 1월 4일 전년도 운영위원회로부터 

정식으로 인수인계를 받아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하였다. 1월 4일 오전에는 화학회 사무국

에서 전년도 회장 및 운영위원들과 만나 정식

으로 금년도 활동하기 위한 인수인계 회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오후에는 한국과학기술회관

에서 개최된 한국화학관련 학회연합회의 2011

년 신년하례식에 많은 운영위원들이 참석하여 

타 학회 임원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1월 7일에

는 화학회 사무국 직원들과 운영위원들이 모여

서 사무국 시무식을 갖고 앞으로 화학회 회원

들에게 더욱 “먼저 다가가는 화학회”라는 모토

로 1) 회원들의 의견과 요구를 바로바로 수용

하는 의사소통의 학회, 2) 지부와 분과의 활성

화에 기여하는 학회, 3) 국제 화학관련 기수 및 

단체와 활발한 교류 협력을 지향하는 학회, 4) 

중등교육 및 대학의 화학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학회, 그리고 5) 대정부 활동을 확대

하여 회원들의 권익과 과학자의 사회적 위상을 

재정립하는 학회가 될 것을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2010년 12월 23일에 개최된 작년도 마지막

인 1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학회에서 발간하는 

Bulletin지, 대한화학회지, 화학세계 및 화학

교육지의 출판단가를 낮추기 위하여, 여러 출

판사들의 견적을 비교하여 작년에 비하여 획기

적으로 낮은 출판 계약을 추진하기 위한 다양

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금년 4월에 제주

도에서 개최 예정인 춘계 학회에 회원들에게 

예약 및 교통 등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

관 여행사를 선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

다. 또한 작년도 화학회를 이끌어 나간 운영위

원들로부터 원활한 인수인계를 받기 위한 준비 

작업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1월에 집중된 다

양한 신년 행사 및 화학회 공식행사에 차질 없

이 진행하기 위한 일정을 정리하였다. 본 운영

위원회는 2월까지는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목요일에 전체 운영위원들이 참석하는 운영위

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홍보팀에서는 화학세계에 소중한 원고를 작

성해 주는 회원들에게 금년도부터는 대폭 상향

된 원고료를 지급하기로 논의하여 금액을 확정

지었다. 또한, 화학세계에 소개될 화학과 미래

신기술란을 최근 많은 관심 있는 첨단 분야의 

연구방향과 관련 업체를 소개해 주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분야의 연구자들을 

접촉하여 1년 동안의 주제를 확정하기 위한 논

의를 지속하고 있다. 학술팀은 각 분과와 자속

적인 업무 협조를 통하여, 내년도 학회의 프로

그램을 확정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주도 학회개최에 따른 지원금을 확보하기 위

한 다양한 노력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재무팀

은 인수인계에 따른 현재 재무현황 파악을 위

하여 상세한 재무 업무 파악을 위하여 여러 번

의 논의를 지속하였으며, 총무팀과 함께 불필

요한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학회의 소중한 재

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다양한 행정적

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기획팀은 1월 말로 

예정된 금년도 첫 번째 이사회에 개정되야 할 

정관과 세칙 등을 논의하고, 학회발전위원회를 

발족하여 장기적인 학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회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마

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 2011년도 2월 운영위원회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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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1월 인수인계 이후, 본격적인 운영

위 팀별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1일중

에 두 차례에 걸쳐서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으

며, 논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월 13일에 

개최된 제1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대한화학회

의 규정 및 제 세칙에 관한 개정에 필요한 부

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교육팀의 활동을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서 화학

교육지 편집위원회와 화학교육홍보위원회에 

교육실무이사가 참여하기 위한 시행규칙 제정

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또한 학회발전사업위

원회의 위원장을 선거에 선출된 차기회장을 중

심으로 구성하여 금년도 상반기 중에 개정이 

필요한 규정 및 세칙 등을 점검하여, 차기년도 

회장이 발전적으로 화학회의 발전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위원회의 업무를 강화

할 것을 논의하였다. 이와 관련된 제세칙 및 시

행규칙 개정안은 2011년 2월 중에 이사회의 

안건으로 심의를 통하여 확정될 예정이다.

기획팀에서는 그동안 화학회에서 많이 제기

되어 왔던 새로운 영문학술지를 발행에 관한 

필요성 및 현황 등을 정리하여 보고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논의를 진행하여 연말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을 목표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학비지니스벨

트 및 기초과학연구 미래유망분야 선정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화학회의 위상과 관련 분

야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을 보고하였다. 학술팀은 107회 제주도에서 

개최예정인 춘계 학술대회의 프로그램의 진행

사항과 제주자치도의 국제학술회의 개최 지원

금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 및 진행사항

을 논의하였다. 세계화학의해 준비위원회는 금

년도 춘계 및 추계 학술회의 때 활발한 국제심

포지엄 개최하기 위하여 각 분과별로 신청된 

국제학술회의의 후원계획을 보고하였으며, 실

질적인 지원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교육

팀에서는 2011년 화학포스터그리기 및 화학시

화대회, 화학교수연구비 지원, 화학교사 산업

체 체험연수 등, 다양한 교육관련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내실 있는 사업이 되기 위한 방안 등

을 논의하였다.

재무팀은 지난 1월 17~19일 동안 진행된 

외부 회계감사결과에 대한 진행사항을 보고하

고, 이를 통하여 투명한 회계와 예산 집행의 공

정성 및 세무관련 방안 등을 보고하고 운영위

원회에서 논의를 하였다. 특히, 재무제표 작성 

등 재무관리와 관련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하는 방안을 논의하여 보고하기로 하였다. 홍

보팀은 화학세계 발간과 관련하여, 발간일정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새로운 분야를 화학과 미래신기술로 소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집필진과 주제 발굴에 많은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

총무팀은 금년도 제1회 이사회 준비를 위하

여, 그동안 정비된 규정 및 제세칙의 개정안 등

을 점검하였으며, 사무국의 직원을 보강하고, 

학회발간 잡지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세계화학의 해와 관

련된 다양한 행사들을 세계화학의해 준비위원

회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올해를 기점으로 대

한화학회가 일반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

가 마련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 2011년도 2월/3월 운영위원회 활동

2011년도 2월에는 춘계학술대회 관련하여 준

비모임 등이 각 팀별로 개최되었으며, 2월 17

일 제 14차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제 14

차 운영위원회와 춘계학술대회 준비모임을 통

하여 춘계학술대회 기간 중의 각종 행사와 만

찬 등에 대한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회원들의 

제주도의 여행을 위한 여행사와의 협력,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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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지원금확보방안, 및 도우미 운용계획 등

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총회준비를 위한 내

용 등이 논의되었다. 금년도 내에 새로운 화학

회 영문학술지를 창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

였으며, 분야 및 출판사 등의 조건, 그리고 우

수학술지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 등을 지속적으

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제 1차 이사회를 2월 

17일 개최하였으며, 이사회에서 심의된 제 규

정 개정 및 논의된 사항의 후속 조치들을 3월

중에 진행하고 있으며, 4월초에 제 2차 이사회 

및 춘계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다양

한 사무국의 업무 분장 등의 논의 및 홈페이지 

개편 방안 등을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였다.

기획팀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국가과학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초 연구 미래 유망

분야 선정을 위하여, 각 분과회별로 화학 관련 

미래유망분야의 추전을 요청하여, 수집된 유망

분야의 추천 작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춘계학

술 대회기간 올레길 걷기 등의 회원들의 관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첫째날 학생들을 대상으

로 야외공연과 간단한 여흥을 준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또한, 연계된 여행

사를 통하여 편리한 항공예약 및 숙박예약, 그

리고 셔틀버스 운행 등, 회원들의 편의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홍보팀은 화학세계의 2월호를 2월 7일 발송 

완료였으며, 3월호도 차질 없이 편집되어 발송

하기 위한 원고 접수 및 광고수주를 위한 노력

을 하였다. 또한 양면광고 및 전면광고의 금액

을 조정하여 광고비를 조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화학세계를 통하여 미리 세계화학의 해를 기념

하여 개최되는 가을총회 및 학술발표회의 일정 

등을 학회 일정 캘린더에 첨부하는 등, 회원들

에게 필요한 정보를 미리 공지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세계화학의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화학회 차원의 다양한 지원 

및 행사 등의 논의가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논의

되고 있다. 특히 3월 8일 개최된 세계화학의 해 

선포식을 지원하고, 추계학회 때, 세계화학의 

해 조직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학술팀은 춘계학술발표회에 회원들의 적극

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바, 

춘계 학회에 총 1,690편의 초록이 접수되어, 

사상최고의 초록이 접수되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이번 춘계 학회 때 제14회 ACC학회의 

홍보를 지원하기로 논의하였다. 또한 새로 발

간된 일반화학실험 제7개정판의 검수작업등을 

진행하였다. 총무팀은 사무국과 함께 회원들과

의 원활한 소통과 정보의 교류를 위하여 개인

정보 및 연락처 수정을 위한 요청 작업을 수행

하였으며, 또한 Bulletin과 대한화학회지의 모

든 논문들을 연구재단 KCI 등록을 완료하는 

작업을 완료하는 등, 회원들의 화학회 등록 논

문들의 KCI를 통한 검색 및 색인 작업을 원활

하게 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역대 본 회의 기록물관리 등을 정리하고 관리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2011년도 3월/4월 운영위원회 활동

2011년도 3월에는 3월 10일 제15차 운영위

원회와 3월 24일 제16차 운영위원회가 개최되

었으며, 4월에는 제17차 운영위원회가 4월 7

일에 개최되었다. 제15차 운영위원회에는 4월 

춘계학술대회를 위한 제주도의 운영위원과 사

무국직원들의 사전답사 결과를 보고하고, 준비

하고 있는 다양한 행사들의 진행사항들을 점검

하였다. 화학회에서 주관하는 화학 포스터그리

기와 시화대회 등이 내실 있게 준비하기 위한 

홍보 계획과 지역별 지부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 그리고, 화학회 회원들의 회원정보

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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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춘계학술대회의 프로그램이 시간단위

로 세밀하게 점검하였으며, 학술회 전날 개최

되는 평의원회와 총회에 보고할 사항 등을 점

검 등을 점검하였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본 회의 역대 회장님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후학들을 격려하실 수 있도록 

역대회장님들의 숙박과 여정의 예약을 안내해 

드리고, 또한 학술대회에 참석하는 학생회원들

이 함께 모여서 세계화학의해를 기념하고, 화

학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특

히, 춘계총회가 열리는 4월 28일 목요일에 

BBQ파티와 경연대회 등을 기획하여 화학인이 

제주도에서 여흥을 즐길 수 있는 이벤트를 마

련했다. 또한, 식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

여 샌드위치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학술대회가 열리는 

제주ICC와 인근 지역 호텔까지 셔틀을 운영하

며, 회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

을 수립하였으며, 마지막 날인 4월 29일에는 

공항까지 무료로 운영되는 셔틀을 배치하기 위

한 계획을 논의하였다. 총무팀과 학술팀에서는 

올해 2개 이상의 광역단위로 지부회의를 개최

하는 경우 본회에서 지원금을 지원하며, 내실 

있는 지부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본 회의 웹사이트를 개편하

여 3월 30일부로 개편된 홈페이지를 공개하

여, 밝고 정리된 홈페이지로 회원들의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수행하였다. 재무팀에서는 

각종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회계기준 환급

이 가능하도록 외부의 세무사와 협의하여 면밀

하게 세무신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년도 화학 올림피아드 여름학교가 성공적

으로 수행되기 위하여, 여름학교의 행사계획을 

마무리하였으며, 교육팀에서는 화학포스터그

리기와 화학시화대회의 홍보를 위하여 교과부

와 협의하여 각 시도 교육청에 안내공문을 발

송하였으며, 세계화학의 해에서 지원을 하여,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논의 하였다.

운영위에서는 3월 18일부터 23일간 화학회

원 3,000명의 회원정보를 업데이트하여, 발송

되는 화학세계 및 각종 우편물들이 회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고, 이메일과 연락처 등을 수

정하기 위하여 개별 전화를 통한 회원정보 수

정작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3월 31일 개최된 

각급 시, 지부장, 위원장 회의, 4월 1일 개최된 

기금위원회, 그리고 4월 7일 개최된 제2차 이

사회 등에 보고하기 위한 회무업무와 현안들에 

대한 논의를 준비하였다.

▶ 2011년도 4월/5월 운영위원회 활동

2011년도 4월에는 대한화학회 제107차 춘계 

학회준비를 위한 제18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4

월 21일에 개최하였으며, 춘계총회기간 운영

위원들은 4월 27일 평의원회, 4월 28일 총회

에 대부분이 참석하여 총회 및 학회의 현장에

서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총회 하루 전인 27일에 개최된 평의원회에

서는 기존에 활발한 활동이 없었던 평의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참석한 평의원들과 총회에

서 보고할 내용들을 함께 점검하고 평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또한, 총회에서 지금까지

의 운영위원들의 활동을 보고하였는데, 특히 

회원들의 정보 업데이트 및 홈페이지 개편, 그

리고 세계 화학의 해 활동보고, 학회지 창간 등

과 함께 운영위원회에서 중점으로 활동한 내용

들을 보고 드렸으며, 개별적으로 운영위원에게 

전달된 다양한 회원들의 의견들과 학회 과정에

서의 문제점이나 개선사항 등을 정리하는 모임

을 수시로 취합하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학회 

진행과정에서는 60명의 도우미들과 함께 등록

대 및 각 학회장소를 순회하면서 학회 진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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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이나 등록 과정에 어려운 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학회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였다.

특히, 4월 28일에 학회 공식행사로 개최된 

경연대회는 바람이 많이 불고 예년에 비하여 

외기온도가 낮아서 일반 회원들의 많은 참여는 

없었으나 운영위원들은 자리를 지키고 경연대

회에 참가한 여러 팀들을 심사하고 함께 경연

대회의 진행에 동참하여 참석한 학생들이 화학

회를 기념한 행사에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노

력하였다.

총무팀과 사무국에서는 제107차 춘계학술대

회의 정산 및 정리를 학회 후 진행하였으며, 접

수초록 총 1,710편, 등록자 2,775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초록발표와 등록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전체회원

들과 기기전시회 업체에 감사공문을 발송하였

으며 5월부터는 다시 제108차 추계학술대회의 

준비를 위한 운영위원회 모임을 예정하고 있다.

홍보팀에서는 화학세계의 차질 없는 발간을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화학업체들에 대

한 광고를 독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교

육에서는 포스터 및 시화대회의 우편접수를 5

월 6일로 마감하였고 포스터 1,828명, 시화 

2,136명이 접수되어 초중고등부의 화학 포스

터 대회 및 시화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심사위원들을 위촉하는 작업을 진행하

고 있다. 학술팀은 화학회에서 발간된 각종 논

문들을 디지털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각 도서관

과 검색도구에서 쉽게 검색되고 외국의 회원들

이 찾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기획팀에서는 자부간의 소통과 

광역화를 통한 회원들의 지부활성화를 도모하

기 위하여 중점 추진사함으로 진행하고 있는 

지부 지원금에 대한 신청조건 및 방안을 마련

하여 각 지부로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를 통하

여 지부의 행사추진에 본회에서 적극적으로 도

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운영

위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

▶ 2011년도 5월/6월 운영위원회 활동

2011년도 5월에는 대한화학회 제107회 춘계 

학회를 정산하기 위한 제19차 운영위원회가 개

최되었으며 6월 9일에는 다시 제108회 추계학

술대회를 내실 있게 준비하기 위한 제20차 운

영위원회가 화학회 사무국에서 개최되었다.

제19차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지난 

107회 춘계학술대회의 정산과 학술대회 기간

의 총회 및 각종 회의 등의 결과 등을 정리하

였다. 특히 접수초록과 등록자, 정산수지 등에

서 역대 최대 규모로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학술대회기간 중에 회원들의 불편한 사항이나 

제기된 문제점 등을 확인하고 향후 제108회 

추계학술대회를 더욱 더 내실 있게 준비하기 

위한 향후 계획 등을 점검하였다. 특히 이번 추

계학술대회는 함께 개최되는 세계화학의 해 기

념 화학EXPO 등의 부대행사와 맞물리면서 예

년보다 약 한달 정도 앞당겨 9월 29~30일 양

일간 대전DCC에서 개최하게 되며, 취업박람

회 및 다양한 화학 관련 행사 등이 함께 열리

게 되므로 내실 있는 준비를 위한 일정 등을 

확정하였다. 특히, 초록접수 및 마감 등이 예년

보다 앞당겨져 회원들에게 지속적인 홍보를 통

하여 많은 학술발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학

술팀과 총무팀의 노력을 다짐하였다.

주요한 논의사항으로는 화학회를 통한 지부 및 

분과의 행사의 개최 시 투명한 회계가 가능하

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총무팀을 중심으로 만들

기로 하였으며, 화학 관련 용어 및 물질정보 등

이 각 부처별로 통일될 수 있도록 술어위원회

와 함께 공동 노력할 것을 논의하였다. 또한, 

초중고등 모교에 화학세계를 통한 후원 사업을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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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논의하였다.

제20차 운영위원회에서는 화학회의 전산자

료 및 홈페이지가 연동되어 있는 서버를 

KREONET으로 이전하여 차질 없이 기존의 

서버와 연동되도록 하며, 이를 회원들에게 공

지하도록 사무국과 논의하였다. 홍보팀에서는 

화학세계 7월호부터는 더 많은 기사와 총설, 

새로운 코너 등을 넣어서 많은 읽을거리를 제

공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 등을 논의하였다. 재

무팀과 총무팀은 2010년도에 미지급으로 남아

있던 각종 심사로 수수료 및 원고료 등을 조속

히 지출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19차에서 논의

되었던 본회 명의를 통한 지부 및 분과 행사의 

지원 및 협의사항을 넣은 가이드라인을 다시 

검토하는 회의를 진행하였다. 교육팀에서는 포

스터 및 시화대회의 심사일정 및 시상계획 등

을 논의하였고, 시상식을 추계 학술대회에 부

대행사로 일반인을 상대로 개최되는 그린화학

페스티발에 수상자를 참석시키는 방안을 논의

하였다.

향후 일정으로 6월 중순에 사무국과 운영위 

대표가 추계학술대회장소인 대전 DCC에 장소 

및 동선 등을 파악하기 위한 현지방문을 할 계

획이며,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한 화원들에게 

추계학술대회의 일정을 홍보하고, 각 분과들과 

협력하여 내실 있는 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것

을 논의하였다.

▶ 2011년도 5월/6월 운영위원회 활동

2011년도 6월 23일에는 제21차 운영위원회

가 화학회 사무국에서 개최되었으며 7월 7일

에는 본 운영위의 산업부회장이자 동우화인켐

의 광학소재연구 소장인 김기섭 부회장의 초청

으로 창사 20주년/연구소 개소 10주년 심포지

엄이 개최된 동우화인켐의 평택연구소에서 제 

22차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제21차 운영위원회에는 Bulletin지 및 대한

화학회지의 논문처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

하여 학술지 위원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템플릿

제작을 통하여 신속한 논문심사가 가능하도록 

운영위에서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또한, 본

회의 웹사이트를 지속적으로 개편하여, 분과 

및 지부행사의 웹사이트를 통한 결제 및 정산

시스템과 본회의 기록을 영구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온라인 앨범을 개설하기로 하였다. 재무

팀은 외부 세무사와 미팅을 통하여 지난년도의 

부가세 신고서류 등을 확인하고, 올해 재무현

황 및 결산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협의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교육팀은 본회에서 주관한 시화 및 포스터대회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추계총회 때 수상식을 

진행하기 위한 계획 등을 운영위에서 논의하였

다. 학술팀은 영국의 RSC 출판사와 협력에 의

한 물리화학분야의 출판에 본회가 참여하기 위

한 구체적인 협력 조건과 협회의 수익 계약 조

건 등을 보고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

하였다. 또한 추계학술대회에 기조강연을 할 

노벨상 수상자등의 초청 및 기기전시 등을 준

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을 확정하였다. 

추계학회가 예년에 비하여 1달 정도 앞당겨서 

개최됨에 따른 제반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

인하고,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

방안 등을 협의하였다.

제2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작년도 미지급된 

회원들의 각종 원고료를 정산한 결과를 보고하

였으며, 올해 본 운영위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

로 진행하고 있는 지부 광역화 행사에 자원한 

각 광역화 행사 계획서를 검토하고 광역화 행

사에 지원금 규모를 확정하였다. 또한 각 분과

별로 진행 중인 하계 심포지엄의 행사계획을 

확인하고, 협력이 필요한 정산 등의 과정에 적

극적으로 도움을 주기로 논의하였다. 초록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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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8월 1일로 결정됨에 따라서, 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추계학회의 초록 및 등록을 요청하는 

홍보 이메일을 매주 2회씩 지속적으로 발송하

였으며, 초록접수를 시작하였다. 추계학회행사

가 화학EXPO 행사와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서, 기기전시회 참여업체들을 참여를 독려하

고, 기기업체의 발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적극

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향후 7월 중에 기

기전시회 및 초록 등의 접수의 홍보가 매우 중

요한 만큼, 운영위치원에서 각 대학 화학과 분

과 및 지부, 그리고 참여 업체들에 대한 안내를 

위한 노력을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하기로 결의

하였다.

▶ 2011년도 7월 8월 운영위원회 활동

2011년도 7월 21일과 8월 11일에 각각 제 23

차와 제 24차 운영위원회가 화학회 사무국에서 

개최되었다. 제108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의 일

정이 예년에 비하여 1개월 정도 앞당겨짐에 따

라서 초록접수, 학술발표회 및 특별심포지엄 

준비, 그리고 기조강연자 초청 등에 관련된 다

양한 준비 등 성공적인 총회 및 학술발표회의 

개최를 위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었다.

제23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여러 학술분과에

서 진행하였던 하계 심포지엄에 관한 정산의 

보고가 있었으며, 현재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홈페이지 개편작업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현재 논문 및 각 분과지부, 그리고 회원 관리 

등에 대한 홈페이지의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 

총회관련 논의로는 기조강연자로 강연하시는 

Prof. Wuthrich의 초청과 관련하여, 롯데장

학재단과 한림원의 후원기관과의 스케줄 및 후

원을 위한 계획서 검토 등을 논의하였다. 이번 

학술발표회는 세계 화학의 해에서 개최하는 화

학EXPO와 동시에 열리게 됨에 따라서, 기기

전시회를 화학EXPO와 공동으로 유치하며, 기

존의 화학 관련 장비 분야의 기기전시 뿐 아니

라 화학 관련 기업체의 홍보관 등을 함께 유치

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였다. 또한 학술발표

회에 특별 세션으로 진행도는 물, 원자력, 고고

화학, 그리고 지식재산 산업 등의 발표회가 성

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한 학회차원의 지원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8월 

19~20일 대전의 DCC에서 개최되는 한민족

화학자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세계화학

의 해 기념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

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제24차 운영위원회에서는 IUPAC 총회에 

참석하고 귀국한 회장단의 활동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금년도 차기 이사회에 제출할 대한

화학회상 및 외부상의 수상 후보자의 검토가 

있었다. 가을총회와 관련하여, 한국관광공사 

롯데장학재단, 한림원 등의 후원 지원 사항을 

검토하였다. 화학회와 산업체간의 장기적이고 

긴밀한 후원 및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체 특별회원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및 

특혜부여 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수행하였다. 

향후, 대기업을 포함한 국내 많은 화학 관련 업

체들을 특별회원사에 다양한 혜택을 차별화하

여 등급별로 모집하며 화학 산업계의 연구자들

이 더 쉽게 본회에 참여하고, 또한 본회에 기업

의 안정적인 후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기타, 9월 1일에 예정된 이사회에 

관한 검토와 학술대회를 총 점검하기 위한 8월 

일정 등을 논의하였다.

▶ 2011년도 8월/9월 운영위원회 활동

2011년도 8월 25일, 9월 1일 그리고 9월 22

일에 각각 제 25~27차 운영위원회가 화학회 

사무국에서 개최되었다. 제108회 총회 및 학

술발표회의 일정에 맞추어 제3차 이사회가 9

월 1일에 자문위원회가 9월 19일에 개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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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에 보고하기 위한 2011년도 추경예

산 및 각종 정관개정작업을 위한 준비, 그리고 

제108차 총회보고를 위한 각종 회무준비로 여

러 번의 회의와 준비모임 등을 활발히 진행하

였다.

제25차 운영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추경 

예산안을 점검하였으며 금년도의 여러 행사들

과 활발한 회원들의 활동 등이 반영되어 

12.08% 증가안의 세부 항목 등을 점검하였으

며, 내년에 이월된 금액과 행사, 그리고 금년도 

수입 등의 예상치 등을 세밀하게 점검하는 모

임이 진행되었다. 또한 8월에 개최된 한민족화

학자 대회에서 외국의 화학자들이 요구사랑이

었던 본회를 중심으로 한 세계 화학자 네트워

크 구성에 관한 요구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방

안 등이 논의되었다. 이번 가을총회에서 진행

될 시화 및 포스터 시상을 화학EXPO의 부대 

행사인 그린화학페스티벌 체험행사와 결합하

여, 시상식에 참석할 중고교학생들의 화학에 

대한 관심을 참여를 통한 교육적인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이번

에 기조강연을 하는 노벨상 수상자인 Prof. 

Wuthrich와 국내 관련 연구자들 간의 전망을 

논의하는 Prestige Workshop을 한림원의 후

원으로 진행하기로 하여, 이를 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제26차 운영위원회는 당일 운영위원회 후에 

개최되었던 이사회에 제출된 각종 의안들에 대

한 점검을 점검하는 회의로 진행하였다. 추가

적으로는 이번 세계화학의해를 맞이하여 함께 

개최되는 취업박람회에 관한 준비를 위한 다양

한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

로 9월 8일에는 제 108회 학술대회를 준비하

는 기획, 학술, 총무 실무이사이 전체 학술대회 

및 총회 등의 세부사항을 점검하고 필요한 인

력동원 및 운영위원회 임원들의 역할 등을 사

무국과 조율하는 회의를 추가로 개최하였다.

제27차 운영위원회는 9월 22일에 학술대회의 

준비된 전체 계획을 도상으로 점검하는 회의로 

진행하였다. 특히 이번 총회 및 학술대회는 제 

분과의 심포지엄과 함께 해외 IUPAC 관계자

와 일본 화학회의 회장 및 임원들이 방문하게 

되어 본회의 국제적인 협력활동의 일환으로 다

양한 미팅과 교류를 위한 미팅도 함께 준비되

고 있다. 또한 학생회원들의 많은 관심 속에 취

업박람회가 실질적으로 화학회원들의 진로선

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운영위원회에서 노력을 기

울이기로 하였다.

▶ 2011년도 9월 총회 기간 중의 운영위원회 활동

2011년도 9월 추계학술대회와 함께 개최된 총

회와 평의원회, 그리고 일본 화학회 회장과의 

미팅 등을 여러 건의 운영위원들의 다양한 공

식 활동이 개최되었다. 9월 28일에는 화학

EXPO 개막식에 운영위원들이 대부분 참석하

여서, 화학회와 함께 세계화학의 해를 기념하

여서 개최된 화학 EXPO, 그린화학페스티발의 

전반적인 진행사항 등을 점검하고, 당일 개최

된 정책토론회에 여러 임원들이 참석하여서 학

술대회의 일정을 시작하였다. 28일 저녁 6시

에 남도한정식에서 개최된 평의원회는 금년도 

평의원들과 운영위원들이 참석하여서 총회 때 

보고될 각종 안건들을 보고하였고, 늦게까지 

평의원회에 참석한 전임회장단들과 오찬을 진

행하였다.

9월 29일은 제108회 대한화학회 총회를 오

전 10시부터 개최하였고, 기획부회장의 사회

와 회장 및 부회장의 회무 및 재무 보고, 각종 

시상식 및 차기임원들의 계획 및 기획안 보고 

등을 회원들에게 발표하였다. 11시의 기조강

연을 마친 후, 참석한 VIP들과 함께 만찬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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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였다. 총무팀에서는 당일 기조강연자를 모

시고 한림원에서 주최한 Prestige Workshop

의 진행사항 등을 점검하여,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였다. 29일과 30일 학술

대학의 폐장시간에 맞추어 참석한 학생들을 대

상으로 기획 실무이사와 학술실무이사들은 경

품추천 등을 진행하며, 많은 학생들이 참가한 

기기전시회 및 화학EXPO의 전시장을 방문한 

stamp를 통하여 경품을 수여받도록 진행하였

다. 교육팀에서는 금년도 화학시화전의 수상자

들을 대상으로 그린 화학페스티벌에 참석하고, 

상장 등을 수여하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재무실무이사와 기획 실무이사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진행한 취업박람회가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각 업체들과 취업박람회에 면접

을 예약한 학생들의 진행사항을 학술대회기간

동안 확인하며, 성황리에 진행될 수 있도록 수

행하였다. 또한 총무팀에서는 화학EXPO에 본

회 회원들의 참석을 유도하기 위하여 포스트발

표회장을 일부 화학EXPO로 변경시키고, 이를 

준비하기 위한 행정적인 지원과 분과회와의 연

락 등을 수행하여서, 30일 많은 학생회원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9월 30일 일본 

화학회(CSJ)에서 참석한 일본화학회회장과 사

무국장과 금년도 회장 및 차기회장, 그리고 총

무부회장, 사무국장 및 실무이사들이 양 국가

의 화학회의 정보를 교환하고, 향후 긴밀한 협

력을 수행하기로 합의하였다.

금년도 운영위원회가 준비한 가장 중요한 행

사인 추계총회 및 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

리됨에 따라서 전체 학술대회의 결산 및 결과 

등을 정의하기 위하여 사무국과 현재 결과물들

을 정리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27일 제28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11월과 12월

은 차기 운영위원회에게 운영위 업무를 이관하

기 위한 준비작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2011년도 10월/11월 활동

2011년도 추계학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면

서 학회의 정리와 정산을 마무리 한 후, 10월 

27일에 제28차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11월 18~19일은 운영위원회를 원주에서 1박 

2일간 개최하였다. 제28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제108회 학술발표회의 결산 보고를 하였으며, 

행사 중 개최된 총회 및 평의원회, 각 분과별 

심포지엄 및 특별심포지엄, 화학EXPO, 그린

화학 페스티발, 일본화학회와의 미팅결과, 취

업박람회 등, 전체적인 운영과 진행에 관한 결

과와 개선점, 그리고 성과 등을 평가하는 시간

이 있었다. 다른 해보다 한달 정도 일찍 개최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들의 학술발표와 

참여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10월 22일에 개최되었던 화

학교사 워크샵의 교육팀의 보고와 신규저널 등

을 추진하는 것은 차기팀과의 연계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현재의 운영위

원회가 활동할 수 있는 2개월 기간의 운영위원

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12월에 개최예정인 공

식행사인 범화학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

하고 청산 및 인수인계를 위하여 계획 등이 논

의되었다.

11월 18~19일은 전체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과 학회 사무국 직원들이 원주로 운영위원회 

전체 MT를 계최하였다. 그동안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사무국직원과 운영위원간의 나누

지 못했던 일들과 지난 1년을 함께 하면서 본

회가 더욱 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문제점들을 공유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함께 하

였다. 간단히 이 지면을 빌려, 이번까지 총 28

회에 걸쳐서 금년도 팀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

면서 매번 성실하기 참석해준 운영위원들에게 

감사드리고, 본회의 공개적으로 운영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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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결과를 소개해 드리려고 노력하였으나 부

족했던 점이 있었던 것을 아쉽게 생각하며 본 

지면을 마치고자 한다.

(학술발표회)

▶ 제107회 학술발표회, 총회 및 기기전시회

Ÿ 개관

대한화학회 제107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가 제

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

다. 이번 봄총회 및 학술발표회는 등록인원만

도 2,775명으로 예상 등록인원을 훨씬 상회하

였으며, 지방에서 개최되었음에도 37건의 기

기 전시가 있었다. 지면을 빌어 화학회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신 회원들은 비롯한 모

든 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개회식 및 총

회에 이어 각 분과회별로 심포지엄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무엇보다도 이번 학회의 행사가 

원만하고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던 것은 학

회 사무국 직원의 헌신적인 노력과 함께, 제주

대학교, 연세대학교, 동국대학교, 경희대학교

에서 참석하여 진행을 도와준 학생 도우미들의 

희생적인 봉사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관계자

분들의 협조가 덕분이라 생각한다. 이에 본 학

회를 진행하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11년도 학회 운영진은 이번 제107회 총

회 및 학술발표회에서 많은 회원과 참석자들의 

격려와 충고를 밑거름 삼아 앞으로 다가올 제

108회 총회 및 학술발표대회를 향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Ÿ 총회

4월 28일 오전 10시 20분 컨벤션센터 한라홀

에서 개최된 개회식 및 총회는 식순에 따라서 

김낙중 회장의 개회사가 있었으며, 허향진 제

주대학교 총장의 축사가 있었다. 본 총회에서

는 대한화학회상 시상으로 학술상, 우수논문

상, 화학교육상, 학술진보상, 교육진보상, 공로

패 및 감사해 증정이 있었다. 여인형 총무부회

장이 회무보고를 진행하였고, 이어 분과회 및 

지부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였다. 

Ÿ 학술발표회

이번 대한화학회 제107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

에서는 기조강연 1편, 특별강연 1편, 학술상 

기념강연 1편, 분과 기념강연 5편, 분과 심포

지엄 171편, 구두발표 54편, 포스터발표 

1,477편 등 총 1,710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발표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한라홀, 삼다홀 

301호, 302호, 201호, 202호, 401호, 402호

에서 학술상 기념 강연, 심포지엄과 구두발표

가 이루어졌으며, 포스터발표는 1층 이벤트홀

에서 개최되었다. 

기조강연은 Akira Fujishima 총장(Tokyo 

University of Science)이 “TiO2 

Photocatalysis: Present  Situation and 

Future Approaches” 주제로 발표하였고 대

한화학회 학술상 기념 강연은 김봉수 교수

(KAIST)가 “A Gold Nanowire” 주제로 발표

하였다. 각 분과심포지엄은 아래의 다양한 주

제로 분과회 별로 진행되었다. 

고분자화학: Advanced Materials for Solar 

Cells, Young Polymer Chemist 

Symposium, Carbon-Based Functional 

Materials / 공업화학: Hard-Coating 

Materials Ⅰ, Ⅱ / 무기화학: 

Inorganic/Material Science in Energy 

Applications Ⅰ, Ⅱ / 물리화학: 

Fundamentals and Applications of 

Biomaterials, Computational 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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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Energy Materials / 분석화학: Novel 

Applications of Chromatography and 

Spectroscopy, Emerging 

Nanobiotechnologies in Analytical 

Chemistry / 생명화학: Recent 

Development of Nanobio Technology, 

Researches and Applications of Protein 

Chemistry / 유기화학: international 

Symposium on Organic Chemistry (1): 

Recent Developments on the Catalysis 

and Natural Product Synthesis, 

International Symposium on Organic 

Materials (2): Recent Developments on 

Organic Functional Materials / 의약화학: 

Current Trend and Future in Cardio 

Vascular Disease / 재료화학: Chemistry in 

Medical Materials, Emerging Photonic 

Nanomaterials / 전기화학: 

Nanoelectrochemistry Ⅰ: Electrocatalytic 

Nanomaterials, Nanoelectrochemistry Ⅱ: 

Electrochemical Sensors Using 

Nanomaterials / 환경에너지: Abiotic/biotic 

Interactions in Nano-Interfaces, 

International Symposium on Future 

Energy Chemistry / 대한화학회: Advances 

in Information Display Technology: 

Materials and Processing, 2011 East Asian 

Symposium on Molecular Electronics 

Materials, Chemistry for Conservation of 

Cultural Properties, KCS School-플라스마

기술과 산업적 응용의 발표가 있었다. 

일반 구두발표로는 무기화학: General 

Oral Presentation / 물리화학: Recent 

Trends in Physical Chemistry / 유기화학: 

Oral Presentation for Young Organic 

Chemists / 화학교육: Current Trends in 

Chemical Education: Development of 

Teachers; PCK(Pedagical Content 

knowledge) 발표가 있었다. 

Ÿ 기기전시회

2010년 춘계 학회의 기기전시회는 제주국제컨

벤션센터 이벤트홀에서 학생들의 포스터발표

와 병행하여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경품을 준비하여 많이 회원들이 

반드시 기기전시 업체를 방문할 수 있도록 유

도하였다. 기기전시회 참여업체에서는 데모 장

비 및 최신 제품에 대한 홍보에 열을 올렸으며, 

참가자들 또한 화학관련 기업의 기술 수준 및 

제품에 대한 정보를 현장감 있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번 학술발표회에 후원 및 참여한 업체는 

㈜덕산하이메탈 채용설명, ㈜메카시스, ㈜모두 

테크놀로지(Hamamatsu Photonics). ㈜바이

오메카트로닉(BIOTAGE), ㈜바이텍켐스, ㈜수

림교역, ㈜싸이텍인스트루먼트, ㈜이우과학교

역, ㈜휴컴 시스템 Hucom sysyem Co., 

Ltd., 기초기술연구회 및 정부 출연연구기관, 

머크 밀리포아-머크㈜, 명진크리스텍㈜, 사이

플러스(SCIPLUS), 서울대학교 생물물리 및 화

학생물학과, 세계 화학의 해(IYC) 화학엑스포 

사무국, 세진시아이, 순천대학교 지식서비스 

USN 사업단, 씨그마알드리치코리아, 에코피아 

주식회사, 영린기기, 영인과학, 자유아카데미, 

제주대학교 제주물산업재양성센터, 조일인터내

셔날, 주식회사 넥스트론, 코리아스펙트랄프로

덕츠㈜, 큐빅레이저시스템, 포항가속기연구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한국피셔과학

주식회사, Accelrys Korea, CAS 한국대표사

무소/㈜신원데이터넷, CVIMELLESGRIOT 한

국전광㈜, Dong-il SHIMADZU Corp., 

Elevier Korea L. L. C,  ㈜유로사이언스, N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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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e Asia-Pacific 등 37개 업체로 총 40

부스가 운영되었다. 후원을 아끼지 않고 참여

해준 업체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 제108회 학술발표회, 총회 및 기기전시회

Ÿ 개관

대한화학회 제108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가 대

전컨벤션센터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이

번 가을 총회 및 학술발표회는 등록 인원 

2,714명으로 예상 등록인원을 훨씬 상회하였

으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50건의 기기 

전시가 있었다. 지면을 빌어 화학회에 항상 관

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신 회원과 기기 전시업체

를 비롯한 모든 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개회식 및 총회에 이어 각 분과회별로 심포지

엄이 학구적이면서도 즐거운 분위기에서 진행

되었다. 특히 이번 학회는 세계 화학의 해(IYC 

2011) 기념행사인 화학EXPO와 같은 시기에 

개최되어 더 많은 정보와 기회의 장이 되었다. 

화학엑스포 부대행사로 일반인과 학생들이 참

여할 수 있는 그린화학페스티발이 열렸고, 기

기전시장에는 취업박람회가 함께 개최되었다. 

무엇보다도 본 학회의 행사가 원만하고 성공적

으로 끝날 수 있었던 것은 학회 사무국 직원의 

헌신적인 노력과 함께, 성균관대학교, 카이스

트, 경상대학교, 연세대학교, 동국대학교, 경희

대학교, 서강대학교, 충남대학교에서 참석하여 

진행을 도와준 학생 도우미들의 희생적인 봉사

와 대전컨벤션센터 관계자분들의 협조가 덕분

이라 생각된다. 이에 본 학회를 진행하고 참여

해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Ÿ 총회

9월 29일 오전 10시 대전컨벤션센터 컨퍼런스

홀에서 개최된 개회식 및 총회는 식순에 따라

서 김낙중 회장의 개회사가 있었으며, 김건 기

초기술연구회 이사장의 축사가 있었다. 

본 총회에서는 대한화학회상(우수박사학위

논문상, 기술진보상, 초중등화학교사상, 화학

경영자상), 이태규학술상, KCS-Wiley 젊은화

학자상, Sigma-Aldrich 화학자상, 리엑시스 

포스터상 및 공로패 증정과 2011년 화학포스

터그리기·화학시화대회 시상이 있었으며 여인

형 부회장의 회무보고에 이어 분과회 및 지부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였다. 이어 분

과회 및 지부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였

다. 이어 2010년 도춘호 회장의 회무보고와 

이덕환 차기 회장의 2012년 운영 계획 보고와 

2013년도 회장으로 선출된 강한영 교수의 인

사말이 있었다. 

Ÿ 학술발표회

이번 대한화학회 제108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

에서는 기조강연 1편, 기념강연 1편, 분과 기념

강연 6편, 분과 심포지엄 148편, 구두발표 36

편, 포스터발표 1,390편 등 총 1,582편의 논문

이 발표되었다. 대전컨벤션센터 컨퍼런스홀, 

101~108호, 201호, 202호, 206~208호에서 

기념 강연, 심포지엄과 구두발표가 이루어졌으

며, 포스터는 1층 전시장에서 발표되었다. 

기조강연으로는 Kurt Wuthrich(Professor 

of Biophysics, ETH Zurich, Switzerland, 

2002 노벨 화학자 수상자)가 “Structural 

Genomics-Using Tools of Physical 

Chemistry to Explore the Protein 

Universe” 주제로 발표하였고 이태규학술상 

기념강연으로 정옥상 교수(부산대학교)가 “금

속고리 필라듐(Ⅱ) 및 백금(Ⅱ) 착화합물의 모폴

로지 화학” 주제로 발표하였다. 각 분과심포지

엄은 아래의 주제로 분과회 별로 진행되었다. 

고분자화학: Bio-Inspired Polymer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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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o/biotechnology and Energy 

Applications, Polymers for Energy 

Storage and Conversion, Material 

Chemistry for Organic Molecular 

Electronics/ 공업화학: Advanced 

Industrial Catalysis/ 무기화학: Hot Topics 

in Inorganic Chemistry/ 물리화학: New 

Horizon in Quantum Chemistry, 

Spectroscopic Approach to Biological 

Dynamics/ 분석화학: Emerging Analytical 

Techniques Based·Omics, Novel 

Applications of Nanotechnologies in 

Analytical Chemistry/ 생명화학: 

Biomedical Research of Glycoprotein by 

Mass Spectrometry, Structural 

Biochemistry and Cellular Signaling/ 유

기화학: Recent Trends in Organic 

Chemistry/ 의약화학: New Technology in 

Drug Discovery/ 재료화학: 

Microfluidic-Based Materials Chemistry, 

New Trends in Materials Chemistry/ 전기

화학: Energy Related Materials & 

Electrochemistry/ 환경에너지: Advanced 

Oxidation Technology: the Chemistry 

behind the Process, Technologies and 

Trends in Solar Power and Fuels/ 대한화

학회: [KCS School] Advances in 

Silicon-based Materials Chemistry and 

Technology, Chemistry in Nuclear 

Energy, Prospects and Progress of 

Archaeological Chemistry/ Chemistry of 

Asia/ Fate and Removal Properties of 

Water Treatment of Unregulated 

Organic Compounds/ Chemistry and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American 

Chemical Society and its Research 

Grand Programs

일반 구두발표로는 무기화학: General 

Oral Presentation/ 물리화학: Recent 

Trends in Physical Chemistry/ 유기화학: 

Oral Presentation for Young Organic 

Chemists/ 전기화학: Oral Presentation of 

Future Electrochemists/ 초중등교사·화학

교육: Current Trends in Chemical 

Education: Focused on Scientific 

Literacy 발표가 있었다. 

Ÿ 기기전시회

2011년도 가을학회의 기기전시회는 대전컨벤

션센터 1층 전시홀에서 학생들의 포스터발표

와 병행하여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계 화학의 해 기념행사인 취업박람

회도 함께 개회되어 학생들의 많은 참여가 있

었다. 기기전시회 참여업체에서는 데모 장비 

및 최신 제품들을 최대한 전시하여 자사의 이

미지와 첨단제품에 대한 홍보에 열을 올렸으

며, 참가자들 또한 화학 관련 기업의 기술 수준 

및 제품에 대한 정보를 현장감 있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번 학술발표회의 기기전시회에 참여한 업

체는 ㈜드림, ㈜바이텍켐스, ㈜석림랩텍, ㈜선

일아이라, ㈜수림교역, ㈜엠엘사이언스, ㈜이

공교역, ㈜이우과학교역, ㈜이큐스앤자루, ㈜

케이오에스, ㈜프로테크코리아, ㈜피어슨코리

아, ㈜한국자이 JAI KOREA Co., Ltd., ㈜휴

컴 시스템 Hucom system Co., Ltd., 가드너

덴버코리아(WELCH), 대일시스템, 대정화금

㈜, 머크 주식회사, 사이플러스, 삼인싸이언스

㈜, 상기교역㈜, 세진시아이, 씨그마알드리치 

코리아, 씨엔티(CnT International), 에스엠

텍, 에이씨티테크놀로지㈜, 엘스비아코리아, 

자유아카데미, 차세대정보디스플레이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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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 코리아테크, 큐빅레이저시스템, 크로

매스㈜, 태신바이오사이언스, 포항가속기연구

소, 피스교역,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한

국분석기술연구소, 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

㈜, 한국피셔과학㈜, 한국화학연구원 정밀화학

정책연구센터, Accelrys Korea, BK 

Instruments, CAS 한국대표사무소/㈜신원데

이터넷, Dong-il SHIMADZU Corp., 

Quantum Soft, Rigaku Corporation 

(Korea I. T. S. Co., Ltd.), TS Science 

Co., Ltd., WILEY, YMC Co., Ltd. 등 50개 

업체로 총 61부스가 운영되었다.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후원을 아끼지 않고 참여해준 

업체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2012

(운영위원회)

▶ 2012년도 운영위원회 활동

2012년도 대한화학회 운영을 위한 준비는 이

미 작년 2011년 상반기부터 분주하게 진행되

었다. 2011년 6월 29일 제1차 예비운영위원

회를 시작으로 하여 그동안 총 여섯 차례의 예

비운영회의를 소집하였고, 이를 통해 2012년 

대한화학회 운영을 위한 준비작업과 사업계획 

등을 구체화하였다.

그 동안 예비 운영위원회에서는 1)2012년도 

대한화학회 운영위원 구성, 2)2012년도 춘/추

계 학술대회 장소 및 일정 결정, 3)차기 이사

회, 감사, 및 제위원장 위촉, 4)화학세계 및 각

종 학술지, 발행물 활성화 방안, 5)광고 수주 

방안, 6)학회 제규정 및 회계시스템 정비 방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었다.

2012년 운영위원회는 총무, 기획, 학술, 홍

보, 산학협력, 국제협력의 6개 팀으로 구성되

었고, 각 팀에 해당하는 부회장 7명 (산학협력

팀 부회장은 2명)과 조직부회장 2명, 그리고 

실무이사 10명이 선임되어 활동하고 있다.

그 동안 결정된 주요 사항을 보자면, 먼저 총

회 및 학술발표회 장소 및 일정을 춘계는 

2012년 4월 25~27일(수, 금) 경기도 일산 

KINTEX에서, 추계는 10월 17~19일(수, 금) 

부산 BEXCO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특히 

2012년부터는 등록회원 3,000명, 학술발표 

2,000편 시대를 대비하여, 학술대회를 기존 

목요일~금요일 양일간 진행되던 형식에서 벗

어나 수요일 오후에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3일

간 진행하는 형식으로 개편하여 추진하기로 하

였다. 이는 기존의 형식으로는 계속적으로 늘

어나는 참가자와 학술발표를 효율적으로 수용

하기가 어렵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

다. 새로운 형식의 학술발표회에서는 구두발표

와 포스터 세션의 동시간대 진행에 따른 문제

점을 해소하고, 기기전시회를 적극적으로 활성

화하며, 총회의 참여도를 높이는데 주력하여, 

더욱 알찬 총회와 학술발표회를 꾸려보자는 의

지가 담겨있다.

2012년 화학세계의 편집방향에도 적잖은 변

화를 추구하였다. 우선 전면 표지에 광고 대신 

각 호의 주요내용과 총설내용에서 발췌한 그림

을 실어 학회 대표지로서의 품격을 되살리고자 

하였다. 그리고 매 호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

을 섭외하여, 학부생을 기준으로 일반 독자들

도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총설을 게재하기로 

하였다. 또한 ‘화학교육을 말하다’ 및 ‘화학교육

현장’ 섹션을 마련하여 중등, 고등 화학 및 대학 

화학 교육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화학인들에게 더욱 널리 알리기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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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밖에도 ‘융합과학’, ‘언론이 본 화학, 화

학인’, ‘과학문화’, ‘전국 화학과 소개’ 칼럼 등

이 신설된다. ‘우수연구단체소개’ 및 ‘특허소개’ 

등은 예전과 같이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밖에도 학회의 각종 규정 및 제세칙 정비

작업과 회계지침 등을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투

명한 학회운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2012년부터는 매

월 2회 정기적으로 전체 운영위원회를 열어 학

회 운영에 관한 현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학회의 

제 위원회와 분과회, 지부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소통하는 학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 2012년도 1월 운영위원회 활동

2012년 1월 4일(수) 오전 11시 학회 회의실에

서 2011~2012년 사무 및 재무 인계식을 가졌

다. 금년도 인수팀으로 이덕환 회장, 정규성 총

무부회장, 문봉진 총무실무이사가 참석하여 전

년도 인계팀인 김낙중 전임 회장, 여인형 전임 

총무부회장, 이종목 전임 감사, 신관우 전임 총

무실무이사로부터 학회 살림을 인계받았다. 같

은 날 오후 3시에는 과총회관에서 열린 화학관

련학회연합회 신년하례식에 참석하여 화학계 

원로 및 여러 관련 인사들과 신년 인사를 나누

었다.

1월 8일(일) 오후 4시 연세대 화학과에서 화

학올림피아드 겨울학교(학교장: 이보경 교수) 

입교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 이덕환 회장, 김건

철 화학올림피아드 위원장, 문봉진 총무실무이

사가 참석하였고, 이덕환 회장 및 김건철 화학

올림피아드 위원장이 각각 축사 및 격려사를 

하였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화

학 꿈나무들을 위해 기꺼이 겨울학교를 개최해

준 연세대학교 화학과(학과장 문명희 교수)에 

감사를 드린다. 이번 겨울학교에는 고1반 51

명, 고2반 29명이 선발되어 입교를 하였으며, 

2주간 화학 관련 강좌와 실험 교육을 받은 후, 

평가를 통해 2012년 7월 미국 메릴랜드 대학

에서 열리는 제44회 국제화학올림피아드에 대

표로 참가할 4명을 고2반에서 선발하게 된다.

1월 13일(금) 오후 5시 학회 회의실에서 2012

년도 제1차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금년도 첫 번째 이사회를 2월 3일 소집하기로 

하였고, 새로 마련한 회계규정과 학회 규정 제

/개정안을 검토 심의하여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장하기로 하였다.

▶ 2012년도 2월 운영위원회 활동

2012년 1월 27일(금) 오후 5시 학회 회의실에

서 제2차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이 운영위원화

에서는 춘/추계 학술대회에서 구두발표를 하

는 외부인사(화학전공이 아닌 인사)의 경우 분

과의 공식 요청이 있으면 연회비/등록비를 면

제해주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분과 및 지부, 기

타 행사를 학회에서 지원하는 경우 지원에 관

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1월 31일(화) 오전 11시에는 동우 화인켐㈜ 

본사 회의실에서 대한화학회 공식 후원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과 2012년 공식 후원 협약식이 

있었다. 대한화학화는 동우화인켐㈜을 공식 후

원사로 하여 홍보, 학술활동, 광고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대신 2012년에 현금 1억 원을 지원

받기로 하였다. 이 자리에는 본회 이덕환 회장, 

정규성 총무부회장, 문봉진 총무실무이사, 박

승범 학술실무이사, 하현준 차기총무부회장이 

참석하였고 동우화인켐㈜ 측에서는 김상윤 대

표이사 사장, 문희철 부회장, 김재수 관리기획 

본부장, 김기섭 광학소재 연구소장, 김상태 전

자재료 연구소장이 참석하였다.

2월 3일(금) 오후 5시에는 2012년도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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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가 과총회관 제2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번 이사회에는 39명의 이사 중 28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 중 1인의 감사가 참석하였고 총 7

개의 의결 안건이 상정되어 처리되었다. 2012

년도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승인하였으며, 

RSC의 PCCP 관련 내규 제정, 분과회 2011년

도 회무 및 결산과 2012년도 사업계획 승인, 

회계 관리 규정의 제정과 회장선출규정의 개장

안을 승인, 화학교육지 2012년도 휴간 의결, 

사무국 직원 신규 임용(김윤미, 박성완) 승인이 

처리되었고, 마지막 의결 안건인 고고화학분과

회 구성 승인 안은 기각되었다. 자세한 회의록

은 본회게시판에 ‘<학회소개>이사회 회의록’에

서 열람할 수 있다.

본회와 분과 간의 소통을 더욱 원활하게 하

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2월 8일(수) 대전 화학

연구원에서 열린 본회 유기분과회 총회에 본회 

이덕환 회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다. 앞으

로도 분과 또는 지부의 공식 행사의 정식 요청

이 있으면 찾아가는 노력을 본회에서 기울일 

것이다.

▶ 2012년도 3~4월 운영위원회 활동

2012년 2월 10일(금) 오후 5시 학회 회의실에

서 제3자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이 운영위원회

를 기점으로 해서 4월 25~27일로 예정된 춘

계학술대회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하였

고, 기기전시회와 총회의 활성화 방안에 관하

여 주로 논의하였다. 그리고 대한화학회에서 

지원하는 여러 행사들에 대한 지원방참을 명확

히 하기 위해 마련한 ‘사무국 행사지원 관련 업

무지침’을 승인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춘계 

학술대회 초록 등록 1차 마감일인 2월 16일

(목) 이후 2번에 걸친 연장 끝에 3월 1일(목)에 

초록 등록을 최종적으로 마감하였다. 이번 춘

계학술대회에는 기조강연, 학술상 기념강연을 

비롯하여 27개의 심포지엄이 각 분과별로 개

최되며, 165건의 구두발표와 1,348건의 포스

터발표를 포함한 총 1,513건의 학술발표가 이

루어질 예정이다. 2월 22일(수) 한국여성과학

기술인지원센터(WISET)의 요청으로 WISET 

간담회에 이덕환 회장이 참석하였다. WISET

에서 이번 춘계 학술대회서부터 우수포스터를 

발표하는 여성 회원들을 선발하여 ‘WISET 포

스터상’을 시상하고 싶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으며, 춘계/추계 학술대회에 각 2개씩 

총 4개의 포스터상을 선정하여 시상하기로 합

의하였다. 상금은 각 30만 원이다. 2월 24일

(금) 오후5시 학회 회의실에서 제4차 운영위원

회가 열렸다. 이 운영위원회에서는 학술팀에서 

마련한 포스터상 시상안(화학세계 3월호 92페

이지 참조)을 토대로 춘계 학술대회 때 시행하

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춘계 학술대회에는 기

존에 시상하던 포스터 상들 외에 동우화인켐 

포스터상(2편), WISET 포스터상(2편), IUPAC 

포스터(3편)이 추가로 시상될 예정이다. 그리

고 학술지 기념호 및 기념 별쇄 발간 지침(안)

을 마련하여 확장하였다. 또한 2월 22일에 개

최된 학술위원회에서 상정한 화학회 관련상 수

상자들을 원안대로 승인하였다 [학술상: 이상

엽(서울대 화학부), 우수논문상: 강미숙(영남대 

화학과), 학술진보상: 대한화학회지-강순희(이

화여대 과학교육과), BKCS-이해황(인하대 화

학과), 교육진보상: 강훈식(춘천교대 과학교육

과)]. 과총에서 지원하는 세계학술대회 지원 신

청을 각 분과/지부회에 공지하고 2월 23일 마

감한 결과, ICPP-7 지원 건만 단독 접수되어 

이를 과총에 신청하기로 승인하였다.

3월 9일(금) 오후 5시 학회회의실에서 제5

차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3월 1일 삼일문화상

을 수상한 이익춘 회원[제26대 본회 회장

(1991.8~1992.8)을 역임함]이 BKCS 및 대한



246 (사)대한화학회 75주년 자료집

화학회지에 최다 논문을 게재하고 (BKCS:151

편, 대한화학회지:114편) 학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고자 ‘특별공헌패’를 춘계총회 때 

수여할 것을 제안하고 이를 승인하였다.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학회 홈페

이지에 게시하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대한화학

회 규정 및 제세칙에서 낙후되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거나 폐지하

는 안을 마련하여 승인하였으며 이를 제2차 이

사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하였다. 3월 15일(목) 

12시 대한화학회와 대한석유협회 간에 정유 

및 화학 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역할을 제

고하기 위해 상호 협력아래 인적 기반 구축 사

업, 탄소산업 관련 학술 사업, 사회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상호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장

소는 대한석유협회 회의실이었으며, 이 자리에

는 이덕환 회장, 이병형 기술진흥위원회 위원

장, 정규성 총무부회장과 박종웅 대한석유협회 

회장을 비롯한 정유사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3

월 16일(금)에는 경희대에서 열린 제109차 물

리화학분과 심포지엄에 이덕환 회장이 참석하

여 분과학술활동을 격려하였다.

▶ 2012년도 3~4월 운영위원회 활동

2012년 3월 30일(금) 오후 5시에 제2차 이사

회가 한국과학기술회관 제2회의실에서 열렸

다. 이번 이사회에는 총 24인의 이사와 1인의 

감사가 참석하여 총6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주요 안건으로는 대한화학회상 수상 후보 승

인, 특별 공헌패, 공로패, 감사패 증정 후보승

인, 2011년도 일반·특별 회계 결산 승인, 탄소

문화상 규정 제정 승인 및 대한화학회 규정·내

규의 개정 및 폐지안 승인이 있었으며, 자세한 

회의 내용은 본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사회 

회의록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덕환 회장과 

석원경 조직부회장은 4월 13~16일 중국 성도

에서 열린 중국화학회(CCS) 80주년 기념식에 

공식 초청을 받아 참석하여 축하연설과 더불어 

각국 화학회 대표들과 상호협력을 논의하는 자

리를 가졌다.

4월 13일 학회 회의실에서 제7차 운영위원

회를 열어 춘계 학술대회의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하였다. 4월 25일(수)~27일(금)에는 제

109회 대한화학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가 일산 

KINTEX 제2전시장에서 개최되었고 많은 회

원들의 참여와 성원 속에 막을 내렸다. 이번 학

술대회에는 총 2,60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하

여 1,348편의 포스터를 비롯한 총 1,516편의 

학술논문이 발표되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학회 규모를 감안하여 실시된 2박 3일제의 학

회 형식과 수요일 저녁에 일괄적으로 실시된 

포스터 전시는 처음 시도한다는 점에서 많은 

준비 과정과 부담이 있었지만, 비교적 성공적

이었으며 발전적인 학회형식의 가능성을 충분

히 보여주었다.

5월 2일(수) 오후 5시 화학관련학회연합회 

주최로 열린 산학연관 정책간담회 (장소: 시청

앞 달개비 식당)에 본회에서 이덕환 회장, 정규

성 총무부회장, 이덕형 학술부회장, 석원경 조

직부회장이 참석하여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

회의 발제와 더불어 산학연관 정책에 관한 여

러가지 의견을 관련학회 대표들과 교환하였다.

▶ 2012년도 5월 운영위원회 활동

5월 4일(금) 오후 5시 대한화학회 회의실에서 

제8차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

에서는 지난 4월 25~27일 열렸던 제109회 대

한화학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의 성과를 정리하

고 사무국으로부터 결산을 보고받았다. 그리고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5월 23일(수)에 제1회 

‘한국연구재단-학회 간 정책간담회'를 개최하

여 연구자원 관련 학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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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분야별 발전방안을 논의한다는 공지를 받고, 

이를 위한 준비단계로 5월 9일(수) 오후 5시 

대한화학회 지부장 및 분과화장 연석회의를 열

어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

는 이덕환 회장, 이덕형 학술부화장, 박승범 학

술실무이사, 강 현 물리화학분과회장, 최원용 

환경에너지분과회장, 남계춘 광주·전남지부장, 

홍종달 인천지부장, 전성호 충남지부 간사장, 

등 총 8명이 참석하여 연구재단의 연구지원 정

책에 대해 요청 또는 개선할 사항에 대해 의견

을 개진해 주었다. 이와 더불어 학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통해 연구재단의 연구 지원 사업 

관련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5월 7~16일간 실

시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 설문

조사에는 총122 명의 회원들이 응해주었다.

▶ 2012년도 5~6월 운영위원회 활동

5월 23일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열린 한국연

구재단 주최 제1회 ‘한국연구재단-학회 간 정

책간담회’에 본회에서 이덕환 회장, 박승범 학

술실무이사, 박승민 교수(경희대), 이창희 교수 

(강원대)가 참석하여 본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전달하였다. 이 간담회에서 화학의 독립적인 

위상을 강화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연구비의 과

도한 편중에 따른 폐해를 지적하였다. 그리고 

유행에 따른 응용분야보다 폭넓은 기초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연구제안서에 ‘국내학술

지 기여’를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내학술지의 

위상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하

였다. 그 외에도 신진인력에 대한 지원 강화 등

을 건의하였다.

5월 25일 오후 5시 본회 회의실에서 제9차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지부

광역화 사업에 최종 접수된(강원-충북)/(대구·

경북-경남-부산-울산)/(광주·전남-전북)의 세 

광역화 사업팀에 각각 400만 원, 500만 원, 

40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밖에 

여러 가지 현안들을 처리하였다.

6월 8일에는 광주·전남-전북 지부 공동 심

포지엄에 본회 회장이 직접 참석하여 축사와 

함께 격려를 하였고, 오후 5시에는 본회 회의

실에서 제10차 운영위원회를 열었다. 이 회의

에서는 회원 관리 시스템의 새도로명 주소 체

계 반영에 따른 소속 지부 배당 방식 등을 결

정하였다.

6월 19일 오후 3시 한국과학기술회관 소회

의실1(B1)에서 화학 관련 BK21 사업단(팀) 단

(팀)장 및 학장, 분과/지부회장 등을 대상으로 

‘Post- BK21(글로벌 엑셀) 사업 관련 간담회’

를 개최하였다. 이 간담회는 2단계 BK21 사업

의 후속 사업에 대한 정부의 기획 작업이 이루

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화학회가 회원들의 의

견을 수렴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실질적 정

책반영을 선제적으로 해보자는 취지에서 열렸

다. 이 자리에는 이덕환 회장, 정규성 총무부회

장을 비롯하여 김진운(분자재료 및 나노화학사

업단, 경상대), 신석민(화학분자공학사업단, 서

울대), 김용록(나노바이오분자집합체 사업단, 

연세대), 남계춘(분자과학사업단, 전남대), 조

천규(창의적 화학인력양성사업단, 한양대), 박

승민(나노바이오응용화학사업단, 경희대), 이

창희(분자과학 원천기술 핵심인력 양성팀, 강

원대), 정미원(성신여대 자연대 학장), 함승욱

(중앙대 자연대 학장), 강헌(물리화학분과회장, 

서울대), 임흥빈(분석화학분과회장, 단국대), 

김홍석(유기과학분과회장, 경북대), 정병문(이

화여대), 윤주영(이화여대), 채정현(성신여대), 

이철우(성신여대), 전용필(성신여대) 회원들이 

참석하여 BK21 후속 사업에 반영되어야 할 좋

은 의견들을 개진해 주었다. 이 간담회의 논의 

내용과 의견들을 수렴하여 6월 26일 교육과학

기술부 대학지원관에게 관련 내용을 모아 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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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 2012년도 6~7월 운영위원회 활동

6월 22~23일 여수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본

회 운영위원회 및 화학세계 편집위원회 공동 

워크샵을 가졌다. 이 워크샵은 대한석유협회의 

후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워크샵 기간 동안 여수 

화학단지 내 GS칼텍스 공장, ㈜LG화학 공장 

방문과 함께 제11차 운영위원회 및 화학세계 

편집위원회를 겸하여 진행하였다. 금요일 오후

에 여수에 도착한 운영위원들 및 편집위원들은 

GS칼텍스(김형순 전무)의 초청으로 공장을 방

문하여 GS칼텍스의 현황에 대한 간단한 브리

핑(김성민 상무)을 받고 우리나라 석유산업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었다. 곧이어 단일 석유공장으로서

는 세계 4위의 규모를 자랑하는 GS칼텍스의 

정유공장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곧이어 ㈜LG화학 여수공장(주재임원: 안태

성 전무)을 방문하여 ㈜LG화학의 현황을 듣고 

LG화학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간담회

에서는 국내 정밀화학산업을 주도하는 LG화학

과 국내 최대 규모의 화학관련 학회인 대한화

학회 간의 지속적인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화학산업 현장에 

화학산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간담회

가 끝난 후에는 단지 내 LG화학 공장 정유시

설, 제품생산 시설 등을 둘러보았다.

7월 6일 오후 5시 본회 회의실에서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7월 5일자로 마감된 제48대 회장선거 후보 등

록기간 동안에 등록을 마친 두 명의 회원[김홍

석(경북대), 최중길(연세대)]에 대한 자격 심사

를 하여 두 회원이 모두 후보 등록이 정상적으

로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투표용지 게재 순서, 화학세계 8월호 후

보자 소개 순서, 본회 홈페이지 순서를 결정하

였다. 투표용지 게재 순서와 화학세계 8월호 

게재 순서는 반대로 하고, 홈페이지 게재 순서

는 투표용지 게재 순서와 동일하게 하는 것으

로 합의하였고, 강한영 차기회장의 추첨에 의

해 ‘김홍석 후보’가 먼저 추첨됨으로써 투표 용

지(좌: 김홍석, 우: 최중길), 화학세계(좌: 최중

길, 우: 김홍석), 홈페이지(좌: 김홍석, 우: 최중

길)의 순서로 게재될 것임을 정하였다. 또한 기

공고된 선거일정에서 개표일이 9월 7일(금)으

로 투표마감일이 9월 5일(수)인 점과 당일자소

인 유효인 점을 감안하면 지방 거주 선거권자

의 투표용지가 개표일을 넘어 도착할 수 있다

는 김홍석 후보의 견해를 받아들여 최중길 후

보의 양해를 구하고 개표일을 9월 12일(수)로 

변경하였다(시작 시각: 오후 4시).

7월 9일에는 고려대학교에서 개최된 제3회 

‘Molecular Sensors & Molecular Logic 

Gates’(MSMLG 2012) 국제학회에 본회 회장

이 참석하여 개회사를 하였다. 이 학회에는 세

계 각국에서 350여명의 분자 센서 관련 연구 

분야의 연구자들이 참석하여 그 동안의 연구 

결과들을 발표하고 열띤 토론을 하였고 7월 

11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7월 13일 본회 

회의실에서 제12차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 10월 17~19일 부산 BEXCO에서 

개최 예정인 추계총회 및 학술대회의 세부 행

사들에 대한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기기전시회

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2012년도 7~8월 운영위원회 활동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2012년 제44회 국

제화학올림피아드(IChO)에 김건철 단장(충남

대), 양성익 부단장(경희대), 노동윤 교수(성신

여대), 성봉준 교수(서강대)가 4명의 한국대표 

학생들(박지호(경기과학고), 배민우(서울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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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호경(잠실고), 전유경(서울과학고))을 인

솔하여 7월 18일 미국으로 출국하였다. 본회 

회장도 IChO 국제위원회 전임회장 자격으로 

같이 출국하여 대회 진행에 기여하였다. 이번 

대회는 7월 21일부터 10일간 72개국 283명

의 학생들이 참가해서 열띤 경쟁을 펼쳤으며, 

우리나라는 참가한 모든 학생이 금메달을 획득

하여 단독으로 공식 순위 1위를 달성하며 2년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이덕환 본

회 회장이 IChO 선출직 운영위원회에 출마하

여 당선되었다.

한편 2012년도 한국화학올림피아드(KCho) 

여름학교가 7월 29일부터 8월 10일까지 2주 

동안 서강대학교에서 열렸다(주관: 대한화학회 

화학올림피아드 위원회, 후원: 한국과학창의재

단), 이번 여름학교는 서강대학교 화학과 오한

빈 교수가 교장을 맡아 모든 사항을 준비하고 

진행하였으며, 고1반 58명, 고2반 38명이 입

교하여 2주 동안 화학 전반에 관한 심도 있는 

이론 교육과 실험실습 교육을 받았다. 7월 29

일 열린 개교식에는 정규성 총부부회장, 김학

진 전임 화학올림피아드 위원장이 참석하여 각

각 축사와 환영사를 하였고, 8월 10일 열린 수

료식에는 이덕환 본회 회장과 김건철 화학올림

피아드 위원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다. 이

번 여름학교에서 치러진 평가를 통해 고1반 

25명, 고2반 18명이 우선 선발되었으며 이들

은 2013년 한국화학올림피아드 겨울학교에 우

선 입교할 자격을 얻었다.

8월 10일(금) 오후 4시에 제48대 회장선거

를 위한 제2차 선거관리위원회가 열렸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회장선거 투표를 위한 우편 발송

물 및 우체국 계약 현황을 확인하고 투표함을 

봉인하였다. 같은 날 오후 5시에 본회 회의실

에서 제13회 운영위원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

의에서는 대한화학회 행사지원 규정의 변경안

을 수용하여 의결하였고, 기타 추계총회 및 학

술발표회 관련 준비사항을 논의하였다.

8월 13일, 20일, 27일에 제48대 회장선거

를 위한 후보소개 이메일이 3차에 걸쳐 본회 

명의로 발송되었으며, 8월 17일에는 투표권을 

가진 회원들에게 투표용지가 발송되었다.

Ÿ 상남회관 현판 복원

1995년 1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17일까

지 본회 사무실로 이용했던 '상남회관’ 현판을 

복원하였다. 상남회관은 구자경 본회 고문(LG

그룹 명예회장)께서 1994년에 쾌척해 주신 후

원금(5억원)으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한국과학기술회관 8층(200평)에 마련했던 사

무국 공간으로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 구본

무 LG그룹 회장을 비롯하여 문교부, 과학기술

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화학공학

회, 한국생화학회, 한국화학회관의 내빈을 모

시고 성대한 개관식을 개최했었다. 본회 사무

국을 현재 안암동의 화학회관으로 이전한 후에 

사무국에 보관하던 구자경 고문의 친필 현판은 

2009년 사무국 내부 수리 중 분실되어 이번에 

복원하여 사무국 입구에 영구 게시하였다.

  

▶ 2012년도 8~9월 운영위원회 활동

제14차 운영위원회는 제110회 (추계) 총회 및 

학술발표회가 개최되는 부산 BEXCO에서 현

장 답사를 겸하여 열렸다. 이날 정오에는 본회 

회장단 일부(이덕환 회장, 정규성 총무부회장, 

조천규 기획부회장, 석원경 조직부회장, 서홍

석 조직부회장, 문봉진 총무실무이사)가 부산

시청 김기영 산업정책관 및 이근주 과학산업과

장 등과 오찬 회동을 가져 추계학회에 대한 지

원과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고, 

오후에는 운영위원들이 부산 BEXCO로 자리

를 옮겨 포스터장과 기기전시장, 학술발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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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둘러보면서 현장 점검을 하였다. 이와 동

시에 총회 및 학술발표회 준비에 관련된 세부

적인 사항들을 학회 사무국으로부터 보고받고 

필요한 조치들을 지시하였다.

9월 7일(금) 오후 5시에 제15차 운영위원회

가 학회 사무국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운영위원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한국과학학술지

편지인협의회(과편협)에서 요구하는 학술지 편

집방향에 대한 향후 대처방안, 학회 규정 중 분

과별 세칙의 정비, 추계총회 및 학술발표회에

서 기기전시회 활성화 방안 등이 다루어졌다.

9월 12일(수) 오후 4시에 대한화학회 제48대 

회장 선거 개표가 각 후보의 참관인들 및 선거

관리위원들의 입회하에 학회 사무국에서 이루

어졌다. 개표 결과 최중길 후보가 유효투표 

1,033표 중 533표를 득표하여 본회 제48대 

회장에 당선되었다.

▶ 2012년도 9~10월 운영위원회 활동

제16차 운영위원회가 9월 21일(금) 오후 5시에 

본회 사무국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

서는 2010년 본회와 이태리 화학회 간의 학술교

류 프로그램으로 처음 시행되었으나 그 이후 답

보 상태에 있었던 Ree-Natta Lecture-ship의 

계속 추진여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프로그램

은 2011년 이태리 화학회의 운영진이 바뀐 이

후 관심을 보이지 않아 향후 진행여부가 불투명

하며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추계총회 및 학술대회의 각종 프로그램의 준비

사항을 점검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하였다.

9월 초부터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모바일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작업을 시작한 이래 꾸준

한 보강작업을 마치고 10월 추계총회 이전에 

마무리가 되었다. 이 작업을 완료함으로써 스

마트폰으로 본회 홈페이지를 접속하여도 학회

의 여러 가지 소식 및 자료를 편하게 볼 수 있

게 되었다. 이 작업을 위해 본회 사무국의 박종

선 과장과 임상엽 보조 인력이 많은 수고를 해

주었다.

10월 4일(목) 서울대학교에서 ‘POCP-KCS 

Symposium on Interfaces in Physical 

Chemistry’가 개최되었다. PCCP(Physical 

Chemistry Chemical Physics)는 영국왕립

화학회(RSC)에서 발행되는 물리화학 분야 학

술지이며, 본회도 이 학술지의 학회 회원

(ownership society member)으로 일부 지

분을 가지고 있다. RSC는 아시아권을 향한 학

술정책의 일환으로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PCCP-Asian Symposia를 북경과 동경, 그리

고 서울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하였는데 그 마지

막 일정으로 서울대에서 이 심포지엄을 열게 

되었다. 이 자리에는 영국, 미국, 일본, 프랑스, 

한국 등지에서 초청된 저명한 물리화학자들이 

연사로 참여하여 학술발표를 하였고, 이덕환 

회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다. 그리고 본회

가 PCCP의 학회 회원이 된 것을 축하하는 축

하 케익 커팅 행사를 가졌다.

10월 10일(수) 저녁 7시경 교육과학기술부 

기자실에서 2012년도 노벨화학상 발표와 더불

어 본회 차원에서 수상자들의 프로필과 연구 

분야를 적극 홍보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 

자리에는 본회 이덕환 회장, 박승범 학술실무이

사, 한상우 학술실무이사가 참석하여 노벨상 수

상자들의 업적을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 쉬운 내

용으로 기사화할 수 있도록 각종 언론 매체의 기

자들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하였다.

제17차 운영위원회가 10월 5일 (금) 오후 3시

에 한국과학기술회관 제2회의실에서 개최되었

다. 이 운영위원회에서는 추계총회 및 학술대회

의 최종 준비상황을 사무국으로 보고받고 마지

막으로 점검하였다. 곧이어 오후 5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제3차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이

사회에는 총23인의 이사와 1인의 감사가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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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추계총회에 수여되는 대한화학회상 

및 화학경영자상, 외부상 후보 승인, 공로패 증

정 후보 승인, 2011년도 특별사업 및 용역과제 

결산, 2013년도 임원/사업계획/일반·특별 회계 

예산안 승인 등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10월 17일(수)부터 19일(금)까지 제110회 

대한화학회 추계총회 및 학술대회가 부산 

BEXCO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1,940명의 학생회원을 포함한 총3,114명이 

등록하고, 포스터발표 1,519, 구두발표 61편, 

기조 및 기념강연 10편 등 모두 1,728면의 학

술논문 발표가 있었다. 이는 지금까지 개최된 

학술대회 중 최다 등록, 최다 학술논문 발표수

인 것으로 파악이 되었으며, 이번 총회 및 학술

대회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정리하여 ‘화

학세계’ 12월호에 게재할 예정이다.

  

▶ 2012년도 11월 운영위원회 활동

11월 9일(금) 오후 7시에 JW 메리어트 호텔에

서 제18차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는 지난 10월에 부산 BEXCO에서 열린 제

110회 대한화학회 총회 및 학술대회의 성과를 

돌아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회 회장

은 이 자리에서 지난 1년 동안 본회 운영을 위

해 많은 노력과 열정을 쏟아 부은 운영위원들

에 대한 감사하였고, 남아 있는 짧은 기간 동안 

정리를 잘 하여 차기 운영팀에 인수인계를 잘 

하자는 당부를 하였다.

11월 14~16일에 창원에서 대한화학회 후원의 

다산컨퍼런스가 개최되었다. 이 컨퍼런스는 본회

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후원금을 받

아 창원지부에서 개최하는 것이다. 이번 컨퍼런

스의 주제는 ‘불소화학이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Fluorine Chemistry to Environment 

and Health Aspects)’였으며 2박 3일 동안 

총21명이 국내외 관련분야 연사들이 참여하여 

구두발표를 하고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15일 오전 개회식에는 본회 회장이 참석하여 

개회사를 하였다.

(학술발표회)

▶ 제109회 학술발표회, 총회 및 기기전시회

Ÿ 개관

대한화학회 제109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가 지

난 4월 25~27일 일산 KINTEX에서 개최되어 

성황리에 그 막을 내렸다. 이번 춘계총회 및 학

술발표회에서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늘어난 논

문발표와 참가자들의 수를 1박 2일의 일정으

로는 더 이상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처음으로 2박 3일 일정을 도입하였다. 그만큼 

준비과정도 험난하였고 처음 시도되는 것이라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 덕분에 

이 새로운 형태의 총회 및 학술발표회가 향후 

발전적인 학회의 형태로 지속될 수 있다는 충

분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번 춘계 학회가 

원만하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준

비단계에서부터 많은 수고를 해준 학회 사무국 

직원들과 운영위원들, 학생 도우미들, 그리고 

학회에 참석하여 활발한 학술활동을 펼쳐준 본

회 회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 생각하

고, 이 지면을 빌어 참여한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Ÿ 첫째 날 [4월 25일(수)]

포스터발표

새로 개편된 이번 학술발표회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1,348편에 달하는 모든 포스터를 

첫째 날인 수요일 저녁에 발표하도록 하고, 포

스터발표장을 모든 등록회원들이 참여하여 열

렬한 토론과 교류를 할 수 있는 즐거운 축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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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포스터발표를 한꺼번

에 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 번

째는 1박 2일의 일정에서 3개의 세션으로 실

시되던 포스터발표는 각 세션의 구두발표 일정

과 겹쳐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함이었다. 발표수가 많지 않던 시기에는 구두

발표 세션 중간 중간에 포스터발표를 볼 수 있

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나 언제부턴가 일정이 

빠듯하게 되어 그 시간이 많이 줄어든 것이다. 

두 번째는 포스터를 학술발표회 초기에 실시함

으로써 우수포스터상들을 학회기간에 선정하

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선정된 포스터상 시상

을 학회가 열리는 기간에 바로 실시할 수 있다

는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 새로

운 형태의 포스터발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수

요일 오후에 모여드는 2,000여명의 회원들의 

등록을 효율적으로 소화해야한다는 어려움이 

있었다. 다행히 이 문제는 사전등록자들이 직

접 명찰을 프린트할 수 있는 출력 시스템을 20

개 도입하고 현장등록을 처리하는 도우미들을 

충분히 배치하여 큰 혼잡 없이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었다. 특히 사전 등록자에 한해 명찰을 본

인이 직접 출력하는 시스템 프로그램을 본회 사

무국 박종선 과장이 개발하여 구동을 함으로써 

회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고, 이를 추계총

회 및 학술대회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포스터발표는 KINTEX 제2전시장 6번홀(이

벤트홀)에서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발표장에는 하이트 맥주 

협찬으로 1,000,000cc의 시원한 생맥주와 음

료수가 제공되었다. 홀수 번 포스터발표자는 

저녁 6:00~7:30분, 짝수 번 발표자는 저녁 

7:30~9:00까지 2교대로 포스터 앞에 대기하

여 질문에 응하도록 하였고, 각 분과에서 위촉

된 총 40명의 심사위은들이 엄격하게 심사를 

하여 총46편의 우수포스터상을 가려내었다. 

이 포스터들은 다음날부터 기기전시장에 학회

가 끝날 때까지 상설 전시되도록 하였고, 이를 

포스터 중에서 다시 본회에서 위촉한 심사위원

들에 의한 2차 심사를 통해 동우화인켐 포스터

상(2편), Reaxys 포스터상(3편), WISET 포스

터상(2편), IUPAC 포스터상(1편) 수상작들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축구장 면적에 해당되는 

넓은 공간에 1,348편의 포스터가 한꺼번에 펼

쳐지고 2,000명의 회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

는 장면은 실로 장관이었다. 하지만, 저녁시간

에 많은 회원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사전 홍보로 인해 저녁식사를 해결한 식당들이 

턱없이 부족하였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KINTEX 제2전시관이 개관된 지 얼마 되지 않

아 입주해 있는 식당들이 정확한 정보를 전달

받지 못하여 저녁시간에 문을 닫은 곳이 많았

으며, KINTEX 주변의 여건상 주변 식당이 먼 

곳에 위치해 있어서 특히 학생회원들이 식사를 

해결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파

악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다음 열리는 추계학회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

한 방안들을 마련할 것이다. 

평의원회

4월 25일(수) 오후 4시 30분부터 KINTEX 제

2전시장 307호에서 평의원회가 열렸다. 평의

원회를 좀 더 공식화하고 그 기능을 정상화하

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식순에 따라 이덕

환 회장의 기회사가 있었으며, 여인형 전 총무

부회장을 비롯한 2011년도 운영위원들과 이보

경 한국화학올림피아드 겨울학교 교장에게 공

로패 증정, 그리고 「Bulletin」, 「대한화학회

지」 및 「화학교육」 전임 편집위원들, 전임 지

부장, 전임 제위원장들에게 감사패 증정이 있

었다. 이어서 정규성 총무부회장의 회무보고, 

회원 현황 보고 및 2012년도 예산 집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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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가 있었고 지부 및 분과회 사업보고, 규정 

및 내규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보고가 서면으

로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2011년 결산에 관

한 사항을 여인형 전총무부회장이 보고하였다.

 

Ÿ 둘째 날 [4월 26일(목)]

학술발표회

이번 대한화학회 제109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

에서는 기조강연 1편, 기념강연 1편, 분과기조

강연 1편, 분과기념강연 3편, 분과별 심포지엄 

발표 125편, 대학원생 및 초중등교사/화학교

육 구두발표 37편을 비롯한 총168편의 구두발

표와 1,348편의 포스터발표를 포함해서 모두 

1,516편의 학술발표가 있었다. 포스터발표는 

수요일 저녁에 모두 완료가 되어 둘째 날인 목

요일 오전 9시부터는 각 분과별로 활발한 구두

발표의 장이 열렸다. 분과별 발표세션과 각 심

포지엄은 KINTEX 제2전시장 305호, 306(A)

호, 306(B)호, 307호, 401호, 402호, 404호, 

405(A)호, 405(B)호, 406호, 407호에서 분산 

개최되었다. 예전에 총회와 기조강연을 오전에 

열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목요일 오전 세션을 

분과별 구두발표와 KCS-RSC 공동심포지엄, 

여성과학자 네트워크 심포지엄에 온전히 할당

함으로써 회원들이 보다 더 차분한 분위기에서 

세션에 참여할 수 있었다. 포스터 세션이 끝나

서 참여율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

리,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여 발표장마다 청중

들이 채워지고 활발한 학술활동이 이루어졌다. 

특히 학회에서 마련한 KCS-RSC 조인트 심포

지엄(주제: Chemical Biology)과 여성과학자 

네트워크 심포지엄(주제: Developing Bond 

between Women Chemists in the US and 

Korea), 그리고 2012년 본회 공식후원사인 

동우화인켐㈜에서 마련한 동우화인켐 심포지

엄(주제: Current Trends in Display 

Materials with 동우화인켐㈜) 역시 성황리에 

치러졌다. 각 분과 심포지엄은 아래의 다양한 

주제로 오전과 오후에 걸쳐 진행되었다. 

고분자화학: Current Issues in 

Environment·Energy Fusion 

Technologies/ 공업화학: Carbon 

Materials Chemistry. 

Non-Vacuum-Processed Inorganic Thin 

Film Solar Cells/ 무기화학: Recent 

Advances in Inorganic·Materials 

Science. New Synthetic Strategies of 

Functional Inorganic Nanostructures/ 물

리화학: Energy Conversion and Solar 

Cell: Physical Chemist’s View. New 

Trends in Physical Chemistry: Young 

Physical Chemist Symposium/ 분석화학: 

Recent Advances in Analytical Chemistry 

Ⅰ, Ⅱ/ 생명화학: Reactive Oxygen 

Species in Age-related Diseases. 

Approaches of Applied Chemistry for 

Translational Research/ 유기화학: 

Chemical Biology (KCS-RSC Joint 

Symposium). Current Trends in Organic 

Chemistry: Catalysis, Structure, and 

Function/ 의약화학: Drugs on the Way 

for Successful IND/ 재료화학: 

Grephene-Recent Advances and Future 

Outlook. Recent Trends in Materials 

Chemistry/ 전기화학: Advances in 

Electrochemistry. New Trends in 

Electrochemistry/ 환경에너지: The 

Behavior of Radioactive Chemical 

Species and Heavy metals in Subsurface 

Environments. Biomass-based Energy 

and Biomaterials/ 초중등교사·화학교육: 

STEAM Based on 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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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이번 학수발표회의 기조강연은 미국 스크립스 

연구소 소속의 K. C. 니콜라우 교수를 초청하

여 4월 26일(목) 1시 30분부터 403호에서 이

루어졌다. 니콜라우 교수는 “Total Synthesis 

of Biologically Active Molecules”라는 주

제로 1시간여에 걸쳐 열띤 강연을 하였으며, 

예상과 달리 기조강연에 450여 명 이상의 청

중들이 몰려 성황을 이루는 바람에 좌석이 턱

없이 모자라 서서 듣거나 앉아서 듣는 회원들

이 많았다. 추계학술발표회에는 보다 더 큰 기

조강연장을 배치함으로써 불편을 해소하려고 

한다. 이전과 달리 이번 기조강연이 끝난 후에

는 기조강연자인 니콜라우 교수는 408호로 이

동하여 본회 학생회원 10여 명과 1시간 동안 

자유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유토론을 통

하여 참가한 학생회원들은 유기합성 분야의 대

가에게 직접 자기의 연구내용을 설명하고 조언

을 듣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산학워크샵

제109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에서 시도된 새로

운 형태의 행사로 산학 워크샵이 있다. 산학 워

크샵은 각 세션장에서 활용하지 않는 시간대인 

오전 8:00~9:00 시간대와 12:00~13:00 사이

의 점심시간대를 활용하여 원하는 기업이 조찬 

또는 점심을 제공하면서 청중들에게 회사 또는 

제품에 관련된 내용으로 워크샵을 여는 것을 

말한다. 이번 춘계 학회에서 ㈜신코가 4월 26

일(목) 12:00~13:00시에 307호에서 산학 워

크샵을 개최하여 취급 기기들에 관한 워크샵을 

열었고 여기에 100여명의 학생회원들이 참여

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기기전시회

제109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에서 기기전시회

는 301/302호와 303/304호의 인접한 두 개

의 공간에서 열렸다. 예전과 달리 포스터 세션

을 기기전시회와 분리시켰기 때문에 기기전시

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전날 선정된 우수포스터 46

개를 기기전시장 안에 상설 전시하고, 초록배

부처와 물품보관소를 기기전시장 안에 배치하

였으며 대학원생이 선정하는 동우화인켐㈜ 대

학원생 선정 포스터상(5편)을 제정하였다. 그

리고 기기전시장 안에서 회원들이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커피, 도너츠 등을 제

공하여 가능한 한 많은 회원들이 기기전시장을 

편하게 돌러볼 수 있도록 하였다. 각 부스에서 

확인 도장을 받아 10개를 받으면 경품추첨에 

응모할 수 있도록 한 전통을 살리되, 경품을 푸

짐하게 마련하여 많은 회원들이 즐겁게 참여하

는 기기전시회가 되도록 하였다. 이번 기기전

시회에는 목요일 12시와 금요일 12시에 두 차

례의 경품 추첨이 있었으며 많은 회원들의 참

여가 있었다. 이번 기기전시회에는 총 59개의 

업체가 참여하여 데모 장비와 최신 제품들을 

전시하여 자사의 이미지와 제품에 대한 홍보에 

열을 올렸으며 회원들 또한 기기전시회를 통해 

화학 관련 업체들의 최신 제품들과 기술 수준

에 대한 유용한 정보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기기전시회에는 동우화인켐㈜, 주식회

사 신코, 브루커바이오사이언스코리아㈜, 동일

시마즈㈜ 4개 업체가 특별부스를 설피하고, 유

로사이언스, ㈜제이오텍, 씨엔티교역, ㈜드림, 

㈜석림랩텍, 영린기기, 가드너덴버코리아㈜, 

주식회사와이엠씨코리아, 크로매스주식회사, 

㈜선일아이라, ㈜티에스싸이언스, 자유아카데

미, 한국기초과학연구원, R&C Tech(알앤씨

테크), 씨그마알드리치(유), ㈜티앤제이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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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지티사이언, 한국피셔과학㈜, ㈜수림

교역, ㈜라미나, ㈜오티시테크, ㈜켐텍인스, 연

세대학교 공동기기원, ㈜이공교역, ㈜모두테크

놀로지, ㈜마텍무역, 케이맥㈜, 주식회사 휴커

시스템, 메틀러 톨레도 코리아㈜, ㈜메카시스, 

청문각 출판사, NPG 네이처 아시아-퍼시픽, 

㈜신원데이터넷, 동명과학상사, 한국화학연구

원, 대정화금㈜, ㈜이우과학교역, 머크주식회

사, ㈜싸이텍인스트루먼트, 엑설리스 코리아, 

삼인싸이언스㈜, ㈜씨피피, 코리아펙트랄프로

덕츠㈜, ㈜바이텍켐스, 엘스비어 코리아, 세진

시아이, ㈜피어슨코리아, 코리아디지탈㈜, 사

이플럿,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 ㈜

케이오스, ㈜파크시스템스, 태신바이오사이언

스, 영인과학㈜, ㈜바이오메카트로닉 등 55개

의 업체가 일반 부스를 설치하는 등, 모두 59

개의 업체가 참여하여 후원을 해주었다. 이 지

면을 빌어 아낌없이 후원을 해준 기기전시회 

참여업체들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총회

4월 26일(목)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제109회 

대한화학회 총회가 오후 5시 30분부터 1시간

여 동안 403호에서 개최되었다. 총회는 국민

의례를 시작으로 내빈소개와 함께 이덕환 회장

의 개회사가 이어졌고, 정길생 한국과학기술한

림원장의 축사가 있었다. 이어서 대한화학회 

공식 후원사로서 학회 운영에 많은 도움을 준 

동우화인켐㈜의 김상윤 사장에게 감사장 증정

이 있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본회 제18대 

회장을 역임한 장세헌 교수(서울대)와 제26대 

회장을 역임한 이익춘 교수(인하대)에게 본회

의 발전과 후학양성, 학술활동에 끼진 지대한 

공헌을 기리어 특별공헌패가 수여되었다. 다음

으로 이상엽 교수(서울대)가 학술상을, 강미숙 

교수(영남대, 불참)가 우수논문상, 이해왕 교수

(인하대), 강순희 교수(이화여대)가 학술진보

상, 강훈식 교수(춘천교대, 불참)가 교육진보상

을 각각 수상하였다. 그리고 전년도 본회 회장 

및 2011년 세계 화학의 해 조직위원장을 수행

한 김낙중 전임 회장에게 공로패가 주어졌다. 

곧이어 우수포스터발표자 중 최고의 포스터에 

수여되는 동우화인켐 포스터상을 서울대 김유

나 학생과 POSTECH 김해진 학생이 수상하였

고, 리엑시스 포스터상은 한국외대 최성섭 학

생이 수상하였다. 이들 포스터상은 각 포스터

상을 마련하여준 동우화인켐㈜의 김상윤 대표

이사와 엘스비어 코리아의 전용수 사장에 의해 

직접 학생들에게 부상과 함께 전달되었다. 이

들 시상이 끝난 후에는 현년도 회무/회원 현황 

보고, 예산집행보고, 지부 및 분과회 사업보고, 

규정, 내규 제정/개정/폐지 보고가 정규성 총

무부회장의 간단한 보충설명과 함께 서면으로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김낙중 전 회장에 의

해 2011년도 결산보고가 있었으며 참석한 회

원들에 의해 그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졌다. 

Ÿ 셋째 날 (4월 27일(금))

학술상 수상 기념 강연

학회 마지막 날인 4월 27일(금) 첫 일정은 학

술상을 수상한 이상엽 교수(서울대)의 기념 강

연으로 오전 9시에 403호에서 개최되었으며 

이른 시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

여 강연을 듣고 질문과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학술발표회

학술상 수상 기념 강연 이후에 이어진 각 분과

별 세션에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분과별 심포지

엄이 오전 내내 활발히 진행되었다. 특히 물리

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 분과 세션에서는 대

학원생들이 직접 발표하는 구두발표가 진행되

었는데, 많은 대학원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



256 (사)대한화학회 75주년 자료집

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금요일에 있던 포스터

발표 세션이 없어지고 수요일에 한꺼번에 치러

짐에 따라 금요일 오전의 심포지엄에 참여 인

원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예상과는 달리 각 세션장에 많은 회원들이 참

여하여 활발한 토론과 학술교류의 장을 펼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포스터상 시상 및 경품추첨

마지막 날인 4월 27일(금) 정오에 기기전시장

에 이틀 동안 상설 전시되었던 46개 우수포스

터들 중 전날 총회에서 시상한 동우화인켐 포

스터상 2편, 리엑시스 포스터상 1편을 제외한 

나머지 43편의 포스터들에 대한 포스터상 시

상식이 있었다. 이들 중 엄격한 본회 심사를 통

하여 WISET 포스터상 2편, IUPAC 포스터상 

3편, 동우화인켐㈜ 대학원생 선정 포스터상 5

편이 선정되었으며, 나머지는 모두 대한화학회 

우수포스터상에 해당된다. 수상자 중 사정이 

있어 참석하지 못한 17여 명을 제외하고 29명

의 수상자들이 직접 참석하여 본회 이덕환 회

장으로부터 직접 포스터상과 부상을 수상하였

다. 이어진 동우화인켐㈜ 경품 추첨에는 전날

과 마찬가지로 수백 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흥겨운 축제분위기에서 추첨과 함께 푸짐한 경

품을 받아갔다. 

기초과학연구원 심포지엄

4월 27일(금) 오후 401/402호에서는 본회와

는 별도로 기초과학연구원(원장 오세정, IBS)

에서 주최하는 IBS 제1차 연구단장 화학분야 

후보 [김기문 교수(포항공대), 유 룡 교수

(KAIST), 현택환 교수(서울대)] 공개 심포지엄

이 열렸다. 심포지엄의 주제는 각 “Frontiers 

in Porous and Solid State Nanomaterials 

for Future Science”과 “Assembly of 

Functional Nano-Materials”였으며 후보자

들을 포함하여 총 11명의 발표자가 발표를 하

고 날카로운 질문과 열띤 토론을 펼쳤다. 

▶ 제110회 학술발표회, 총회 및 기기전시회

Ÿ 개관

대한화학회 제110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가 지

난 10월 17~19일 부산 BEXCO에서 개최되어 

성황리에 그 막을 내렸다. 본회가 생긴 이래 등

록인원이 최초로 3,000명이 넘었으며 발표논

문수도 최다인 학술발표회라는 기록을 남겼다. 

그리고 이번 추계총회 및 학술발표회는 지난 

춘계 때부터 변경되어 시행된 2박 3일제의 학

회 형식이 잘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는 모두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 덕분

에 가능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번 추계학회 

역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수고를 해준 학

회 사무국 직원들과 운영위원들, 학생 도우미

들, 그리고 학회에 참석하여 활발한 학술활동

을 펼쳐준 본회 회원들이 있었기에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고 생각하며, 이 지면을 빌어 참여

한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Ÿ 첫째 날 [10월 17일(수)]

포스터발표

이번 학술대회의 포스터 세션은 지난 춘계 때

와는 달리 시작 시간을 조금 더 앞당겨 오후 4

시에 시작하여 7시에 끝날 수 있도록 진행하였

다. 지난 춘계 학술발표회 때 오후 6시부터 포

스터를 진행함으로써 많은 학생들이 저녁식사

가 너무 늦어지거나 아예 하지 못했던 불편함

을 해소하기 위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

이다. 이번 포스터 세션은 부산BEXCO에서 새

로이 개장한 제2전시장 5홀에서 열렸으며, 5, 

788㎡의 거대한 전시장에 총 1,477개의 학술

포스터가 동시에 전시되는 장관을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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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스를 사전등록부스와 현장등록 부스로 

구분지어 2시경부터 진행함으로써 많은 인원

이 등록을 하기 위해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번에도 사전등록

자들은 노트북 컴퓨터 10대에서 직접 자기 명

찰을 프린트할 수 있는 출력 시스템을 운영함

으로써 등록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 

포스터가 전시되는 동안 2,500여 명이 넘는 

회원들이 포스터장을 분주히 다니며 열띤 토론

을 벌이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발표장에

는 200,000CC의 생맥주와 제공하고 앉아서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마련하여 학술토론의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에도 

홀수번 포스터발표자는 4:00~5:30분, 짝수번 

발표자는 5:30~7:00까지 2교대로 포스터 앞

에 대기하여 질문에 응하도록 하였고, 각 분과

에서 위촉된 총 37명의 심사위원들이 엄격하게 

심사를 하여 총 51편의 우수포스터들을 가려내

었다. 

이 포스터들은 다음날부터 기기전시장에 학회

가 끝날 때까지 상설 전시되도록 하였고, 이들 

포스터 중에서 다시 본회에서 위촉한 심사위원

들에 의한 2차 심사를 통해 동우화인켐 포스터

상(2편), Reaxys 포스터상(1편), WISET 포스

터상(2편) 수상작들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이번

에는 포스터 세션이 7시에 끝나도록 하였기 때

문에 포스터 세션이 끝난 후 학생들은 자연스

럽게 가까운 광안리와 해운대 근처의 식당들로 

이동하여 부산의 상쾌한 바다 내음새를 맡으며 

저녁식사를 할 수 있었고, 식사 후에 밤바다를 

거니는 모습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평의원회

10월 17일(수) 오후 5시 30분부터 BEXCO 제

2전시장 326호에서 평의원회가 열렸다. 이번 

평의원회에는 총 26명의 평의원들이 참가하였

다. 식순에 따라 이덕환 회장의 개회사가 있었

으며, 오한빈 한국화학올림피아드 2012년 여

름학교 교장(서강대)에게 공로패 증정이 있었

다. 이어서 정규성 총무부회장의 회무보고, 회

원 현황 보고 및 2012년도 예산 집행 현황 보

고가 있었고 규정 및 내규 개정 보고, 2011년

도 특별사업 결산보고가 있었다. 

Ÿ 둘째 날[10월 18일(목)]

학술발표회

이번 대한화학회 제110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

에서는 기조강연 1편, 기념강연 1편, 분과기조

강연 1편, 분과기념강연 7편, 분과별 심포지엄 

발표 138편, 대학원생 및 화학교육 구두발표 

61편을 비롯한 총 209편의 구두발표와 1,519

편의 포스터발표를 포함해서 모두 1,728편의 

학술발표가 있었다. 포스터발표는 수요일 저녁

에 모두 완료가 되어 둘째 날인 목요일 오전 9

시부터는 각 분과별로 활발한 구두발표의 장이 

열렸다. 분과별 발표세션과 각 심포지엄은 

BEXCO 컨벤션홀 101호~110호, 201호~208

호 총 18개의 발표장에서 분산 개최되었다. 

목요일 오전에는 분과별 구두발표와 KCS- 

GDCh-Angewandte 공동심포지엄을 온전히 

할당함으로써 회원들이 보다 더 차분한 분위기

에서 각 세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포스

터 세션이 끝나서인지 각 세션장마다 많은 회

원들이 참여하여 좌석들이 가득 채워진 가운데 

활발한 학술활동이 이루어졌다. 특히 학회에서 

마련한 KCS-GDCh-Angewandte 공동심포

지엄(주제: Solid State Chemistry)에는 독일 

화학회에서 회장단과 연사들이 참석하여 본회 

회장단과 향후 학술활동과 교류관계를 확대하

는 MOU를 체결하는 조인식을 가졌고, 양국의 

고체화학 분야 전문가들이 학술발표를 하여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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띤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날 오전 진행된 

심포지엄은 아래와 같다. 

대한화학회: KCS-GDCh-Angewandte 

Joint Symposium / 고분자화학: New 

Trends in Polymer Chemistry: Young 

Polymer Chemistry Symposium / 공업화

학: Recent Trends in Organosilicon 

Polymers and Nanocomposities / 무기화

학: Recent Advances in Coordination and 

Organometallic Chemistry (김시중 교수 팔

순 기념 심포지엄) / 물리학과: Physical 

Chemistry Approach for Biological 

Phenomena / 분석화학: Current Issues 

and Techniques in Quality of 

Environmental Measurements and 

Analysis / 생명화학: Synthesis and 

Delivery of Drugs / 유기화학: Current 

Trends in Organic Chemistry: Catalysis 

and Synthesis / 재료화학: Next 

Generation Batteries / 전기화학: Oral 

Presentation of Young Elctrochemists

기조강연

이번 학술발표회의 기조강연은 미국 일리노이 

대학의 존 로져스(John A. Rogers) 교수를 초

빙하여 1시 30분부터 205호에서 열렸다. 로져

스 교수는 “Materials for Bio-Integrated 

Electronics”라는 주제로 1시간여에 걸쳐 열

띤 강연을 하였으며, 360석이 넘는 좌석이 모

두 채워지고 일부는 서서 들어야 할 정도로 성

황을 이루었다. 로져스 교수는 결정 실리콘을 

초박막으로 가공하여 플렉시블 반도체소자를 

만드는 분야를 개척한 대가이다. 이번 발표에

서도 초박막 실리콘을 고분자 필름에 프린팅하

여 피부표면에 문신 스티커처럼 간단히 부착시

킬 수 있는 센서들을 소개함으로써 학생 회원

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다. 

기조강연이 끝난 후 13군데의 발표장에서 

각 분과 심포지엄 및 동우화인켐 특별세션이 

진행되었다. 각 분과별로 마련된 주제에 따른 

구두발표가 있었으며 발표장마다 좌석이 가득 

메워져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날 오

후 진행된 각 분과별 심포지엄 주제는 아래와 

같다. 

대한화학회: 동우화인켐 특별세션: 미래의 

IT를 위한 솔루션, 동우화인켐과 함께/ 고분자

화학: Precise Macromolecular Synthesis 

for Advanced Polymer Materials/ 공업화

학: Technology Transfer form University 

or Institute to Industry/ 무기화학: 

Optical, Electrical, and Chemical 

Properties of Low-Dimensional 

Nanostructures and Their Applications/ 

물리화학: Recent Trends in Physical 

Chemistry/ 분석화학: Analytical 

Chemistry for Bio-Technology/ 생명화학: 

Studies on the Protein Structure and Its 

Application/ 유기화학: Current Trends in 

Organic Chemistry: Functional Organic 

Materials/ 의약화학: Medicinal Ventures 

in Korea/ 재료화학: Recent Research 

Trends of 2D nanostructured Inorganic 

Solids/ 전기화학: Recent Trends in 

Elctrochemical Sensors/ 환경에너지: 

Recent Trends in Nanostructured 

Materials for Energy Storage/ 화학교육 구

두발표: New Trends in Chemistry 

Education

동우화인켐 특별 세션

대한화학회의 2012년 공식 후원사인 동우화인

켐에서 지난 춘계 학회에 이어 디스플레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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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연구의 국내 석학들을 초빙하여 “미래의 IT

를 위한 솔루션, 동우화인켐과 함께”라는 주제

로 105호에서 특별 세션을 마련하였다. 이 세

션은 목요일 오후 2:30부터 5:10까지 진행되

었으며, 박일성 ㈜동우화인켐 총괄연구소장의 

회사소개 및 채용 안내를 시작으로 송장근 교

수(성균관대), 김상욱 교수(KAIST), 박상희 박

사(ETRI), 박수영 교수(서울대)가 각각 “LCD 

기술의 현재와 미래”, “IT응용을 위한 흑연성 

탄소 소재 나노 조립 및 도핑 기술”, “플렉시블 

AMOLED 개발 현황 및 기술적 이슈”, “OLED 

및 OTFT용 신개념 혁신소재” 등을 주제로 최

근 연구내용을 발표하였다. 이 세션을 위해 ㈜

동우화인켐 측에서 세션장 앞 특별 스낵바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다과와 음료를 제공하

기도 하였다. 이 세션은 준비된 좌석이 부족하

여 뒤편에 서거나 바닥에 앉아서 발표를 듣는 

회원들이 있을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으며, 동

우화인켐 특별세션이 첨단디스플레이 소재를 

주제로 한 인기있는 학술세션임을 보여주었다. 

앞으로도 학술대회 때마다 “동우화인켐-KCS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본회의 전통있는 심포지

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본다. 

산학 워크샵

지난 춘계 학술대회 때 처음으로 도입된 새로

운 형태의 행사인 산학 워크샵이 이번 추계 학

술대회에도 열렸다. 산학 워크샵은 각 세션장

에서 활용하지 않는 시간대인 오전 8:00~9:00 

시간대와 12:00~13:00 사이의 점심시간대를 

활용하여 원하는 기업이 조찬 또는 점심을 제

공하면서 청중들에게 회사 또는 제품에 관련된 

내용으로 워크샵을 여는 것을 말한다. 이번 추

계학회에는 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가 10

월 18일(목) 12:00~13:00시에 109-110호에

서 산학 워크샵을 개최하여 취급 기기들에 관

한 워크샵을 열었고 여기에 100여명의 학생회

원들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기기전시회

제110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에서 기기전시회

는 BEXCO 컨벤션홀 3층에서 열렸다. 이번에

도 기기전시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

지 방안을 마련하였다. 지난 춘계 학술대회 때

와 마찬가지로 전날 선정된 우수포스터 51개

를 기기전시장 안에 상설 전시하고, 초록배부

처와 물품보관소를 기기전시장 안에 배치하였

으며 대학원생이 선정하는 동우화인켐㈜ 대학

원생 선정 포스터상(5편)을 제정하였다. 그리

고 기기전시장 안에서 회원들이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커피, 도너츠 등을 제공

하여 가능한 많은 회원들이 기기전시장을 편하

게 둘러볼 수 있도록 하였다. 각 부스에서 확인 

도장을 받아 10개를 받으면 경품 추첨에 응모

할 수 있도록 한 전통을 살리되, 경품을 푸짐하

게 마련하여 많은 회원들이 즐겁게 참여하는 

기기전시회가 되도록 하였다. 이번 기기전시회

에서도 목요일 12시와 금요일 12시에 두 차례

의 경품 추첨이 있었으며 많은 회원들의 참여

가 있었다. 이번 기기전시회에서도 목요일 12

시와 금요일 12시에 두 차례의 경품 추첨이 있

었으며 많은 회원들의 참여가 있었다. 이번 기

기전시회에는 총 45개의 업체가 참여하여 데

모 장비와 최신 제품들을 전시하고 자사의 이

미지와 제품에 대한 홍보에 열을 올렸으며 회

원들 또한 기기전시회를 통해 화학 관련 업체

들의 최신 제품들과 기술 수준에 대한 유용한 

정보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이

번 학술대회의 초록집은 이전에 CD에 저장하

여 회원들에게 제공하던 것과는 달리 ㈜세진시

아이의 협찬으로 카드모양의 휴대용 USB저장

장치에 저장하여 제공함으로써 회원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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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호응을 얻었다. 이 USB카드는 휴대가 간편

할 뿐만 아니라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기기전시회에는 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

스㈜, Thermo Fisher Scientific, 동우화인

켐㈜, 대정화금㈜, 씨그마알드리치코리아(유), 

한국원자력연구원, 사이플러스, Wiley, 동일시

마즈㈜, 에이비사이EXCO리아유한회사, ㈜알

에스텍, 자유아카데미, ㈜선일아이라, 명진크

리스텍㈜, ㈜상기, ㈜모두테크놀로지, 주식회

사 지티사이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

피셔과학㈜, ㈜이우과학교역, 존슨매티코리아

㈜, 비케이인스트루먼트, 유비엠베디카코리아

㈜, 한국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와이티케

이코퍼레이션, 씨앤티교역, 주식회사와이엠씨

코리아, 피스교역, ㈜수림교역, ㈜한국자이, 세

진시아이, ㈜한울엔지니어링, 동우옵트론 주식

회사, ㈜바이오메카트로닉, 포항가속기연구소, 

에디티지(Editage), ㈜라미나, Slovay Korea, 

엘스비어 코리아, ㈜바이켐텍스, 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신원데이터넷, 

넥스트론, ㈜신코 등 45개의 업체가 참여하여 

후원을 해주었다. 이 지면을 빌어 아낌없이 후

원을 해준 기기전시회 참여업체들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Ÿ 총회

10월 18일(목)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제110회 

대한화학회 총회가 오후 5시 30분부터 1시간

여 동안 205호에서 개최되었다. 총회는 국민

의례를 시작으로 내빈소개와 함께 이덕환 회장

의 개회사가 이어졌고, 박상대 한국과학기술단

체총연합회 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이어서 대

한화학회 및 외부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상

들의 수상식이 있었다. 

이번 총회에서는 남원우 교수(이화여대)가 

이태규학술상을, 한승욱 사장(단석산업)이 화

학경영자상, 전성호 연구위원(LG화학기술원 

정보전자소재연구소)이 기술진보상, 강인묵 교

사(강원과학고, 불참)가 초중등학교화학교사상

을 각각 수상하였다. 그리고 우수박사학위논문

상에 선정된 문주연(연세대/KAIST), 이현승

(전남대), 문의성(서울대) 회원들도 이번 총회

에서 상장과 부상을 전달받았다. 외부상으로는 

KCS-Wiley 젊은화학자상에 민달희 교수(서울

대), 이인수 교수(POSTECH)가 수상하였으며, 

Sigma-Aldrich 화학자상은 김진흥 교수(이화

여대), 하현준 교수(한국외국어대)에게 돌아갔

다. 곧이어 우수포스터발표자 중 최고의 포스

터에 수여되는 동우화인켐 포스터상을 김가영

(경상대)과 김단아(연세대) 학생회원이 수상하

였다. 이들 포스터상은 각 포스터상을 마련하

여준 동우화인켐㈜의 문희철 부회장과 엘스비

어 코리아의 전용수 사장에 의해 직접 학생들

에게 부상과 함께 전달되었다. 이들 시상이 끝

난 후에는 현년도 회무/회원 현황 보고, 예산

집행보고, 제·세칙·시행규칙 개정 보고, 2011

년도 특별사업, 용역과제결산보고가 정규성 총

무부회장의 간단한 보충설명과 함께 서면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강한영 차기회장 및 하현

준 차기총무부회장에 의해 2013년 임원, 사업

계획,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가 있

었으며, 마지막으로 이번에 제48대 본회 회장

으로 새로 선출된 최중길 차차기 회장의 인사

가 있었다. 이후 간단한 기타 토의 사항을 진행

하고 제110회 대한화학회 총회가 폐회되었다. 

Ÿ 셋째 날 [10월 19일(금)]

이태규학술상 수상 기념 강연

학회 마지막 날인 10월 19일(금) 첫 일정은 

2012년 이태규학술상을 수상한 남원우 교수

(이화여대)의 기념 강연으로 시작되었다. 학술

상 수상 기념 강연은 오전 9시부터 205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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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으며 이른 시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들

이 참석하여 강연을 듣고 질문과 토론의 시간

을 가졌다. 

학술발표회

학술상 수상 기념 강연 이후에 이어진 각 분과

별 세션에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분과별 심포지

엄이 오전 내내 활발히 진행되었다. 특히 지난 

춘계 학술대회 때에는 물리화학, 유기화학, 무

기화학 분과 세 세션에서만 진행되던 대학원생 

구두발표가 이번 추계 학술대회 때에는 이들 

세 분과 외에도 무기화학분과, 전기화학분과에

서도 시행하여 점차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이제본회의 미래를 짊어진 학생회원들도 

구두발표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학술활동을 펼

치려는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마지막 날 오전 세션임에도 불

구하고 많은 대학원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

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와 더불어 이날 오전

에는 본회에서 마련한 특별심포지엄으로 연구

윤리 특별세션(105호)과 지식재산특별세션

(206호)이 열렸다. 이 심포지엄들은 회원들이 

실질적으로 요구하고 학회차원에서 의견을 모

아야 하는 사안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

응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며, 예상

했던 것보다 많은 회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

여해주었다. 마지막 날 오전에 열린 각 세션별 

주제는 아래와 같다. 

대한화학회: 연구윤리 특별세션: 연구지원정

책, 연구윤리 및 후속 BK21 포럼/ 지식재산 

특별세션: Introdu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for Researchers in the Field of 

Chemistry/ 고분자화학: Smart Responsive 

Polymers: Synthesis and Applications/ 공

업화학: Thermal Management Materials/ 

무기화학: General Oral Presentation/ 물리

화학: General Oral Presentation (1) & 

(2)/ 분석화학: Diversity of Analytical 

Chemistry/ 유기화학: Oral Presentation 

for Young Organic Chemists

포스터상 시상 및 경품추첨

마지막 날인 10월 19일(금) 정오에 기기전시

장에 이틀 동안 상설 전시되었던 51개의 우수

포스터들 중 전날 총회에서 시상한 동우화인켐 

포스터상 2편, 리엑시스 포스터상 1편을 제외

한 나머지 48편의 포스터들에 대한 포스터상 

시상식이 있었다. 이들 중 엄격한 본회 심사를 

통하여 WISET 포스터상 2편, 동우화인켐㈜ 

대학원생 선정 포스터상 5편이 선정되었으며, 

나머지는 모두 대한화학회의 우수포스터상에 

해당된다. 수상자 중 사정이 있어 참석하지 못

한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수상자들이 직접 

참석하여 본회 이덕환 회장으로부터 직접 포스

터상과 부상을 수상하였다. 이어진 동우화인켐

㈜ 경품 추첨에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수백 명

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흥겨운 축제분위기에서 

추첨과 함께 푸짐한 경품을 받아갔다. 

2013

(운영위원회)

▶ 2013년도 운영위원회 활동

2013년 대한화학회 운영을 위한 준비는 이미 

작년 2011 중반기부터 조용하면서도 착실하게 

진행되었다. 2011년 중반기부터 총 13차례의 

예비운영위원회를 소집하였고, 이를 통해 구체

적인 사업 계획 수립하는 등 2013년 대한화학

회 운영을 위한 준비 작업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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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예비운영위원회에서는 1)2013년도 

대한화학회 운영위원 구성, 2)2013년도 춘/추

계 학술대회 장소 및 일정 결정 3)차기 이사회, 

감사 및 제 위원장 위촉, 4)화학세계 및 각종 

학술지, 발행물 활성화 방안, 5)광고 수주 방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었다.

2013년의 운영위원회는 총무, 기획, 학술, 

홍보, 산학협력, 국제협력의 6개팀으로 구성되

었고, 각 팀에 해당하는 부회장 7명과 조직부

회장 1명, 그리고 실무이사 10명이 선임되어 

활동하고 있다.

그 동안 결정된 주요 사항을 보면, 먼저 총회 

및 학술발표회 장소 및 일정을 춘계는 2013년 

4월 17~19일(수~금) 경기도 일산 KINTEX에

서, 추계는 10월 16~18일(수~금) 경상남도 창

원 CECO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지속성 있는 운영이라는 기본 방침에 따라 작

년에개편된 총회 및 학술발표회 2박 3일 진행 

방식의 근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보다 내실 있는 학회의 운영이라

는 취지 아래 학회지 및 Bulletin of Korean 

Chemical Society의 국제적 위상을 향상시키

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가시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특별 프로젝트 팀(task force)을 이

미 구성하였으며 올해 안에 가시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고자 한다. 또한, 화학술어와 명명법

의 사용상의 원칙을 통일성 있게 결정하는 사

업 또한 화학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내용으로 

관심을 가지고자 한다. 또한, 모바일 환경 확립 

등 앞서가는 화학회에 걸맞는 새로운 정보 제

공 방법을 확립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와 함

께 화학회와 관련한 자료를 축적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새로운 전통을 확

립해 나가고자 한다.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2012년부터는 매

월 2회 정기적으로 전체 운영위원회를 열어 학

회 운영에 관한 현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

이다. 또한 학회의 제 위원회와 분과회, 지부회

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소통하는 학회가 되

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 2013년도 1월 운영위원회 활동

2012년 1월 3일(목) 오전 11시 학회 회의실에

서 2012~2013년 사무 및 재무 인계식을 가졌

다. 금년도 인수팀으로 강한영 회장, 하현준 총

무부회장, 이영호 총무실무이사가 참석하여 전

년도 운영진 대표인 이덕환 전임 회장, 정규성 

전임 총무부회장, 문봉진 전임 총무실무이사로

부터 학회 살림을 인계 받았다.운영진은 같은 

날 오후 3시에 서울 양재동 외교센터에서 열린 

화학관련학회연합회 신년 하례식에 참석하여 

화학계 원로 및 여러 관련 인사들과 신년 인사

를 나누었다. 

1월 6일(일) 오후 4시 한국과학기술원(KAIST) 

화학과에서 화학올림피아드 겨울학교(학교장: 

이희승 교수) 입교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 강한

영 회장, 이덕형 화학올림피아드 위원장이 참

석하여 각각 축사 및 격려사를 전달하였다. 어

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화학 꿈나무들

을 위해 기꺼이 겨울학교를 개최해준 한국과학

기술원(KAIST) 화학과(학과장: 김상규 교수)에 

감사를 드린다. 이번 겨울학교에는 고1반 51

명, 고2반 28명이 선발되어 입교하였으며, 이 

학생들은 2주(고 1반) 및 1주(고 2반) 동안 화

학 관련 강좌와 실험 교육을 받게 된다. 한편, 

엄정한 평가를 통해 입교한 학생 중 2013년 7

월 러시아 모스크바 대학에서 열리는 제45회 

국제화학올림피아드에 대표로 참가할 4명을 

고2반에서 선발하게 된다.

1월 11일(금) 오후 4시 학회 회의실에서 

2013년도 제1차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이 회

의에서 금년도 첫 번째 이사회를 2월 1일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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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로 하였고, 학회 규정 제/개정안을 검토 

심의하여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하였

고, 2013년도 선거관리위원회 일정 등을 확정

하였다. 같은 장소에서 1월 25일(금)에 개최된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춘계 학술발표회 개

최 계획을 논의하였고, 이전에 학술발표회 심

포지엄 발표 경력이 없던 신진연구인력에게 참

가비를 면제 지원하는 방안 등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 2013년도 1월~2월 운영위원회 활동

2013년 1월 25일(금) 오후 4시 학회 회의실에

서 제2차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이 운영회의에

서는 대한화학회 춘계총회 준비상황을 점검하

고 특히 인상된 참가비를 이용해 신진 연구 인

력의 총회 참가를 지원해 주는 방안에 대한 논

의가 있었다.

2월 1일(금) 오전 11시에는 한국과학기술회

관 중회의실에서 세진시아이와 공식 후원 협약

식이 있었다. 대한화학회는 세진시아이㈜를 공

식후원사로 하여 홍보, 학술 활동, 광고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대신 2013년에 현금 5천만원

을 지원받기로 하였다. 이 자리에는 본회 강한

영 회장, 하현준 총무부회장, 김병문 학술부회

장, 이영식 기획부회장, 이원용 대외협력부회

장 등이 참석하였고 세진시아이㈜ 측에서는 강

성규 대표이사, 정용복 부장이 참석하였다.

2월 1일(금) 오후 1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2013년 제3차 운영위원회가 열려 이사회에 대

한 준비사항을 최종 점검하였다. 오후 4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2013년 제1차 이사회가 열렸

다. 이번 이사회에는 40명 중 30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가 참석하였고 총 4개의 의결 안건

이 상정되어 처리되었다. 2013년도 선거관리

위원회 구성안을 승인하였으며, 종신회비 인상 

및 학회발전기금의 일반회계 지원과 대한화학

회 규정의 개정, 분과회 2012년도 회무 및 결

산과 2013년도 사업계획 승인이 처리되었다. 

자세한 회의록은 본회 게시판에 ‘<학회소개>이

사회 회의록’에서 열람할 수 있다.

▶ 2013년도 3월 운영위원회 활동

2013년 3월 8일(금) 오후 4시 학회 회의실에

서 2013년도 제5차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금년도 두 번째 이사회를 3월 29일 

소집하기로 하였고,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과, 대한화학회상 수상 후보 선정 및 학회 

규정 제/개정안을 검토 심의하여 이사회에 안

건으로 상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2013년 3월 21일(목) 오후 4시 학회 

회의실에서 2013년도 제6차 운영위원회가 열

렸다. 이 자리에서는 4월 17(수)~19일(금) 3일 

동안 일산 KINTEX에서 진행될 제111차 학술

총회에 대한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또한 

BKCS와 대한화학회지 등 학회발간 학술지의 

위상 개선방안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되

었다. 한편 강한영 회장(충북대)은 2013년 3월 

22일(금)에 울산과학기술대에서 열린 2013년 

울산화학의 날 기념 제7회 글로벌 리더 초청 

강연에 참석하여 축사를 전달하였다.

▶ 2013년도 4월 운영위원회 활동

2013년 3월 29일(금) 오후 4시에 2013년도 

제2차 이사회가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지하 

1층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는 28인

의 이사와 2인의 감사가 참석하여 6개의 안건

을 의결하였다. 주요 안건으로는 대한화학회상 

수상 후보 승인, 공로패 및 감사패 증정 후보 

승인, 2012년도 일반·특별 회계 결산 승인, 대

한화학회 규정 개정 승인 및 탄소문화원 설립

과 관련 규정의 폐지 및 개정 등이 있었으며 

자세한 회의 내용은 본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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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회의록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4월 5일 학회 회의실에서 제7차 운영위원회

를 열고 춘계학술대회의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

하였다. 강한영 회장은 4월 7~11일 미국 뉴올

리언스에서 열린 미국화학회의 제 245회 학술

발표회(245th ACS National Meeting & 

EXPOsition)에 공식 초청을 받아 참석하여 축

하연설과 더불어 각국 화학회 대표들과 상호협

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4월 17일(수)~19일(금)에는 제111회 대한

화학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가 일산KINTEX 

제2 전시장에서 개최되었고 많은 회원들의 참

여와 성원 속에 막을 내렸다. 이번 학술대회에

는 총 2,5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하여 1,208

편의 포스터를 비롯한 총 1,425편의 학술논문

들이 발표되었다. 올해에는 지난해부터 실시된 

2박 3일제의 학회 형식이 안정적으로 정착되

었으며 특히 KCS-ACR 공동 심포지엄의 개최

로 학술발표회가 더욱 알차게 진행되었다.

▶ 2013년도 5월 운영위원회 활동 

2013년 4월 26일(금) 오후 4시 학회 회의실에

서 2013년도 제8차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열린 제

111회 학술발표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제112

회 추계학술대회의 진행 계획을 간략하게 논의

하였다.  또한 학술지 위상 개선을 위한 공청회

의 논의 결과를 분석하고 향후 실행계획 수립

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2013년 5월 10일(금) 오후 4시 학회 회의실

에서 2013년도 제9차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지부광역화 사업의 일환으로 학

술대회 개최 지원에 최종 접수된 (강원-충북)/

(대구·경북-경남-부산-울산)/(광주·전남-전북)

의 세 건의 신청에 대해 각각 500만 원을 지원

해 주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학술지 위상 개선

을 위한 실행 방안과 환경안전 심포지엄의 실

행 방안 수립 및 기타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2013년 5월 24일(금) 오후 2시에는 학회 회의

실에서 대한화학회 학회발전사업위원회 2차 회

의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이번 운영진 중 

강한영 회장과 이영식 기획부회장, 하현준 총

무부회장과 이영호 총무실무이사가 참석하여 

정관 개정을 포함한 향후 학회의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에 대한 현 운영진의 견해를 전달하

고 심도 깊은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 2013년도 6월 운영위원회 활동

2013년 5월 24일(금) 오후 4시 학회 회의실에

서 2013년도 제10차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학술지 위상 제고를 위한 실행 방

안 수립에 대해 그동안의 진척 상황을 점검하

고 실행 방안 수립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5월 24일 개최된 학

회발전사업위원회의 논의 사항인 학회 정관 개

정에 관한 보고 및 논의가 진행되었다.

2013년 5월 29일(수) 오후 1시부터 2013년 

학회 공식후원업체인 ㈜동우화인켐에서 “대한

화학회-동우화인켐 ICT 심포지엄”이 개최되었

으며 본 운영진에서는 강한영 회장님을 비롯하

여 하현준 총무부회장, 김병문 학술부회장 및 

권장혁 산학협력부회장께서 참석하였다. 동우

화인켐 김상윤 사장님과 강한영 회장님의 인사

말씀 및 총 6건의 세미나 발표로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을 통하여 학회와 학회 후원업체 사이

의 발전적인 관계 설정에 대한 깊은 상호 교감

이 있었다. 

2013년 6월 10일(금) 오후 4시 학회 회의실

에서 2013년도 제11차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추계학술발표대회 준비를 위한 

진행 상황 점검 및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또한, 사회적으로 활발히 제기되고 있는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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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대해 학회의 장기적인 대응 방안을 논

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 2013년도 7월 운영위원회 활동

2013년 6월 28일(금) 오후 4시 학회 회의실에

서 2013년도 제12차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추계학술발표대회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화학 사고에 대응한 환경부와 대한화

학회 간의 업무협약서 교환의 진행 상황에 대

한 보고가 있었다. 

2013년 7월 5일(금) 오후 5시부터 본회 회

의실에서 대한화학회 제49대 회장 선출을 위

한 2013년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최되었

다. 이 회의에서는 7월 3일자로 마감된 후보 

등록 기간동안에 등록을 마친 김홍석(경북대학

교) 회원에 대한 자격 심사를 하여 후보 등록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홈페이지를 통한 후보자 확정 공고 및 회원들

을 대상으로 한 안내 메일 발송 절차와 향후 

선거관리위원회의 일정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

였다.

2013년 7월 12일(금) 오후 4시 학회 회의실

에서 2013년도 제13차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추계학술발표 대회에서 예정된 

KCS career workshop 준 상황과 7월 24일

에 예정된 화학물질 안전에 관한 심포지엄의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2013년 7월 24일(수)에는 서울 양재동 더케

이호텔(구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윤성규 환경

부 장관 및 김시중 전 과기처 장관 등 15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학물질 안전을 위한 환

경부-대한화학회 협약식 및 공동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강한영 회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운영진이 참석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환경부

-대한화학회 간의 업무협약서가 교환되었다. 

또한, 학계와 산업계 및 정부에서 총 7명의 연

사가 초청되어‘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대응체계’

에 대한 열띤 논의가 진행되었다.

▶ 2013년도 8월 운영위원회 활동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2013년 제45회 국

제화학올림피아드(IChO)에 이덕형 단장(서강

대), 하윤경 부단장(홍익대), 양성익 교수(경희

대), 성봉준 교수(서강대), 이덕환 전 대한화학

회장(서 강대)의 인솔 아래 4명의 한국대표 학

생들 [신동한(서울과학고), 유진욱(서울과학

고), 홍준영(경기과학고), 황치원(경기과학고)]

이 참석하였다. 이번 대회는 7월 15일부터 10

일간 77개국이 참가해서 열띤 경쟁을 펼쳤으

며, 우리나라는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를 획득

하여 공동 1위를 달성하며 3년 연속 종합 1위

라는 쾌거를 달성하였다. 한편 강한영 대한화

학회 회장은 7월 26일 인천공항에서 열린 대

표단 환영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전달하였다.

7월 26일(금) 오후 4시에는 제 14차 운영위원

회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학술지 위상 

강화와 관련하여 학술지 발전에 대한 심도 있

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한편 2013년도 한국화학올림피아드(KChO) 

여름학교가 7월 21일부터 8월 2일까지 2주 동

안 충남대학교에서 열렸다(주관: 대한화학회 

화학올림피아드 위원회, 후원: 한국과학창의재

단). 이번 여름학교는 충남대학교 화학과 박균

하 교수가 교장을 맡아 모든 사항을 준비하고 

진행하였으며, 고1반 72명, 고2반 41명이 입

교하여 2주 동안 화학 전반에 관한 심도 있는 

이론 교육과 실험실습 교육을 받았다. 한편 강

한영 대한화학회 회장은 7월 21일 열린 수료

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전달하였다.

8월 2일(금) 오후 3시 30분에 제49대 대한

화학회장 선거를 위한 제2차 선거관리위원회

가 열렸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회장선거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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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제반 진행 과정을 점검하고 투표함을 

봉인하였다. 같은 날 오후 4시에 30분에 본회 

회의실에서 제13회 운영위원회의가 열렸으며 

이 회의에서는 제49대 회장 선거에 관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기타 추계총회 및 학술발표회 

관련 준비사항을 논의하였다.

▶ 2013년도 9월 운영위원회 활동

8월 23일 오후 4시에 대한화학회 회의실에서 

제16차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

서는 그동안 운영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학술지 위상 강화 방안과 관련하여 학술지 간

행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진행 상황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의 최종 수립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였다. 

한편, 본회의 강한영 회장과 이영식 기획부

회장은 9월 10일에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개최

된 금강유역환경청 자문위원 발족식에 참석하

였다. 이 자리에서는 강한영 회장이 격려사를 

전달하였으며 환경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

하여 향후 대한화학회와 환경부와의 협력 관계 

구축 및 공동 관심 사업 기획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9월 13일 오후 1시에는 본회 회의실에서 제 

17차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는 9월 27일에 개최될 2013년 제3회 이사회

의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또한 사무국으로부

터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

에서 진행될 예정인 제112회 추계학술발표회

의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

하였다. 

9월 13일 오후 4시에는 대한화학회 제49대 

회장 선거 개표가 각 후보의 참관인들 및 선거

관리위원들의 입회 하에 학회 사무국에서 이루

어졌다. 개표 결과 김홍석 후보(경북대학교)가 

유효투표 743표 중 714표를 득표하여 본회 제

49대 회장에 당선되었다.

▶ 2013년도 10월 운영위원회 활동

제18차 운영위원회가 9월 27일 오후 1시에 한

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사무국으로부터 112회 추계학술

대회에 대한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원활한 대회 

진행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내년부

터 시행될 예정인 대한화학회-환경에너지상

(가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자세한 시행 방

법에 대한 최종 결정을 차기 운영위원회에 일

임하기로 결정하였다.

9월 30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에서는“학술지 국제화를 위한 학술정보 인프라

요소 체계 및 학회정보화 지원사업 발전계획”

에 관한 사업설명회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

는 본 운영위원회의 신승훈 실무이사기 참석하

였으며 학회지의 오픈 액세스(open access) 

저널화에 필요한 기반 구축에 필요한 교육 내

용 설명과 학술지 국제화 지원사업에 대한 정

부의 입장을 청취하고 향후 계획에 관한 논의

에 참여하였다.

2013년 10월 4일 오후 4시에는 대한화학회 

사무실에서 제19차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9월 30일 사업설명회에 대한 

보고와 함께 학술지 발전 및 위상 강화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오픈 액세스 

저널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예산 등에 

대한 사무국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10월 16일(수)부터 18일(금) 까지 제112회 

대한화학회 추계총회 및 학술대회가 창원 

CECO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1451명의 학생회원을 포함한 총 2214명이 등

록하고, 포스터발표 1219편, 구두발표 61편, 

기조 및 기념강연 10편 등 모두 1412편의 학

술논문 발표가 있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특히 2001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배리 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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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Barry Sharpless) 교수가 기조강연을 수

행하는 등 열띤 분위기에서 대회가 진행되었으

며 포스테 세션 중 칵테일 쇼를 개최하는 등 

학생회원들의 참여를 북돋기 위한 노력이 돋보

였다. 이번 총회 및 학술대회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정리하여 화학세계 12월호에 게재될 

예정이다.

▶ 2013년도 11월 운영위원회 활동

11월 1일 금요일 오후 4시에 대한화학회 회의

실에서 제20차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10월 16~18일에 창원 CECO

에서 열린 제112회 대한화학회 총회 및 추계학

술발표회의를 결산하고 그 성과를 되돌아보는 

자리를 가졌다. 강한영 본회 회장은 이 자리에

서 지난 1년 동안 본회 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

과 열정을 쏟아부은 운영위원들에게 감사하였

고, 남아있는 짧은 기간도 정리를 잘하여 유종

의 미를 거두고 차기 운영팀에 인수인계를 잘 

하자는 당부를 하였다.

11월 15일 금요일 오후 4시에는 대한화학회 

회의실에서 제21차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금번 운영위원회의 활동을 정리

하는 의미에서 회의록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자료를 책자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학술지 발전 위원회의 향후 운영방안에 

관하여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또한 뉴스 

섹션에 기사를 영문화하는 홍보 작업에 관하여 

정보화위원회에서 담당하기로 하였다.

(학술발표회)
 

▶ 제111회 총회, 학술발표회 및 기기전시회

일    시： 2013년 4월 17~19일(수~금)

장    소： 일산 KINTEX 제2전시장

발표논문： 1,425편

등록인원： 2,536명

Ÿ 개관

대한화학회 제111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가 지

난 4월 17~19일 일산 KINTEX에서 개최되어 

성황리에 그 막을 내렸다. 이번 춘계총회 및 학

술발표회에서는 작년 109회 총회 때부터 시작

된 2박 3일의 학술발표회의 기조를 그대로 유

지하였으며 큰 문제 없이 진행되어 2박 3일 체

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였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춘계 학회가 원만하고 순조롭게 진

행될 수 있었던 것은 준비단계에서부터 많은 

수고를 해준 학회 사무국 직원들과 운영위원

들, 학생 도우미들, 그리고 학회에 참석하여 활

발한 학술활동을 펼쳐 준 본회 회원들이 있었

기에 가능했던 것이라 생각하고, 이 지면을 빌

어 참여한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Ÿ 첫째 날 [4월 17일(수)]

포스터 발표

제111회 학술대회는 작년 109회 총회 때부터 

시작된 2박 3일 일정에 따라 모든 포스터를 첫

째 날인 수요일 저녁에 발표하도록 하는 형식

을 그대로 지킴에 따라 성황리에 진행된 포스

터발표로 시작되었다. 1,208편의 포스터가 발

표되었으며 전체 참가자 중 약 2,000명의 등

록회원들이 참여하여 포스터 발표회를 열렬한 

토론과 교류가 가득찬 즐거운 축제의 장으로 

만들었다. 또한 사전등록자들이 직접 명찰을 

출력할 수 있는 무인 키오스크 출력 시스템 운

영도 성공적으로 정착되었을 뿐만 아니라 20

명의 현장 등록 도우미들이 적극적으로 도와 

주어 2,000명에 달하는 등록자들이 큰 불편 

없이 포스터발표에 참여할 수 있었다. 

포스터발표는 KINTEX 제2전시장 6번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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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트홀)에서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3시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발표장에는 시원한 생맥주

와 음료수가 제공되었다. 홀수번 포스터 발표

자는 오후 4:00~5:30, 짝수번 발표자는 오후 

5:30~7:00까지 2교대로 포스터 앞에 대기하여 

질문에 응하도록 하였고, 각 분과에서 위촉된 

총 40명의 심사위원들이 엄격하게 심사를 하여 

41편의 우수포스터상을 가려내었다. 이 포스터

들은 다음날부터 기기전시장에 학회가 끝날 때

까지 상설 전시되도록 하였고, 이들 포스터 중

에서 다시 본회에서 위촉한 심사위원들에 의한 

2차 심사를 통해 동우화인켐 포스터상(2편), 

Reaxys 포스터상(1편), WISET 포스터상(2편) 

및 IUPAC 포스터상(3편) 수상작들을 선정하

도록 하였다. 또한 모든 분과가 한꺼번에 포스

터 발표를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혼잡을 방지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포스

터 발표장 내외에 공지함으로써 발표자 및 참

가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였다. 

평의원회

4월 17일(수) 오후 4시 30분부터 KINTEX 제

2전시장 307호에서 평의원회가 열렸다. 식순

에 따라 강한영 회장의 개회사가 있었으며, 정

규성 전 총무부회장을 비롯한 2012년도 운영

위원들과 이희승 한국화학올림피아드 겨울학

교 교장에게 공로패 증정, 그리고 『Bulletin』, 

『대한화학회지』 전임 편집위원들, 전임 지부

장, 전임 제위원장들에게 감사패 증정이 있었

다. 이어서 하현준 총무부회장의 회무보고, 회

원 현황 보고 및 2013년도 예산 집행 현황 보

고가 있었고 지부 및 분과회 사업보고, 규정 및 

내규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보고가 서면으로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2012년 결산에 관한 

사항을 이덕환 전 회장이 보고하였다.

Ÿ 둘째 날 [4월 26일(목)]

학술발표회

이번 대한화학회 제111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

에서는 기조강연 1편, 기념강연 1편, 분과기념

강연 4편, 한림원 주최 KCS_ACR 공동심포지

엄 발표 11건을 포함한 분과별 심포지엄 발표 

143편, 대학원생 및 초중등교사/화학교육 구

두발표를 포함한 총 68편의 구두발표와 1,208

편의 포스터 발표를 포함해서 모두 1,516편의 

학술발표가 있었다. 포스터 발표는 수요일 저

녁에 모두 완료가 되어 둘째 날인 목요일 오전 

9시부터는 각 분과별로 활발한 구두발표의 장

이 열렸다. 분과별 발표세션과 각 심포지엄은 

KINTEX 제2전시장 305호, 306(A)호, 

306(B)호, 307호, 401호, 402호, 404호, 

405(A)호, 405(B)호, 406호, 407호에서 분산 

개최되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목요일 오전을 

기조강연 대신 분과별 구두발표와 KCS-ACR 

공동심포지엄 할당함으로써 회원들이 보다 더 

차분한 분위기에서 이들 세션에 참여할 수 있

었다. 포스터 세션이 끝나서 참여율이 많지 않

을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많은 회원들이 참

여하여 발표장마다 청중들이 채워지고 활발한 

학술활동이 이루어져 이 형식이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각 분과 심포지엄은 아래의 다양한 주제로 

오전과 오후에 걸쳐 진행되었다. 특히 한림원

이 주관하고 대한화학회와 ACR (Accounts 

of Chemical Research)이 공동 조직한 심포

지엄이 "Impact of Chemistry on Biology"

라는 제목으로 열렸으며 이 심포지엄에는 다수

의 세계적이 학자들이 11건의 발표를 수행하

여 이번 학술발표회의 격조를 크게 높였다. 이

번 학술발표대회에서 진행된 각 분과별 심포지

엄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고분자화학: Photorespon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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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Synthesis and Application of 

Microporous Polymer Networks 

/Current Trends in Polymer Sensors 

Research / 공업화학: Recent Trends in 

High Functional Silicon-Containing 

Polymers and Fine Composites / Recent 

Trends in Carbon-Containing Materials 

/ 무기화학: New Frontiers in 

Metal-Organic Frameworks / Catalytic 

Reaction Using Transition-Metal 

Complexes / 물리화학: Environmental 

Science Based on Physical Chemistry / 

Recent Trends in Physical Chemistry / 

분석화학: Recent Advances in Inorganic 

Material Analysis / Recent Advances in 

Analytical Chemistry / 생명화학: Cell 

Penetrating Peptide, CPP/ Protein 

Chemistry / 유기화학: Current Trends in 

Organic Chemistry: Catalysis and 

Synthesis / Current Trends in Organic 

Chemistry: Functional Organic Materials 

/ 의약화학: Molecular Targeted 

Therapeutics with Kinase Inhibitors / 재

료화학: Advances in Photovoltaics and 

Photocatalysis / Nanomaterials for 

Bio-Medical Applications / 전기화학: 

Recent Electrochemistry in Nanoscience 

Breakthrough (I) / Recent 

Electrochemistry in Nanoscience 

Breakthrough (II) / 환경에너지: 

Nanoscale Insights in Environmental 

Chemical Reactions/ Recent Trends in 

Renewable Energy 

기조강연

이번 학술발표회의 기조강연은 미국 UCLA 소

속의 하우크 교수를 초청하여 4월 18일(목) 1

시 30분부터 403호에서 이루어졌다. 하우크 

교수는 Computations To Explain and 

Predict: Cycloadditions for Organic 

Synthesis, Chemical Biology, and 

Organic Materials라는 주제로 계산화학 분

야 및 인접한 유기화학 분야에서의 하우크 교

수의 업적에 대해 1시간여에 걸쳐 열띤 강연을 

하였으며, 기조강연에 350여 명 이상의 청중

들이 몰려 성황을 이루었다. 

기기전시회

제111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에서 기기전시회

는 301·302호와 303·304호의 인접한 두 개

의 공간에서 열렸다. 전날 선정된 우수포스터 

46개를 기기전시장 안에 상설 전시하고, 대학

원생이 선정하는 동우화인켐㈜ 대학원생 선정

포스터상(5편)을 제정하는 등 학생 참여를 유

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작년에 이해 올해에도 

계속 시행하였다. 

각 부스에서 확인 도장을 받아 10개를 받으

면 경품 추첨에 응모할 수 있도록 한 전통을 

살리되, 경품을 푸짐하게 마련하여 많은 회원

들이 즐겁게 참여하는 기기전시회가 되도록 하

였다. 이번 기기전시회에는 목요일 5시와 금요

일 12시에 두 차례의 경품 추첨이 있었으며 많

은 회원들의 참여가 있었다. 이번 기기전시회

에는 총 66개의 업체가 참여하여 데모 장비와 

최신 제품들을 전시하여 자사의 이미지와 제품

에 대한 홍보에 열을 올렸으며 회원들 또한 기 

기전시회를 통해 화학 관련 업체들의 최신 제

품들과 기술 수준에 대한 유용한 정보들을 접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동일시마즈, 브루커

바이오사이언스코리아, 동우화인켐 등 3개 업

체가 특별부스를 설치하고 제이오텍, ㈜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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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피셔과학㈜, 구정엔지니어링, 자유아

카데미, 유로사이언스, 엑설리스 ㈜, 이노텍시

스, 랩테크, ㈜비케이인스트루먼트, ㈜한국자

이, 미국화학회(American Chemical 

Society), ㈜수림교역, ㈜이우과학교역, 엔솔

인스트루먼트,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

석림랩텍, 주식회사 지티사이언, ㈜씨피티, ㈜

퀀텀바이오솔루션즈, ㈜티에스싸이언스, 그래

핀스퀘어㈜, ㈜프로테크코리아, 주식회사와이

엠씨코리아, 한국과학기술원, 세진시아이, 넥

스젠 주식회사, ㈜티앤제이테크, 뷰키코리아, 

코리아스펙트랄프로덕츠㈜, 한국폴㈜, 동명과

학상사, ㈜다용무역, ㈜이공교역, 주식회사 신

코, 씨그마알드리치코리아(유), 한국화학물은

행, 존슨매티코리아㈜,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경

기바이오센터, 한국전광㈜, R&C Tech(알앤씨

테크), 사이플러스, ㈜한울엔지니어링, 큐빅 레

이저 시스템,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

터, CHP Trading, ㈜바이오메카트로닉, ㈜바

이텍켐스, (재)네오딘의학연구소, 엘스비어 코

리아, 대정화금㈜, ㈜테스칸코리아, ㈜테스칸

코리아, ㈜모두테크놀로지, ㈜솔텍트레이딩, 

기초과학연구원, 유니나노텍㈜, ㈜넥스트론,  

피스교역, 영린기기, ㈜LG화학 기술연구원, ㈜

파크시스템스, ㈜케이오에스, 한국과학기술정

보연구원(KISTI) 등의 63개 업체가 일반 부스

를 설치하는 등 모두 66개의 업체가 참여하여 

후원을 해주었다. 이 지면을 빌어 아낌없이 후

원을 해준 기기전시회 참여업체들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총회 

4월 18일(목)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제111회 

대한화학회 총회가 오후 5시 30분부터 1시간

여 동안 403호에서 개최되었다. 총회는 국민

의례를 시작으로 내빈소개와 함께 강한영 회장

의 개회사가 이어졌고 이어서 대한화학회 공식 

후원사로서 학회 운영에 많은 도움을 준 동우

화인켐㈜의 문희철 부회장과 세진시아이의 강

성규 대표이사에게 감사장 증정이 있었다. 특

히 이번 총회에서는 본회 제34대 회장을 역임

한 진정일 교수(고려대 석좌교수)가 공로상을 

수상하였다. 다음으로 송충의 교수(성균관대)

가 학술대상을 수상하였고, 김성진(이화여대), 

천진우(연세대), 안교한(POSTECH) 교수가 학

술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정성화 교수(경북대)

가 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으며, 김연규 교수

(한국외대)와, 이재욱 교수(동아대)가 학술진보

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이대형 교수(춘천교대)

가 화학교육상을 수상하였다.

곧이어 우수포스터 발표자 중 최고의 포스터

에 수여되는 동우화인켐 포스터상을 서울대 최 

진 학생과 POSTECH 김현우 학생이 수상하였

고, 리엑시스 포스터상은 경희대 최원훈 학생

이 수상하였다. 이들 포스터상은 각 포스터상

을 마련하여준 동우화인켐㈜의 문희철 부회장

과 대한화학회 강한영 회장에 의해 직접 학생

들에게 부상과 함께 전달되었다, 이들 시상이 

끝난 후에는 2013년 현재 회무/회원 현황 보

고, 예산집행 보고, 지부 및 분과회 사업보고, 

규정, 내규 제정/개정/폐지 보고가 하현준 총

무부회장의 간단한 보충설명과 함께 서면으로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이덕환 전 회장에 의

해 2012년도 결산보고가 있었으며 참석한 회

원들에 의해 그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 졌다.

Ÿ 셋째 날 (4월 19일(금))

학술상 수상 기념 강연

학회 마지막 날인 4월 19일(금) 첫 일정은 학술

대상을 수상한 송충의 교수(성균관대)의 기념 

강연으로 오전 9시에 403호에서 개최되었다. 

송 교수는 “Enantioselective Coope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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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ocatalysis using a High- 

Performance Chiral Anion Generator’라

는 제목으로 유기화학 분야에서 송 교수의 업

적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이른 시간에도 불구하

고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여 강연을 듣고 질문

과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학술발표회

학술상 수상 기념 강연 이후에 이어진 각 분과

별 세션에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분과별 심포지

엄이 오전 내내 활발히 진행되었다. 특히 물리

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 분과 세션에서는 대

학원생들이 직접 발표하는 구두발표가 진행되

었는데, 많은 대학원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

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금요일에 있던 포스터 

발표 세션이 없어지고 수요일에 한꺼번에 치러

짐에 따라 금요일 오전의 심포지엄에 참여 인

원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예상과는 달리 각 세션장에 많은 회원들이 참

여하여 활발한 토론과 학술교류의 장을 펼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포스터상 시상 및 경품추첨 

마지막 날인 4월 19일(금) 정오에 기기전시장

에 이틀 동안 상설 전시되었던 41개의 우수포

스터들 중 전날 총회에서 시상한 동우화인켐 

포스터상 2편, 리엑시스 포스터상 1편을 제외

한 나머지 43편의 포스터들에 대한 포스터상 

시상식이 있었다. 이들 중 엄격한 본회 심사를 

통하여 WISET 포스 터상 2편, IUPAC 포스터

상 3편, 동우화인켐㈜ 대학원생선정 포스터상 

5편이 선정되었으며, 나머지는 모두 대한화학

회 우수포스터상에 해당된다. 수상자 중 사정

이 있어 참석하지 못한 12명을 제외하고 29명

의 수상자들이 직접 참석하여 본회 강한영 회

장으로부터 직접 포스터상과 부상을 수상하였

다. 이어진 동우화인켐㈜ 경품 추첨에는 전날

과 마찬가지로 수백 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흥겨운 축제 분위기에서 추첨과 함께 푸짐한 

경품을 받아갔다.

학술지 위상 개선을 위한 공청회

이번 학술대회의 마지막 공식 행사로 4월 19

일 오전에 학술지 위상 개선 도출을 위한 공청

회가 있었다. 대한화학회 학술지의 위상 개선

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실행 방안 도출이라는 

과제를 가지고 김해조 교수(한국외국어대)의 

기조 발제와 함께 패널 및 약 50명의 방청인이 

모두 참여하여 열띤 토론이 있었다.

▶ 제112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 기기전시회

일시: 2013년 10월 16~18일(수~금)

장소: 창원 컨벤션센터(CECO)

발표논문: 1,412편

등록인원: 2,214명

Ÿ 개관

대한화학회 제112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가 지

난 10월 16~18일 창원 세코(CECO)에서 개최

되었다. 이번 추계총회 및 학술발표회에서는 

작년부터 시작된 2박 3일의 기간 동안 기조강

연자로 노벨상 수상자인 배리 샤플리스(Barry 

Sharpless) 교수님을 초청하는 등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와 같이 추계학회가 원만하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준비단계에서

부터 많은 수고를 해준 학회 사무국 직원들과 

운영위원들, 학생 도우미들, 그리고 학회에 참

석하여 활발한 학술활동을 펼쳐 준 본회 회원

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 생각하고, 이 

지면을 빌어 참여한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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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첫째 날 [10월 16일(수)]

CEO 특강 

제 112회 학술대회의 일정은 첫날인 10월 16

일 오후 3시 한국 BASF 신우성 대표이사의 

CEO 특강으로부터 시작하였으며 이른 시간에

도 약 200여 명의 많은 학생들이 참석하여 큰 

관심을 보였다. 

포스터 발표

제 112회 학술대회의 핵심 행사인 포스터 발

표는 2박 3일 일정의 틀에 따라 학술대회 첫날

인 수요일 저녁에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모두 

1,219편의 포스터가 발표되었다. 또한, 전체 

참가자 중 약 2,000 명의 등록회원들이 참여

하여 포스터 발표회를 열렬한 토론과 교류가 

가득 찬 즐거운 축제의 장으로 만들었다. 

포스터 발표는 발표 참가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면서도 참가자들의 저녁 스케줄도 원활

하게 되도록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3시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발표장에는 시원한 생맥주

와 음료수가 제공되었다. 홀수번 포스터 발표

자는 오후 4:00~5:30분, 짝수번 발표자는 오

후 5:30~7:00까지 2교대로 포스터 앞에 대기

하여 질문에 응하도록 하였고, 각 분과에서 위

촉된 심사위원들이 엄격하게 심사를 하여 총 

41편의 우수포스터상을 엄선하였다. 이 포스

터들은 다음날부터 기기전시장에 학회가 끝날 

때까지 상설 전시되도록 하였고, 이들 포스터 

중에서 다시 본회에서 위촉한 심사위원들에 의

한 2차 심사를 통해 동우화인켐 포스터상(2

편), Reaxys 포스터상(1편), WISET 포스터상

(2편) 및 RSC 포스터(2편) 수상작들을 선정하

도록 하였다. 또한 모든 분과가 한꺼번에 포스

터 발표를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혼잡을 방지

하기 위해 각 분과마다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색깔을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포스터 발표장 내외에 공지함으로써 발표

자 및 참가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였다. 

평의원회

10월 16일(수) 오후 5시 30분부터 CECO 

302호에서 평의원회가 열렸다. 식순에 따라 

강한영 회장의 개회사가 있었으며, 박균하(충

남대학교) 한국화학올림피아드 여름학교 교장

에게 공로패 증정이 있었다. 이어서 하현준 총

무부회장의 회무보고, 회원현황 보고 및 2013

년도 예산 집행 현황 보고가 있었고 지부 및 

분과회 사업보고, 규정 및 내규 제정, 개정, 폐

지에 관한 보고가 서면으로 진행되었다. 

Ÿ 둘째 날 [10월 17일(목)]

학술발표회

이번 대한화학회 제112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

에서는 기조강연 1편, 기념강연 1편, 분과기념

강연 8편, 분과별 심포지엄 발표 122편, 대학

원생 및 초중등교사/화학교육 구두발표를 포

함한 총 61편의 구두발표와 1,219편의 포스터 

발표를 포함해서 모두 1,412편의 학술발표가 

있었다. 포스터 발표는 수요일 저녁에 모두 완

료가 되었으며 둘째 날인 목요일 오전 9시부터

는 각 분과별로 활발한 구두발표의 장이 열렸

다. 기조강연과 이태규 학술상 발표는 CECO 

컨벤션홀에서 개최되었으며 분과별 발표세션

과 각 심포지엄은 세코 전시장 301~607 호와 

풀먼 호텔 그랜드볼룸 A, B, C 등에서 개최되

는 등 학술발표회가 총 13개의 발표장에서 분

산 개최되었다. 각 분과 심포지엄은 아래의 다

양한 주제로 오전과 오후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번 학술발표대회에서 오전에 진행된 각 분과

별 심포지엄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고분자화학: Current Trends in 

Biomedical Polymers 무기화학: Solar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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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on: Challenge, Evolution, and 

Advancement towards the Future / 물리

화학: Recent Trends in Theoretical 

Chemistry / 분석화학: KCS-JASIS Joint 

Symposium: Advanced Separation 

Science 생명화학 Mass Spectrometry for 

Biological Applications / 유기화학: 

Current Trends in Organic Chemistry: 

Catalysis and Synthesis / 의약화학: 

Molecular Targeted Therapeutics with 

Kinase Inhibitors / 재료화학: Functional 

Nanoporous Materials / 공업화학: Recent 

Trends in Graphene/ Carbon 

Nanotube-Based Materials / 환경에너지: 

Solar Fuel Production: Challenge, 

Evolution, and Advancement towards 

the Future

기조강연 및 분과별 심포지엄

이번 학술발표회의 기조강연은 미국 Scripps 

연구소 소속의 Barry Sharpless 교수를 초청

하여 10월 17일(목) 1시 30분부터 한 시간 동

안 CECO 컨벤션 홀에서 이루어졌다. 

Sharpless 교수는 촉매 반응을 이용한 비대

칭 합성 화학에서의 새로운 지평을 연 개척자

로 평가받고 있으며 또한 최근에는 click 

chemistry라는 새로운 합성법을 이용하여 재

료 및 생유기 화학에서의 뛰어난 활용성을 가

지는 반응 분야를 개척하고 있다. 이번 기조강

연에서는 “Click2―another near-perfect 

click reaction“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click 

chemistry의 가능성과 그 응용에 대해 1시간

여에 걸쳐 열띤 강연을 하였으며, 기조강연에 

400여명 이상의 청중들이 몰려 성황을 이루었

다. 기조강연이 끝난 뒤 13 군데의 발표장에서 

각 분과 심포지엄 및 동우화인켐 특별 세션이 

진행되었다. 각 분과별로 마련된 주제에 따른 

구두발표가 있었으며 발표장마다 좌석이 가득 

메워져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이날 

오후 진행된 각 분과별 심포지엄의 주제는 다

음과 같다.

동우화인켐 특별 세션: ICT 미래소재 심포

지엄 / 물리화학: Recent Trends in 

Physical Chemistry / 분석화학 Advanced 

Bioanalysis for Biomedical and Clinical 

Chemistry/ 환경에너지 Current Topics in 

Environmental Geochemistry / 의약화학 

Current Trends in Medicinal Chemistry: 

Orphan Drugs / 생명화학 Imaging of 

Biological Molecules / 공업화학 Recent 

Trends in Carbon Fiber-Based Materials 

/ 고분자화학 Recent Trends in 

Characterization of Polymers / 전기화학 

Recent Advances in 

Electrochemiluminescence (ECL) 

Technique / 유기화학 Current Trends in 

Organic Chemistry: Functional Organic 

Materials / The Future of Organic 

Chemistry / 무기화학 Bioinorganic 

Chemistry: Recent Trends and Outlooks 

/ 재료화학 Synthesis and Application of 

Particulate Nanomaterials

동우화인켐 특별세션

대한화학회의 2013년 공식후원사인 동우화인

켐에서 작년에 이어 디스플레이 관련 연구의 

국내 석학들을 초빙하여 특별세션을 개최하였

다.“감성은 부드럽게 touch 하고 생각은 

flexible하게” 라는 특별 제목을 슬로건으로 

이 세션은 세코 606호에서 2:40분부터 4:45

분까지 진행되었으며 곽민기 연구원(전자부품

연구원), 권장혁교수(경희대학교 정보디스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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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과), 박상희 연구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윤종근 연구원(LG 디스플레이) 등이 각각“금

속 소재를 이용한 고투과터치센서 제조기술”, 

“Flexible OLED 기술개발 동향”, “고해상도 

대면적 산화물 TFT”, “Flexible Display용 기

판 및 Encapsulation 기술”등을 주제로 발표

하였다. 예년과 같이 이 특별세션에는 많은 회

원들이 참여하여 큰 관심을 나타내었다.

 

기기전시회

제112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의 기기전시회는 

17~18일 CECO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전날 

선정된 우수포스터 41개를 기기전시장 안에 

상설 전시하고, 대학원생이 선정하는 동우화인

켐㈜ 대학원생 선정포스터상(5편)을 제정하는 

등 학생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작년

에 이어 올해에도 계속 시행하였다. 각 부스에

서 확인 도장을 받으면 경품 추첨에 응모할 수 

있도록 한 전통을 살리되, 경품을 푸짐하게 마

련하여 많은 회원들이 즐겁게 참여하는 기기전

시회가 되도록 하였다. 이번 기기전시회에는 

목 금요일 12시에 경품 추첨이 있었으며 많은 

회원들의 참여가 있었다. 이번 기기전시회에는 

총 42개의 업체가 참여하여 데모 장비와 최신 

제품들을 전시하여 자사의 이미지와 제품에 대

한 홍보에 열을 올렸으며 회원들 또한 기기전

시회를 통해 화학 관련 업체들의 최신 제품들

과 기술수준에 대한 유용한 정보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좀더 자세히 살펴 보면 HORIBA KOREA, 

WILEY, 고려기연, 네오딘의학연구소, 다용무

역, 대일시스템, 대정화금, 덕산약품공업, 동우

화인켐, 동일시마즈, 디케이인스트루먼트, 라

미나, 레이저스펙트라, 리코코리아, 맥사이언

스, 바이텍켐스, 비케이인스트루먼트, 사이플

러스, 선일아이라, 세진시아이, 수림교역, 신원

데이터넷, 신코, 씨그마알드리치코리아, 씨엔

티교역, 엘스비어코리아, 영인과학, 와이엠씨

코리아, 유로사이언스, 이우과학교역, 자유아

카데미, 존슨매티코리아, 지티사이언, 켐코코

리아, 테스칸코리아, 포항가속기연구소, 한국

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한국애질런트테

크놀로지스, 한국피셔과학, 한국화학연구원, 

한울엔지니어링 등 모두 42개의 업체가 참여

하여 후원을 해주었다. 이 지면을 빌어 아낌없

이 후원을 해 준 기기전시회 참여업체들에 진

심으로 감사드린다.

총회

10월 17일(목)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제112회 

대한화학회 총회가 오후 5시 30분부터 1시간

여 동안 403호에서 개최되었다. 총회는 국민

의례를 시작으로 내빈소개와 함께 강한영 회장

의 개회사가 이어졌고 이어서 학회 수상자에 

대한 수여가 있었다. 우선, 이태규 학술상을 이

문호 교수(포스텍)가 수상하였고, 화학경영자

상을 류덕희회장(경동제약)이 수상하였다. 또

한, 기술진보상은 김성민 박사(다우케미칼 전자

재료사업부문)가 수상하였으며 초중등학교화학

교사상은  최미화 교사 (선유고)에게 돌아갔다. 

학생 관련 수상으로는 우수박사학위논문상에 

권선범(KAIST), 모준태(강원대), 박대환(연세

대), 조미선(연세대) 등 4인이 수상하였으며, 

KCS-Wiley 젊은화학자상은 정유성(KAIST), 

박수진(UNIST) 교수가 수상하였으며 

Sigma-Aldrich 화학자상은 김자헌(숭실대), 

김대영(순천향대)  교수 등 2인이 수상하였다.

곧이어 112회 학술발표회의 우수포스터에 

대한 수상이 있었다. 포스터 발표자 중 최고의 

포스터에 수여되는 동우화인켐 포스터상에는 

유효종(한림대) 과 시영조(강원대)가 수상하였

고, 리엑시스 포스터상은 강병준(서울대)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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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였다. 이들 포스터상은 각 포스터상을 마

련하여준 동우화인켐㈜의 황인우 전무와 강한

영 회장에 의해 직접 학생들에게 부상과 함께 

전달되었다. 이들 시상이 끝난 후에는 2013년 

현재 회무/회원 현황 보고, 예산집행보고, 지

부 및 분과회 사업보고, 규정, 내규 제정/개정/

폐지 보고가 하현준 총무부회장의 간단한 보충

설명과 함께 서면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의결 

사항인 학술지 간행위원회 규정 제정 및 2014

년도 임원, 사업계획, 일반·특별 회계 예산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이 진행되었다.

Ÿ 셋째 날 [10월 18일(금)]

학술상 수상 기념 강연

학회 마지막 날인 10월 18일(금) 첫 일정은 이

태규 학술상을 수상한  이문호 교수(포스텍)의 

기념 강연으로 오전 9시에 CECO 컨벤션 홀에

서에서 개최되었다. 

이문호 교수 “Novel Functional Polymer 

Nanostructure Systems: Synthesis, 

Fabrication, Structureand Properties”라

는 제목으로 고분자화학 분야에서 이 교수의 

업적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이른 시간에도 불구

하고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여 강연을 듣고 질

문과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학술발표회

학술상 수상 기념 강연 이후에 이어진 각 분과

별 세션에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분과별 심포지

엄이 오전 내내 활발히 진행되었다. 특히 대부

분의 분과 세션에서는 대학원생들이 직접 발표

하는 구두발표가 진행되어 이러한 발표가 정착

되고 있음을 보여 주었으며 많은 대학원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마지막 날 오전에 열린 각 주제별 세션의 제

목은 다음과 같다. 물리화학: General Oral 

Presentation/ 분석화학 Oral Presentation 

of Young Analytical Chemists/ 화학교육 

New Trends in Chemistry Education / 생

명화학 New Frontiers in Chemical 

Biology/ 고분자화학 New Horizons of 

Polymer Chemistry / 전기화학 Young 

Electrochemists Symposium/ 유기화학 

Oral Presentation for Young Organic 

Chemists / 무기화학 General Oral 

Presentation / 재료화학 Current Trends 

in Materials Chemistry

포스터상 시상 및 경품추첨

마지막 날인 10월 18일(금) 정오에 기기전시

장에 이틀 동안 상설 전시되었던 41개의 우수

포스터들 중 전날 총회에서 시상한 동우화인켐 

포스터상 2편, 리엑시스 포스터상 1편을 제외

한 나머지 38편의 포스터들에 대한 포스터상 

시상식이 있었다. 이들 중 엄격한 본회 심사를 

통하여 WISET 포스터상 2편, RSC 포스터상 

2편, 동우화인켐㈜ 대학원생 선정 포스터상 5

편이 선정되었으며, 나머지는 모두 대한화학회 

우수포스터상에 해당된다. 수상자 중 사정이 

있어 참석하지 못한 16여 명을 제외하고 22명

의 수상자들이 직접 참석하여 본회 강한영 회

장으로부터 직접 포스터상과 부상을 수상하였

다. 이어진 동우화인켐㈜ 경품 추첨에는 전날

과 마찬가지로 수백 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흥겨운 축제 분위기에서 추첨과 함께 푸짐한 

경품을 받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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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운영위원회) 

▶ 2014년 운영위원회

2014년 대한화학회 운영을 위한 준비는 이미 

작년 2013 년 초부터 착실하게 진행되었다. 

2014년의 운영위원회는 회장 이하 총무, 기

획, 학술, 홍보, 산학협력, 국제협력, 조직의 7

개 팀으로 구성된, 8명의 부회장과 12명의 실

무이사가 선임되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2013년도 중반기부터 12월 말까지 총 10차례

의 예비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등 2014년 대한화학회 운영

을 위한 준비작업을 수행하였다. 특히 2013년 

7월15~16일에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운영위원 워크샵을 개최하여 장소를 미리 답사

함으로써 2014년도 가을총회 장소를 확정하였

다. 예비운영위원회에서 논 의된 주요 안건들

은 1)2014년도 대한화학회 운영위원 구성, 

2)2014년도 춘·추계학술대회 장소 및 일정 결

정, 3)차기 이사회, 감사 및 제위원장 위촉, 4)

화학세계 및 각종 학술지, 발행물 활성화 방안, 

5)회장 임기 및 선출제도 개선 방안, 6)광고 수

주 방안 등이다. 

그 동안의 주요 결정 사항으로는, 먼저 총회 

및 학술발표회의 2박 3일 운영기조를 유지하기

로 하였으며 장소및 일정을 춘계는 2013년 4월 

16~18일(수~금) 경기도 일산KINTEX에서, 추

계는 10월 15일~17일(수~금) 광주광역시 김대

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특

히, 총회 참석률을 높이기 위한 총회 및 학술발표

회 일정을 조정하기로 하며, 일반 회원들뿐만 아

니라 기업 및 연구소 회원들에게도 관심이 있는 

주제를 가지고 튜토리얼 세션을 운영하기로 하였

다. 더불어 화학 교육의 내 실화를 위한 화학 전

공 인증제도 개선을 위하여 가칭 ‘화학 지식 

TEST(Chemical Knowledge Test, CKT)’를 

개발하여 학부 졸업 예정자 및 졸업생을 대상으

로 화학 인증시험 실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화학세계에는 화학칼럼란을 신설하고 화학

기반 기술 융합, 첨단 기술 분석, 화합물 안전 

및 실험 안전, 과학 분야 기자 칼럼 등을 게재

하여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였다. 또한 회원들

의 적극적 의사소통의 장으로서 화학카페란을 

신설하며, 학회 홈페이지와 연계되는 구인 구

직란을 개설하여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2014년부

터는 매월 2회 정기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열어 

학회운영에 관한 현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

이다. 또한 학회의 제 위원회와 분과회, 지부 

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소통하는 학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리하여 “회원을 위한 

화학회”, “글로벌 리더로서의 화학회”, “체계적

이고 투명한 화학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 1월 운영위원회 

청마의 해를 맞아 2014년 대한화학회 운영위

원회는 1월 3일 사무국에서 시무식을 시작으

로 활기차게 시작되었다. 본 시무식에서는 회

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사무국 직원들과 덕담을 

나누며 새로운 화학회의 운영과 계획을 준비하

였다. 또한 1월 6일에는 2013년 대한화학회 

운영위원회로부터 일련의 회계를 인수받는 인

수식이 열렸다. 이날의 인수식에는 2013년 대

한화학회의 강한영 회장님을 비롯하여 총무부 

회장님과 총무실무이사님이 참석하였으며 

2014년 대한화학회의 최중길 회장님 및 총무

부회장님, 총무실무이사님이 참석하여 진행되

었고 김홍석 차기 대한화학회 회장님이 참 관

하였다. 그리고 1월 6일 오후에는 화학관련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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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연합회가 주최하는 신년하례식이 SC컨벤션 

아나이스홀에서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이 시무

식에는 김시중 전 과학기술처장관을 비롯한 원 

로 교수님들과 모든 화학관련학회 회장님들이 

참석하였다. 

1월 10일에는 첫 번째 운영위원회의가 개최

되어 2014년 대한화학회 운영을 위한 본격적

인 작업을 착수하였다. 앞으로도 매월 2회 정기

적으로 운영위원회의를 열어 학회운영 에 관한 

현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이리하여

“회원 을 위한 화학회”, “글로벌 리더로서의 화

학회”, 그리고 “체계적이고 투명한 화학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 2월 운영위원회 

1월 24일 오후 4시에 대한화학회 회의실에서 

제1차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본 

운영진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인 춘계 

학술발표회 튜토리얼 세션에 초청되는 4분의 

연사들을 확정하였다. 본 튜토리얼 세션에서는 

그래핀(graphene)을 주제로 열릴 계획이며 

모든 대한화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대한화학회 학술상의 위상 제고를 위한 

상금 현실화 방안에 대하여 심층토론 하였다. 

다른 학회와 비교 할때 화학회의 학술상 등의 

상금이 많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상금 

현실화 방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하

였다. 한편, 본회의 최중길 회장과 박승민 총무

부회장, 이석중 총무실무이사는 1월 27일에 

2014년 제1차 기금위원회에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화학회가 운영하는 각종 기금의 실

태와 활용방안에 대하여 진지한 논의를 진행 

하였다. 

2월 14일 오후 4시에 대한화학회 회의실에

서 제3차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화학회 회장의 임기 연 장에 관한 설문조사 방

법 및 문구에 대해 집중 토론하였고, 이에 따른 

설문조사 진행 방법 및 시기 등을 결정하였다. 

영국화학회와의 MOU 체결에 대한 세부일정

을 결정하였고, 대한화학회 학술상의 위상 제

고를 위한 상금 인상을 결정 하였다. 또한 회원

의 화학회 총회 참석 유도를 위한 심층토론이 

이루어졌고 다양한 의견이 교환되었다. 

▶ 3월 운영위원회 

2월 28일 제4차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이 자

리에서는 최근에 시행된 화학회 회장의 임기 

연장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 집중토론 하였

고, 그 결과를 화학세계 4월호에 공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른 설문조사 진행 방법 및 

시기 등을 결정 하였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약대 입시와 관련된 화학회의 대응 방안

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

에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아이센스 화학자상을 신규 제정하기로 

결정하였고 심사 및 시상자 결정을 운영위에서 

실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삼성에서 학술발표

회 후원사로 참여하여 삼성연구과제 사업 설명

회를 개최할 수 있는 시간을 요청하였고 본 운

영위에서는 해당 과제에 대한 홍보가 필요 하

므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결정하였다. 

3월 14일 제5차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국립 중앙과학관의 요청에 따른 자문

단 구성에 김지환 실무이사가 자문위원으로 참

여하기로 하였고, 총회시 삼성RnD 홍보건은 

삼성 측의 요청에 따라 추계학회에서 다시 추

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작년에 교육부에서의 학

회 정관 및 세칙개정 요청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정된 정관 및 세칙안에 대하여 집중토론 하

였고,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결

정 하였다. 또한 환경부에서 요청한 ‘실험실 사

고 유형 조사’를 학회차원의 ‘화학물질 관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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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4월 운영위원회 

4월 4일 오후 4시에 대한화학회 회의실에서 

제6차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4월 

16일부터 개최되는 대한화학회 총회 및 학술

발표회에 대한 준비현황을 심도있게 파악하였

다. 특히 총회의 시간 배정 및 순서에 대한 열

띤 토론이 있었고 가장 합리적인 순으로 결정 

하였다. 그리고 학술원회원 추천 건에 대하여 

많은 토론을 하였고 부자격 피추천인들을 배제

하고 세분을 학술원에 추천하기로 결정하였다. 

▶ 5월 운영위원회 

5월 9일 오후 4시에 대한화학회 회의실에서 

제7차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지

난 4월 16일에 개최되었던 대한화학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에 대한 결산과 사후 정리가 있

었다. 2,661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 되었던 학회를 뒤로하고 추계학술발표회에 

대한 일정보고 및 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

다. 또한 새로운 임기를 가 지는 차차기 회장선

출 일정확인과 더불어 일정표 관리 및 추진계획

에 대한 결정을 하였다. 그리고 영국화학회와의 

MOU에 대한 후속 협력안으로 이번 학술상 수

상자의 파견 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5월 23일에 개최되었던 제 8차 운영위원회에

서는 추계학 술발표회의 기조강연자 섭외에 대

한 진중한 토론이 있었으며 튜토리얼 및 특별심

포지엄에 관한 계획을 신중히 검토하였다. 화학

경영인상 수상 후보자에 대한 초청 공문이 이 

미 발송완료됨을 확인하였고, 화학적성시험 실

시 일정 및 시행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하였다. 유명 5개 대학의 학과장 협조 및 이해

가 절실히 요구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6월 운영위원회 

제 9차 운영위원회가 6월 13일 오후 4시에 대

한화학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회장님을 비롯하

여 14분의 운영위원들이 모여서 각종 현안에 

관하여 심중히 토론하였다. 특히 이번 8월에 

처음 실시 예정인 CAT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

론이 이루어졌고 각 대학의 적극적 참여를 위

한 홍보가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그

동안 화학세계에 게재된 총설 중에서 선택하여 

책으로 출판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출판위원회 

로부터 전달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문제

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제반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연구재단에 CRB/RB 

추천을 완료 하였으며 가을 총회 기조연사 초

빙에 관한 의견도 나누었다. 

▶ 8월 운영위원회 

제1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최근 기초과학협의

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고등학

교 교과과정 개편에 대한화학회의 입장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특히 고등학교 교과과정의 

개편에 따른 과학관련 과목의 상대적 소외와 

관련하여 기과협에서는 심각하게 접근하고 있

으며, 물리 및 수학 분야 위원들을 중심으로 심

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대처하고 있다. 따

라서 이슈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관계로 

본회는 사태의 추이를 파악하고 조심스럽게 대

처하기로 하였고, 추계총회 심포지엄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제13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추계 대한화학회 

의약분야 심포지엄의 준비에 관한 보고가 이루

어졌다. 다양한 분야의 훌륭한 강사분들을 각

계에서 섭외하였고 튜토리얼 세션의 기본 취지

를 반영하지만 성격상 산학심포지엄의 형식으

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차차기 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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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선거에 대한 공식일정을 다시 한번 점검하

였고, 새롭게 도입되는 온라인 투표에 대한 신

뢰성 검토 및 검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관계

로 유망한 외부업체의 도움을 받아 시스템 정

비 및 준비에 만반의 준비를 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9월 운영위원회 

제14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추계총회의 진행방

법에 관한 토론이 있었다. 전체적으로는 지난 

춘계총회의 진행방식을 따르기로 하였고, 차차

기 회장 후보자들의 정견발표 시간을 5분씩 편

성하기로 결정하였다. 독일 화학회에서 특별히 

방문하게 되는 임원을 위해 발표시간을 조정하

여 확정하였고, 논문 작성법에 관한 내용으로 

강의할 예정인 Dr. Richard Threlfall (Asian 

Journal of Organic Chemistry Manag-

ing Editor) 강연 시간을 확정하였다. 또한 지

난 8월 중순에 실시되었던 CAT 결과에 대한 

보고가 사무국으로부터 보고가 있었고, 많은 

학생들이 문제없이 시험을 치러 성 공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15차 운영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제3차 

이사회에 상정하게 되는 안건에 대한 검토가 

진지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BKCS의 Wiley 출

판권 이양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인 검

토가 있었다. 그리고, 지난 8월에 성공적으로 

실시 된 CAT 결과 보고 후 수험생들 점수 방

법에 대한 토론이 있었으며 GRE 혹은 TOEFL

을 벤치마킹하여 효과적인 통계 처리방법을 고

안하고 앞으로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10월 운영위원회 

제16차 운영위원회에서는 광주에서 열리는 

2014년 대한화학회 제114회(추계) 총회 및 학

술발표회 준비사항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무국 국장님이 발표를 맡으셨고 완벽한 준비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운영위

에서도 공식적인 학회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

면서 성공적 인 학회 진행을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두 달여 남은 2014년 운영위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운영

위 일원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 11월 운영위원회 

제17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추계 대한화학회 및 

학술발표회 결과보고의 시간을 가졌다. 지난 

춘계 학회와 마찬가지로 성공적인 학회였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국창의재단의 요청

에 따라 7분의 문이과통합교육과정 담당위원 

추천이 이루어졌다. 또한 제2차 CAT에 대한 

준비사항도 점검하였고 25일에 개최되는 동우

화인켐심포지엄의 준비도 철저하게 토론되었

으며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노력하 기로 의견

을 모았다. 

(학술발표회)

▶ 제113회 총회, 학술발표회 및 기기전시회

일 시：2014. 4. 16~18(수~금)

장 소：일산 KINTEX 제2전시장

발표논문：1,385편

등록인원：2,661명

Ÿ 개관

대한화학회 제113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가 지

난 4월 16~18일 동안 일산 KINTEX에서 성

황리에 개최 되었다. 이번 춘계총회 및 학술발

표회에서는 그 동안 진행되었던 2박 3일의 학

술발표회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큰 문제

없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춘계 학회가 원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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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준비단계

에서부터 많은 수고를 해준 학회 사무국 직원

들과 운영위원들, 학생 도우미들, 그리고 학회

에 참석하여 활발한 학술활동을 펼쳐 준 본회 

회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 생각하고, 

이 지면을 빌어 참여한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

를 드린다.

Ÿ 첫째 날[4월 16일(수)]

포스터 발표

이번 제113회 학술대회는 2박 3일 일정에 따

라 모든 포스터를 첫째 날인 수요일 저녁에 발

표하도록 하는 형식을 그대로 지켰고 성공적으

로 진행된 포스터발표를 시작으로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전체 1,174편의 포스터가 발표되

었으며 약 2,000여 명의 등록회원들이 포스터 

발표회를 토론과 교류가 가득 찬 즐거운 축제

의 장으로 만들었다. 또한 사전등록자들이 직

접 명찰을 출력할 수 있는 무인 키오스크 출력 

시스템 운영도 성공적으로 운영되었고 20명의 

현장 등록 도우미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어 

2,000명에 달하는 등록자들이 큰 불편 없이 

포스터 발표에 참여할 수 있었다. 또한 발표 참

가자들의 지방에서 당일 상경하는 발표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면서도 참가자들의 저녁 

스케줄도 원활하게 되도록 포스터 발표 시간을 

이른 오후에 실시하였다.

포스터 발표는 KINTEX 제2전시장 7A홀(이

벤트홀)에서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3시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발표장에는 더치커피 및 

시원한 생맥주와 음료수가 제공되었다. 홀수번 

포스터 발표자는 오후 4:00~5:30분, 짝수번 

발표자는 오후 5:30~7:00까지 2교대로 포스

터 앞에 대기하여 질문에 응하도록 하였고, 각 

분과에서 위촉된 심사위원들이 엄격하게 심사

를 하여 총 41편의 우수포스터상을 가려내었

다. 이들 우수포스터들은 다음날부터 기기전시

장에 학회가 끝날 때까지 상설 전시되도록 하였

고, 이들 포스터 중에서 다시 본회에서 위촉한 

심사위원들에 의한 2차 심사를 통해 수상작들

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모든 분과가 한꺼

번에 포스터 발표를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혼

잡을 방지하긴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

를 포스터 발표장 내외에 공지함으로써 발표자 

및 참가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였다. 

평의원회

4월 16일(수) 오후 5시 30분부터 KINTEX 제

2전시장 307호에서 평의원회가 열렸다. 식순

에 따라 최중길 회장의 개회사가 있었으며, 박

승민 총무부회장의 진행에 따라 2013년도 운

영위원들과 한국화학올림피아드 겨울학교 교

장에게 공로패 증정, 그리고 각 학회지 전임 편

집위원들, 전임 지부장, 전임 제위원장들에게 

감사패 증정이 있었다. 이어서 박승민 총무부

회장의 회무보고, 회원현황 보고 및 2014년도 

예산 집행현황 보고가 있었고 지부 및 분과회 

사업보고, 규정 및 내규 제정·개정·폐지에 관

한 보고가 서면으로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2013년 결산에 관한 사항을 하현준 전임 총무

부회장이 보고하였다.

Ÿ 둘째 날[4월 17일(목)]

학술발표회

이번 대한화학회 제109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

에서는 기조강연 1편, 기념강연 1편, 분과기념

강연 5편을 포함한 분과별 심포지엄 발표 122

편, 대학원생 및 초중등교사/화학교육 구두발

표를 포함한 총 82편의 구두발표와 1,174편의 

포스터 발표를 포함해서 모두 1,385편의 학술

발표가 있었다. 특히 이번에는 대한화학회 산

하의 여성위원회 및 동우화인켐에서 주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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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특별 세션이 개최되었다. 

포스터 발표는 수요일 저녁에 모두 완료가 

되어 둘째 날인 목요일 오전 9시부터는 각 분

과별로 활발한 구두발표가 실행 었다. 분과별 

발표세션과 각 심포지엄은 KINTEX 제2전시

장의 12개 발표장에서 분산 개최되었다. 작년

과는 달리 목요일 오전의 기조강연 대신 분과

별 구두발표를 진행함으로써 회원들이 보다 더 

활발한 분위기에서 이들 세션에 참여할 수 있

었다.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여 발표장마다 청

중들이 채워지고 활발한 학술활동이 이루어졌

다. 각 분과 심포지엄은 아래의 다양한 주제로 

오전과 오후에 걸쳐 진행되었고, 진행된 각 분

과별 심포지엄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고분자화학: Current Trends in 

Biomedical Polymers / Polymeric 

Materials for Information Technology & 

Electronics / 무기화학: Past, Present and 

Future of Inorganic Chemistry in Korea 

/ Catalysis: Current Trends and Future 

Challenges / 물리화학: Frontiers in 

Physical Chemistry / Physical Chemistry 

at the Nanoscale / 분석화학: Advanced 

Bio and Environmental Analysis I: 

Sensor and Chip / Advanced Bio and 

Environmental Analysis II: Spectrometry 

and Separation / 생명화학: Lipid and 

Glycochemistry / Fluorescent Probes for 

Bioimaging / 유기화학: Current Trends in 

Organic Chemistry I: Supramolecular 

Chemistry & Molecular Sensors / 

Current Trends in Organic Chemistry II: 

Functional Organic Materials / 의약화학: 

Current Trend and Future in Metabolic 

Disease / 재료화학: Two-Dimensional 

Materials: Graphene, Transition Metal 

Dichalcogenides, and Others I / 

Two-Dimensional Materials: Graphene, 

Transition Metal Dichalcogenides, and 

Others II / 전기화학: Electrochemistry on 

New Electrode Materials I / 

Electrochemistry on New Electrode 

Materials II / 환경에너지: Current Topics 

in Solar Conversion Technology / 

Trends in Green Chemistry: Biosynthetic 

and Biomimetic Technologies / 대한화학

회 [특별 세션 Ⅰ: 여성위원회] 국가와 기업이 

원하는 과학기술 인재상 / [특별 세션 Ⅱ: 산학

협력-동우화인켐] ICT 미래소재 심포지엄 

(Flexible, Touch) - “감성은 부드럽게 

Touch하고, 생각은 Flexible하게!” 

기기전시회

제113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에서 기기전시회

는 301/302호 와 303/304호의 인접한 두 개

의 공간에서 열렸다. 전날 선정된 우수포스터

들을 기기전시장 안에 상설 전시하고, 대학원

생이 선정하는 동우화인켐㈜ 대학원생 선정 포

스터상(5편)을 제정하는 등 학생 참여를 유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작년에 이해 올해에도 계

속 시행하였다. 

각 부스에서 확인 도장을 받아 10개를 받으

면 경품 추첨에 응모할 수 있도록 한 전통을 

살리되, 경품을 푸짐하게 마련하여 많은 회원

들이 즐겁게 참여하는 기기전시회가 되도록 하

였다. 이번 기기전시회에는 목요일 12시와 금

요일 12시에 두 차례의 경품추첨이 있었으며 

많은 회원들의 참여가 있었다. 이번 기기전시

회에는 역대 최다인 총 71개의 업체가 참여하

여 데모 장비와 최신 제품들을 전시하여 자사

의 이미지와 제품에 대한 홍보에 열을 올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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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회원들 또한 기기전시회를 통해 화학 관련 

업체들의 최신 제품들과 기술 수준에 대한 유

용한 정보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퓨쳐켐, ㈜티에스싸

이언스, 코리아스펙트랄프로덕츠㈜, ㈜오티시

테크, CHP Trading, ㈜아텍엘티에스, ㈜바이

텍켐스, 엘스비어 코리아, 삼전순약공업㈜, 한

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HORIBA KOREA, ㈜

에스엠텍, R&C Tech(알앤씨테크), 씨엔티교

역, 한국고분자시험연구소, ㈜이우과학교역, 

주식회사와이엠씨코리아, ㈜프로테크코리아, 

㈜티엠에이, ㈜성문시스텍, ㈜비케이인스트루

먼트, 켐코코리아주식회사, 큐빅 레이저 시스

템, TPprobes, ㈜엠크래프츠, Accelrys 

Korea, ㈜한국자이, 부산대학교 단결정은행연

구소, 한국화학연구원, ㈜씨피티, 대정화금㈜, 

구정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에이이노텍, (재)씨

젠의료재단, 풍림무약, ㈜네오파워텍, 자유아

카데미, 삼인싸이언스㈜, ㈜퀀텀바이오솔루션

즈, 영린기기, ㈜수림교역, 충인과학, 사이플러

스, 아이넥서스, ㈜테스칸코리아, ㈜솔텍트레

이딩,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세진시아이, 

㈜선일아이라, 존슨매티코리아㈜, ㈜석림랩텍, 

㈜파크시스템스, ㈜이공교역, ㈜바이오메카트

로닉, 머크 주식회사, 동일시마즈㈜, 주식회사 

신코, Applied Spectra, Inc. Korea, 태신바

이오사이언스, ㈜모두테크놀로지, 한국피셔과

학㈜, 동우화인켐㈜, ㈜티앤제이테크, 이카코

리아 유한회사, 싸토리우스코리아, ㈜신원데이

터넷, 한국다우케미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주식회사 지티사

이언, 스프링거 코리아 등의 71개 업체가 부스

를 설치하여 전시를 실시하였다. 이 지면을 빌

어 기기전시회 참여업체들에 진심으로 감사드

린다.

총회 

4월 17일(목)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제113회 

대한화학회 총회가 오후 4시 30분부터 2시간

여 동안 403호에서 개최되었다. 예년과는 달

리 총 2부에 걸쳐서 실시되었는데, 1부에서는 

미국 Northwestern University 소속의 

George C. Schatz 교수를 초청하여 기조강연

을 실시하였고, 2부에서 총회가 실시되었다. 

새롭게 시도된 진행 순서는 회원들의 높은 총

회참여도를 자연스럽게 유도하고자 한 것으로 

성공적인 변화였다고 판단된다. 

1부: 기조강연

이번 학술발표회의 기조강연은 미국 

Northwestern University 소속의 George 

C. Schatz 교수를 초청하여 4월 17일(목) 4시 

30분부터 403호에서 이루어졌다. Schatz 교

수는‘Plasmon-molecule interactions’라는 

주제로 계산화학 분야에서의 Schatz 교수의 

업적에 대해 1시간여에 걸쳐 열띤 강연을 하였

으며, 기조강연에 300여 명 이상의 청중들이 

몰려 성황을 이루었다. 

2부: 총회

2부의 총회는 내빈소개와 함께 최중길 회장의 

개회사가 이어졌고, 이어서 공로패 및 감사패

가 증정 되었다. 다음으로 정택동 교수(서울대)

가 학술대상을 수상하였고, 이심성 교수(경상

대), 노경태 교수(연세대), 주태하 교수(POS 

TECH)가 학술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이관영 

교수(고려대)와 장종산 박사(한국화학연구원)

가 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으며, 강대복 교수

(경성대)와 엄익환 교수(이화여대)가 학술진보

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차정호 교수(대구대)가 

화학교육상을 수상하였다. 이들 시상이 끝난 

후에는 2014년 현재 회무/회원 현황 보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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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집행보고, 지부 및 분과회 사업보고, 규정, 

내규 제정/개정/폐지 보고가 박승민 총무부회

장의 간단한 보충설명과 함께 서면으로 이루어

졌다. 특히 회장 임기의 2년제 및 이사 임기 등

에 관한 내규 제정/개정에 대한 보고가 최중길 

회장의 보충설명이 이루어졌으며 그에 대한 승

인이 이루어 졌다. 마지막으로 하현준 총무부

회장에 의해 2013년도 결산보고가 있었으며 

참석한 회원들에 의해 그에 대한 승인이 이루

어졌다.

Ÿ 셋째 날[4월 18일(금)]

학술상 수상 기념 강연

학회 마지막 날인 4월 18일(금) 첫 일정은 학

술대상을 수상한 정택동 교수(서울대)의 기념 

강연으로 오전 9시에 403호에서 개최되었다. 

정 교수는 ‘Electrochemistry; Bedrock of 

energy conversion, eco-information 

processing and biointerface’라는 제목으

로 발표하였으며 이른 시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여 강연을 듣고 질문과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분과별 구두발표

학술상 수상 기념 강연 이후에 이어진 각 분과

별 세션에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분과별 구두발

표가 오전 내내 활발히 진행되었고 한국다우케

미칼어워드 수상자들의 구두발표가 진행되었

다. 특히 많은 분과 세션에서는 대학원생들이 

직접 발표하는 구두발표가 진행되었는데, 대학

원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

었다. 금요일에 있던 포스터 발표 세션이 없어

지고 수요일에 한꺼번에 치러짐에 따라 금요일 

오전의 구두발표에 참여 인원들이 많지 않을 것

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예상과는 달리 각 세

션장에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여 활발한 토론과 

학술교류의 장을 펼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포스터상 시상 및 경품추첨 

마지막 날인 4월 18일(금) 정오에 기기전시장

에 이틀 동안 상설 전시되었던 우수포스터들에 

대한 포스터상 시상식이 있었다. 이들 중 엄격

한 본회 심사를 통하여 우수포스터상을 선정 

하였으며 본회 최중길 회장으로부터 직접 포스

터상과 부상을 수상하였다. 이어진 동우화인켐

㈜ 경품 추첨에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수백 명

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흥겨운 축제 분위기에서 

추첨과 함께 푸짐한 경품을 받아갔다.

▶ 제114회 총회, 학술발표회 및 기기전시회

일 시：2014. 10. 15~17(수~금)

장 소：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발표논문：1,478편

등록인원：2,681명

Ÿ 개관

대한화학회 제114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가 지

난 10월 15~17일 동안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추계총회 및 학술발표회에서는 그 동안 

진행되었던 2박 3일의 학술발표회 기조를 그

대로 유지하였으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렇

게 학회가 원만하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

던 것은 준비단계에서부터 많은 수고를 해준 

학회 사무국 직원들과 운영위원들, 학생 도우

미들, 그리고 학회에 참석하여 활발한 학술활

동을 펼쳐 준 본회 회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

던 것이라 생각하고, 이 지면을 빌어 참여한 모

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Ÿ 첫째 날[10월 15일(수)]

포스터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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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 114회 학술대회는 2박 3일 일정에 따

라 모든 포스터를 첫째 날인 수요일 저녁에 발

표하도록 하는 형식을 그대로 지켰고 성공적으

로 진행된 포스터 발표를 시작으로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전체 1,286편의 포스터가 발표되

었으며 약 2,000여 명의 등록회원들이 포스터 

발표회를 토론과 교류가 가득 찬 즐거운 축제

의 장으로 만들었다. 이는 지난 춘계 학술대회

의 포스터 발표보다 100여 편 이상 많이 발표 

되었다. 또한 사전등록자들이 직접 명찰을 출

력할 수 있는 무인 키오스크 출력 시스템 운영

도 성공적으로 운영 되었고 20여 명의 현장 등

록 도우미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어 2,000명

에 달하는 등록자들이 큰 불편 없이 포스터 발

표에 참여할 수 있었다. 또한 발표 참가자들의 

지방에서 당일 상경하는 발표자들의 편의를 최

대한 도모하면서도 참가자들의 저녁 스케줄도 

원활하게 되도록 포스터 발표 시간을 이른 오

후에 실시하였다.

포스터 발표는 전시홀(1+2홀)에서 오후 4시

부터 7시까지 3시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발

표장에는 더치커피 및 시원한 생맥주와 음료수

가 제공되었다. 홀수번 포스터 발표자는 오후 

4:00~5:30분, 짝수번 발표자는 오후 5:30~ 

7:00까지 2교대로 포스터 앞에 대기하여 질문

에 응하도록 하였고, 각 분과에서 위촉된 심사

위원들이 엄격하게 심사를 하여 총 49편의 우

수포스터상을 가려내었다. 이들 우수포스터들

은 다음날부터 기기전시장에 학회가 끝날 때까

지 상설 전시되도록 하였고, 이들 포스터 중에

서 다시 본회에서 위촉한 심사위원들에 의한 2

차 심사 및 학생들의 투표를 통해 수상작들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모든 분과가 한꺼번

에 포스터 발표를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혼잡

을 방지하긴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

를 포스터 발표장 내외에 공지함으로써 발표자 

및 참가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였다.

평의원회

10월 15일(수) 오후 5시 30분부터 김대중컨벤

션센터 307호에서 평의원회가 열렸다. 식순에 

따라 최중길 회장의 개회사가 있었으며, 박승

민 총무부회장의 진행에 따라 공로패 증정이 

있었다. 이어서 박승민 총무부회장의 회무보

고, 회원 현황 보고 및 2014년도 예산 집행 현

황 보고가 있었고 Bulletin지의 Wiley-VCH 

온라인 출판 위탁에 관한 보고가 서면으로 진

행되었다.

Ÿ 둘째 날[10월 16일(목)]

학술발표회

이번 대한화학회 제114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

에서는 기조강연 1편, 기념강연 1편, 분과기조

강연 1편, 분과기념강연 7편을 포함한 분과별 

심포지엄 발표 117편, 대학원생 및 초중등교

사/화학교육 구두발표를 포함한 총 65편의 구

두발표와 1,286편의 포스터 발표를 포함해서 

모두 1,478편의 학술발표가 이루어져 지난 춘

계총회 및 학술발표회 보다 100여 편이 증가

되었다. 

포스터 발표는 수요일 저녁에 모두 완료가 

되어 둘째 날인 목요일 오전 9시부터는 각 분

과별로 활발한 구두발표가 실행되었다. 분과별 

발표세션과 각 심포지엄은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및 3층의 11개 발표장에서 분산 개최되었

다. 특별히 지난 춘계 때와 마찬가지로 목요일 

오전의 기조강연 대신 분과별 심포지엄을 진행

함으로써 회원들이 보다 더 활발한 분위기에서 

이들 세션에 참여할 수 있었다.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여 발표장마다 청중들이 채워지고 활발

한 학술활동이 이루어졌다. 각 분과 심포지엄

은 아래의 다양한 주제로 오전과 오후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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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었고, 진행된 각 분과별 심포지엄의 제

목은 다음과 같다.

고분자화학: Current Trends in 

Self-healing Materials / Polymer 

Self-Assembly and Nanopatterning / 공

업화학: Current Trends of Engineering 

Plastics / 무기화학: Current Trends in 

Inorganic Chemistry: Metal-Organic 

Frameworks / Organometallics: New 

Trends in Catalysis / 물리화학: 

Computational Chemistry in Materials 

and Biology / Recent Trends in Physical 

Chemistry / 분석화학: Analytical 

Chemistry for Environmental & Forensic 

Sciences / Recent Developments in 

Chemical Analysis Methods / 생명화학: 

Neurodegenerative Diseases in Life / 

Biological Chemistry of Nucleic Acid 

and Its Derivatives / 유기화학: Current 

Trends in Organic Chemistry I: Organic 

Supramolecular Chemistry / Current 

Trends in Organic Chemistry II: 

Metallo-Organic Reaction / 의약화학: 

The Era of Open Innovation: Recent 

Trends in Drug Discovery / 재료화학: 

Plasmonic Nanomaterials / Advanced 

Energy Materials / 전기화학: Symposium 

for Young Electrochemists / 

Electrochemistry for Energy Conversion 

/ 화학교육: Current Trends in Chemistry 

Education / 환경에너지: Development of 

New Materials for Enhancing Energy 

Conversion and Storage / Advances in 

Solar Fuel Production: Materials and 

Systems / 대한화학회: [산학심포지엄] 신약

개발의 미래지향적 방향: 화학과 생명과학의 

융합연구 / The Secrets of Scientific 

Publishing 

기기전시회

제114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에서 기기전시회

는 김대중컨벤션센터 제3전시장에서 개최되었

다. 전날 선정된 우수포스터들을 기기전시장 

안에 계속해서 전시하고, 대학원생이 선정하는 

동우화인켐㈜ 대학원생 선정 포스터상(5편)을 

제정하는 등 학생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

들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계속 시행하였다. 

각 부스에서 확인 도장을 받아 10개를 받으면 

경품 추첨에 응모할 수 있도록 한 전통을 살리

되, 경품을 푸짐하게 마련하여 많은 회원들이 

즐겁게 참여하는 기기전시회가 되도록 하였다. 

이번 기기전시회에는 목요일 12시와 금요일 

12시에 두 차례의 경품 추첨이 있었으며 많은 

회원들의 참여가 있었다. 이번 기기전시회에는 

총 41개의 업체가 참여하여 데모 장비와 최신 

제품들을 전시하여 자사의 이미지와 제품에 대

한 홍보에 열을 올렸으며 회원들 또한 기기전

시회를 통해 화학 관련 업체들의 최신 제품들

과 기술 수준에 대한 유용한 정보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대정화금㈜, 덕산약

품공업, 동우옵트론㈜, 동우화인켐㈜, 동일시

마즈㈜, 라이프사이언스, ㈜모두테크놀러지, 

㈜바이오메가트로닉, ㈜바이텍켐스, 브로커옵

틱스코리아㈜, 사이플러스, ㈜상기, ㈜석림랩

텍, ㈜선일아이라, 세진시아이, 스프링거 코리

아, 씨그마알드리치코리아(유), 씨엔티교역, ㈜

씨엠코퍼레이션에이티, ㈜씨젠의료재단, 알파

에이사, ㈜에스엠텍, 엘스비어코리아, 유로사

이언스, 이시다코리아, ㈜이우과학교역, 자유

아카데미, 주식회사 신코, 주식회사와이엠씨코

리아, ㈜캑터스커뮤니케이션즈코리아, ㈜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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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에스, ㈜데스칸코리아, 포항가속기연구소, 

피스교역,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피셔

과학㈜, 한국화학연구원, 호리바코리아㈜, 화

신기계상사, ACS/CAS, WILEY 등의 42개 업

체가 부스를 설치하여 전시를 실시하였다. 이 

지면을 빌어 기기전시회 참여업체들에 진심으

로 감사드린다.

총회 

10월 16일(목)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제114회 

대한화학회 총회가 오후 4시 30분부터 2시간 

여 동안 다목적홀(1홀)에서 개최되었다. 지난 

춘계와 마찬가지로 총 2부에 걸쳐서 실시되었

는데, 1부에서는 광운대학교 남학현 교수를 초

청하여 기조강연을 실시하였고, 2부에서 총회

가 실시되었다. 새롭게 시도된 진행 순서는 회

원들의 높은 총회참여도를 자연스럽게 유도하

고자 한 것으로 성공적인 변화였다고 판단된다. 

1부: 기조강연

이번 학술발표회의 기조강연은 광운대학교 남

학현 교수를 초청하여 다목적홀(1홀)에서 이루

어졌다. 남학현 교수는 실험실 연구에서 사업

으로: 화학/바이오센서 연구팀의 사례라는 주

제로 연구위 산업화 성공사례를 1시간 여에 걸

쳐 열띤 강연을 하였으며, 기조강연에 300여 

명 이상의 청중들이 몰려 성황을 이루었다. 

2부: 총회

2부의 총회는 내빈소개와 함께 최중길 회장의 

개회사가 이어졌다. 다음으로 동우화인켐의 김

상태가 기술진보상을 수상하였고, 나노캠텍의 

백운필 교수가 화학경영자상을 수상하였다. 

초중등학교화학교사상에는 충남 아산중의 강

희준 선생에게 돌아갔으며, 우수박사학위논문

상에는 이주용(연세대), 곽재성(KAIST), 임대운

(서울대), 김인영(이화여대), 서현욱(성균관대)

에게 수여 되었다. 또한 서울대의 이상엽 교수

가 이태규학술상을 수상하였고, 성봉준(서강대) 

교수 및 오제민(연세대) 교수가 KCS-Wiley 젊

은화학자상을 수상하였다. 

Sigma-Aldrich 화학자상은 조천규(한양대) 

교수와 정영미(강원대) 교수에게 수여되었다. 

이번에 처음으로 시상하는 아이센스 여성화학

자상은 김양미 건국대 교수가 수상 하였다. 이

들 시상이 끝난 후에는 2014년 현재 회무/회

원 현황 보고, 예산집행보고, 지부 및 분과회 

사업보고, 규정, 내규 제정/개정/폐지 보고가 

박승민 총무부회장의 간단한 보충설명과 함께 

서면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Bulletin지의 출판

권이양에 대한 내규 제정/개정에 대한 보고가 

최중길 회장의 보충설명이 이루어졌으며 그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 졌다.

Ÿ 셋째 날[10월 17일(금)]

이태규학술상 수상 기념 강연

학회 마지막 날인 10월 17일(금) 첫 일정은 이

태규학술상을 수상한 이상엽 교수(서울대)의 

기념 강연으로 오전 9시에 305, 306호에서 개

최되었다. 이 교수는 ‘Some Simple Ideas in 

Perturbation Theories’라는 제목으로 발표

하였으며 이른 시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들

이 참석하여 강연을 듣고 질문과 토론의 시간

을 가졌다.

분과별 구두발표

학술상 수상 기념 강연 이후에 이어진 각 분과

별 세션에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분과별 심포지

엄이 오전 내내 활발히 진행되었고, 특히 많은 

분과 세션에서는 대학원생들이 직접 발표하는 

구두발표가 진행되었는데, 대학원생들이 적극

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금요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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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던 포스터 발표 세션이 없어지고 수요일에 

한꺼번에 치러짐에 따라 금요일 오전의 심포지

엄에 참여 인원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가 있었지만, 예상과는 달리 각 세션장에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여 활발한 토론과 학술교류의 

장을 펼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지난 

춘계총회와 같이 산·학·연 공동관심 주제에 대

한 Tutorial 세션의 일환으로 (사)한국제약협

회 후원의 “신약개발의 미래지향적 방향”이라

는 산학심포지엄과 “The secrets of scien-

tific publishing”의 특별세션이 개최되었다.

포스터상 시상 및 경품추첨 

마지막 날인 10월 17일(금) 정오에 기기전시

장에 이틀 동안 상설 전시되었던 우수포스터들

에 대한 포스터상 시상식이 있었다. 이들 중 엄

격한 본회 심사를 통하여 우수포스터상을 선정 

하였으며 본회 최중길 회장으로부터 직접 포스

터상과 부상을 수상하였다. 이어진 동우화인켐

㈜ 경품 추첨에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수백 명

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흥겨운 축제 분위기에서 

추첨과 함께 푸짐한 경품을 받아갔다.

2015

(운영위원회)

▶ 2015년 운영위원회

2015년 대한화학회 운영을 위한 준비는 2014

년 1월부터 착실하게 진행되어왔다. 2015년 

운영위원회는 총무, 기획, 학술, 홍보, 국제협

력, 산학, 조직, 교육의 8개 팀으로 구성되었으

며, 8명의 부회장과 13명의 실무이사가 선임

되어 활동하고 있다. 그 동안 총 6차례의 예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면서 70년의 역사를 지닌 

대한화학회의 현황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등 2015년 대한화학회 운영

을 위한 준비작업을 수행하였다. 특히 2014년 

7월 14일 대구EXCO에서 전체 운영위원 워크

샵을 개최하면서 비젼과 운영목표를 공유하면

서 본격적인 준비활동에 들어갔다. 

예비운영위원회에서는 1)2015년 대한화학

회 운영위원 구성, 2)2015년도 춘·추계총회 

및 학술대회 장소와 일정 결정, 3)IUPAC 등 

국제학술대회 성공적인 개최 방안, 4)차기 이

사회, 감사 및 제 위원장 위촉, 5)화학세계 및 

각종 학술지 활성화 방안, 6)광고수주 방안 등

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었다.

그 동안의 주요 결정사항으로는, 먼저 총회 

및 학술발표회 장소 및 일정을 춘계는 2015년 

4월 15~17일(수~금) 경기도 일산 KINTEX에

서, 추계는 10월 14~16일(수~금) 대구 

EXCO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학술

대회에서 61세 이상 회원의 참가비 감면을 추

진하고, 대학원생을 위한 튜터리얼 강좌, 외국

인을 위한 학술발표 섹션, 연구비 지원 설명회 

개최 등을 개설하기로 하였다. 더불어 best 

reviewer상과 우수지부상을 신설하기로 하였

으며, 화학적성 시험(CAT)을 지속적으로 진행

하기로 하였다. 화학세계에는 학부 학생들의 

참여 확대 및 취업률 향상을 위해 학부 3-4학

년 학생들을 인턴 기자로 선정하여 기업 인사

담당자나 연구원들을 취재하도록 하였다. 

특히 2015년은 8월 6~13일 부산 BEXCO

에서 개최 되는 IUPAC 2015를 비롯하여 

Pacifichem 2015(12월 15~20일, 미국, 호

놀룰루), 16th Aian Chemical Congress 

(ACC, 11월 18~21일, 방글라데시, Dhaka) 

등 대한화학회가 참여하는 3개의 큰 국제학술

대회가 개최되므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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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2015년부터는 매

월 2회 정기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열어 학회운

영에 관한 현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또한 학회의 제 위원회와 분과회, 지부회의 목

소리에 귀를 기울여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소통하는 학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

이다. 2016년에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대한

화학회의 미래의 70년을 위하여 대한화학회와 

화학인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 1월 운영위원회 

2015년 1월 7일(수) 학회회의실에서 2014~ 

2015년 사무 및 재무 인수인계식을 가졌다. 

이날의 인수식에는 금년도 인수팀으로 대한화

학회 김홍석 회장, 이상기 총무부회장, 허영덕 

기회부회장과 전년도 인계팀으로 최중길 전임 

회장, 박승민 전임 총무부회장, 이석중 전임 총

무실무이사가 참석하였으며, 이창희 차기 대한

화학회 회장님이 참관하였다. 그리고 운영진은 

같은 날 오후 3시에 SC컨벤션 아나이스홀(과

학기술회관 12층)에서 개최된 한국화학관련학

회연합회가 주관하는 신년 하례식에 참석하여 

김시중 전 과학기술부장관을 비롯한 화학계 원

로 및 화학관련학회 회장님 등 여러 관련 인사

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었다.

1월 9일(금) 오후 4시 학회회의실에서 2015

년도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IUPAC- 

2015 지원 및 홍보 방안을 비롯한 2015년 대

한화학회 운영에 관한 현안을 본격적으로 논의

하였다. 또한 금년도 첫 번째 이사회를 2월 6일

에 개최하기로 하였고, 학회 규정·세칙 개정안

을 검토 심의하여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기

로 하였다. 같은 장소에서 1월 23일(금)에 개최

된 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이사회 상정 안건 검

토 및 춘계학술대회 개최계획을 논의하였다.

▶ 2월 운영위원회 

2015년 2월 6일(수) 오후 4시 한국과학기술회

관 아이리스홀에서 2015년 제1차 이사회가 개

최되었다. 이번 이사회에는 25명의 이사 중 

21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가 참석하였고, 의

결안건으로 각 분과회의 2014년도 회무 및 결

산과 2015년도 사업계획이 승인되었으며 대한

화학회 규정 제정 및 개정 건이 상정되어 처리

되었다. 우수지부(회)상 시상에 관한 세칙 제정

과 이에 따른 대한화학회상에 관한 세칙 개정

이 승인되어, 금년 추계총회부터 우수지부(회)

상이 수여될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개정된 

대한화학회상에 관한 세칙은 학술상 수상자를 

기존 4인에서 1인으로 축소하는 안도 포함되

어 기존의 대한화학회상 규정에 대해 제기되었

던 부작용이 보완되고 학술상의 위상이 제고되

었다. 이에 따라 학술상 시상금 전액을 기금에

서 지원하기로 하는 기금관리에 관한 세칙 개

정도 승인되어, 학술상 위상강화를 위해 학술

상 상금을 확대하더라도 기금의 상금 총액 지

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

한 개정 의결로 학술상 수가 축소됨에 따라 앞

으로 분과 차원의 학술상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차 이사회는 3월 19일

에 같은 장소에서 개최 예정이다. 

3차 운영위원회: 2015년 2월 13일(금) 오후 

4시 학회 회의실에서 제 3차 운영위원회가 개

최되었다. 이 운영위원회에서는 제2차 이사회

에서 의결된 안건의 후속 조치를 의논하고, 차

기 이사회에서 논의될 안건을 준비하기로 하였

다. 특히 대한화학회와 RSC 및 독일 화학회, 그

리고 향후에 추진하는 국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국제협력기금의 세칙 검토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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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화학회 웹사이트를 

통해 Wiley Online Library에서 Bulletin지를 

구독 가능하도록 서버를 설정하였으며 이의 공

지를 완료하였다. 또한 IUPAC-2015의 적극

적인 홍보를 위해 화학세계에 매월 홍보기사를 

게재하기로 하였으며, 일본화학회 방문홍보와 

12개국 화학회에 Newsletter를 발송하기로 

하였다. 2015년 화학올림피아드 일정이 확정

되었으며, 춘계학술대회 초록접수를 2월 26일

까지 연장하였으며 외국인 학생 세션을 추가로 

홍보하기로 하였다. 2월 10일 접수가 완료된 

2015년 다우케미칼 우수논문상은 167건이 신

청되었으며 공정한 수상자 선정과 결과 발표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 3월 운영위원회

2015년 2월 27일(금) 오후 4시 30분 학회 회

의실에서 제4차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제2차 이사회에 상정될 보고안건과 의결안건

을 논의하였다. 이창희 차기 회장의 제안으로 

향후 5~6년간 총회 및 학술발표회 개최 일정

과 장소를 미리 정함으로써 학회 개최를 시스

템화하고 업무의 편리와 경비절감 효과를 거두

고자 논의하였으며, 가능한 장소와 장단점을 

더 조사한 후 3차 이사회에 의결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춘계총회 및 학술발표회의 초록

과 기기전시회 접수현황, 그리고 특별 세션인 

외국인 학생 발표자 선정, 연구비 정책 포럼, 

동우화인켐 산학협력 세션 등의 준비상황을 점

검하였으며, 추계총회 기조강연 연사로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김성호 

명예교수가 결정 되었다. 학술위원회에서 학술

상, 우수논문상, 학술진보상 그리고 교육진보

상 수상 후보가 선정되었으며, 화학교육상은 

후보자 자격 미충족으로 수상자가 결정되지 못

하였다. 또한 특별 공로상으로 이태녕 서울대

학교 명예교수님을 선정하고 전례를 조사하였

다. 3월 20일 개최되는 제9회 울산 화학의 날 

행사에 IUPAC 전단지와 ‘화학세계’를 배포하

기로 하였다.

2015년 3월 13일(금) 오후 4시 학회 회의실

에서 제5차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운

영위원회에는 23명의 운영위원 중에서 18명이 

참석하였으며, 제2차 이사회에 상정될 안건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였다. 또한 IUPAC 화학

회 대표단 5인을 선정하였으며, 올림피아드 여

름 및 겨울 개최학교와 교장 선정을 완료하였

다. Pacifichem-2015 대행 여행사로 맥여행

사를 선정하였으며, 초록 등록(4월 3일 마감)

과 여행사 협약 내용을 회원들에게 충분히 공

지하기로 하였다. 금년도 제1차 화학적성시험

(CAT)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화학올림피아

드의 중학생화학대회와 연계하여 8월 22일 개

최하고, 2차 시험은 11월 21일에 장소를 결정

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앞으로 화학적

성시험 운영의 시스템화와 비용 현실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화학교육·홍보기금의 활용

방안으로 화학교육·홍보위원장(경북대 박종석 

교수)이 제안한 화학교육 홍보 웹진 제작과 교

육자료 데이터 베이스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구

축하는 안에 대해 수용하기로 하였으며, 화학

회 홈페이지를 이용하도록 하고 기금위원회에 

통보하기로 하였다. 또한 IUPAC-2015 홍보

에 화학회 홈페이지를 적극 이용하기로 하였으

며, 화학세계에 화학교육에 대한 기사를 증대

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지부광역화 

학술행사를 신청한 3개의 광역학술대회를 모

두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3월 3일에는 김홍석 회장과 이상기 부

회장이 동우화인켐 본사를 방문하여 ㈜동우화

인켐의 대한화학회 공식후원 협약을 체결하였

다. 4월 3일 개최 예정인 차기 제6차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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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서는 춘계총회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하기

로 하였다.

▶ 4월 운영위원회 

김홍석 회장과 이덕형 국제협력부회장은 3월 

27일~29일 일본 지바현 니혼대학교에서 개최

된 일본화학회 제95차 학술발표회(The 95th 

Annual Meeting of The Chemical Society 

of Japan)에 공식 초청을 받아 참석하여 축하

연설과 더불어 IUPAC-2015 홍보와 양국간의 

상호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편 4월 3일에는 세진시아이의 화학회 공

식후원 협약식을 학회사무실에서 체결하였다. 

세진시아이는 기존의 학술발표회 초록 USB 제

작에 추가로 화학올림피아드를 공식 협찬하기

로 하였으며, 춘·추계학회에서 세진시아이 포

스터상(각 2편)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2015년 4월 3일(금) 오후 4시 학회 회의실

에서 제5차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제

115회 총회 및 춘계 학술대회의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하였다. 4월 15일(수)~17일(금)에는 

제115회 대한화학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가 일

산 KINTEX 제2전시장에서 개최되었고 많은 

회원들의 참여와 성원 속에 막을 내렸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총 2,527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1,295편의 포스터를 비롯한 총

1,542편의 학술발표가 있었다. 특히 이번 학

술발표회의 특징적인 부분을 보면 외국인 발표

세션 신설, 학회장과 전철역 간의 셔틀버스 운

행, 학술대회 등록비 인상 및 원로회원 참가비 

면제, 대한화학회 학술상 상금 인상 등이다. 한

편 2012년 제109회 총회부터 4년(7회)째 실

시된 2박 3일제의 학회 형식에 대한 회원들의 

여론과 장단점을 분석해 더욱 체계적인 학술발

표회 및 기기전시회 정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 5월 운영위원회 

2015년 5월 8일(금) 오후 4시 학회 회의실에

서 제7차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 

지난 4월 15~17일에 개최되었던 대한화학회 

제115회 총회, 학술발표회 및 기기전시회의 

성과를 정리하고 사무국으로부터 결산을 보고

받았다. 이번 학술발표회에서는 총2,527명의 

회원이 등록하여 1,295편의 포스터를 포함하

여 총1,542편의 활발한 학술발표와 토론이 있

었으며, 차분한 분위기에서 총회가 개최되었

다. 이번 학술발표회에서 처음 시도된 셔틀버

스 운행, 61세 이상 원로회원의 참가비 면제, 

대한화학회 학술상 상금 인상, 그리고 외국인 

학생 세션이 성공적으로 운영되었다고 판단하

였다. 이번 학술발표회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

으로는 일부 발표회 장소의 협소함과 기기전시

회 참여업체의 전시기간 부족 등이 제기되었으

며, 이들을 지난 3년(7회째) 동안 시행되었던 

2박 3일 일정의 학술발표회 특성과 함께 면밀

히 검토하여 추계 학술대회에서는 보다 원만한 

학술발표회가 되도록 효율적인 개선안을 준비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IUPAC-2015와 

Pacifichem-2015에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화학올

림피아드 여름학교, 중학생 화학대회, 및 화학

적성시험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논의하였다.

5월 12일에 화학회장 명의의 IUPAC-2015 

행사참여를 독려하는 안내 메일을 전체 회원에 

발송하였으며, 5월 22일(금) 오후 4시 학회 회

의실에서 개최된 제8차 운영위원회에서는 

IUPAC 위원회로부터 확정을 통보받은 

IUPAC-2015의 6명의 한국대표단과 옵저버 

1명을 결정하였다. 또한 IUPAC 조직위원회에

서 요청한 WCLM의 Young Observer 한국

대표 2명을 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제8

차 운영위원회에서는 Wiley로부터 요청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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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CS지의 2016년 구독료 6% 인상에 대한 대

응과 Chemistry, An Asian Journal의 2014

년 로열티 입금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

규 준비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또한 이 

회의에서는 추계학술발표회 개선안에 대한 논

의를 심도 있게 진행하였다. 기존의 2박 3일제

의 학회 형식에 대한 기기전시회 참여 업체의 

불만, 3일간 연구원 출장에 대한 문제, 금요일 

오후 세션 미진행에 따른 교육회원과 기업체 

소속 회원들의 참석기회 감소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추계총회의 구조 변화가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 회의에서 논의된 개선

안에 대해서 6월26일 지부장·분과회장 연석회

의를 통해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기로 하였

다. 또한 추계총회에서는 기업체 소속 연구원

들의 학회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화학

기업인 초청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같은 날에 개최된 정보화위원회에서는 운영위

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그동안 준비된 화학회 

웹사이트 개선안을 시연이 이루어졌으며, 6월

26일 지부장·분과회장 연석회의에서도 시연하

기로 하였다. 

▶ 6월 운영위원회 

2015년 6월 12일(금) 오후 4시 학회 회의실에

서 제9차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 

대한화학회 웹사이트가 2015년 6월 2일자로 

개편되었음이 보고되었다. 웹사이트 개편은 금

년도 대한화학회 중점사업중의 하나로 그 동안 

정보화사업위원회에서 준비해 왔으며 지난 5월 

22일 운영위에서 시연을 통하여 보완되었다. 

새로운 웹사이트는 산뜻한 색상과 배치 조정을 

통하여 접근성과 비주얼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으며, 학술지를 1단에 배치한 것과 구인구

직란 신설 등이 특징이다. 또한 IUPAC-2015

의 사전등록 기한인 6월 30일(화)이 다가오고 

있으며, IUPAC-2015 대표단 6명(진정일, 강

한영, 김홍석, 이창희, 이상기, 박준원 교수)과 

옵저버(김명숙 국장)를 확정하였다. 한편, 8월 

22일에 개최 예정인 2015년 제1회 화학적성

시험(CAT)에 대한 각 대학의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결론 하에 화학세계를 통해

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기로 하였다. 

특히 이 회의에서는 금년 추계학술발표회 개

선안을 결정하였다. 기존의 2박3일 일정 기조

를 유지하면서 기기전시회 참여업체의 전시기

간 부족에 대한 불만과 3일차 금요일 오전에만 

학회 발표를 운영함에 따른 낮은 참여율과 비

효율성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포스터 

발표를 2~3일차(목·금요일) 양일간 진행하고, 

수요일 오후에 일부 학회주관 세션과 융합·신

흥 학문세션 등 전체 회원 참여를 위한 세션을 

집중 배치하고, 금요일 오후 발표세션을 보완

하고자 하였다. 특히 1일차 수요일 오후에는 

신진과학자 세션과 공모에 의해 진행될 특별세

션을 신설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6월 26일 개최 예정이었던 제10차 운

영위원회와 같은 날 추계 학술대회 개선안과 

화학회 웹사이트 개편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

던 지부장 및 분과회장 연석회의는 중동호흡기

질환(MERS) 확산에 따른 국내사정으로 취소

하는 것으로 6월 19일에 결정되었다. 차기 운

영위원회는 예정대로 7월 10일(금) 오후 4시

에 개최될 예정이다. 

▶ 7월 운영위원회 

6월 26일 개최 예정이었던 제10차 운영위원회

가 중동호흡기질환(MERS) 확산에 따른 국내

사정으로 취소되고 7월 10일(금)에 대한화학

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그 

동안 협상해왔던 2014년과 2015년 우리나라 

IUPAC 회비가 확정되어 2015년 회비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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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로 결정하였다. 

IUPAC-2015, Pacifichem-2015 등 대한

화학회 주관 국제학회의 준비상황을 점검하였

다. 또한 6월 25일 개최된 학회발전사업위원

회에서 논의된 대한화학회지(JKCS)의 위상강

화와 SCI(E)등재계획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

하였으며, 학술지 간행위원회와 기금위원회와 

추가로 협의된 후에 운영위원회에서 이사회에 

상정하도록 준비하기로 하였다.

추계총회에서 시상할 화학경영자상, 기술진

보상, 아이센스 여성화학자상, 그리고 우수지

부상에 대한 심사를 하였으며, 추천된 우수한 

후보자들 중에 심사숙고하여 각각의 수상후보

자를 선정하였다. 한편 이 회의에서는 추계학

술발표회 개선안에 따른 준비상황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학회주관 세션으로 1일차 수요일

에는 신진과학자, 화학안전 그리고 튜토리얼 

세션과 공모에 의한 특별 세션을 진행하고, 목

요일 오전에 외국인 학생 발표, 금요일 오후에 

신약심포지엄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특히 청중 

동원을 위해 세션별로 별도의 회원 공지 등을 

통한 전략적으로 홍보하기로 하였다. 

7월 24일(금) 오후 4시 대한화학회 회의실

에서 제11차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 회

의에서는 IUPAC 2015 대회에 참가할 본회 

회장을 포함한 대표단(NAO 및 옵저버)의 주요 

일정과 참여 행사를 점검하였다. 협약과 연구

자 상호방문 등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영국 왕립화학회(RSC)와 독일 화학회(GDCh) 

측과의 각각의 리셉션과 초청 오찬 참석 일정

도 확인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추계학술발표회 준비상황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특히 제1일차 수요일

에 개최 예정인 화학안전 세션은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 참가자에 무료 개방하기로 하

였으며, 금요일에는 그 동안 화학회에 많은 기

여와 후원을 해온 화학기업인을 초청하여 회장

단과 오찬을 함께 하기로 하였다. 또한 학회발

전사업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대한화학회지

(JKCS)의 위상강화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도 

학회발전사업위원회, 간행위원회, 그리고 기금

위원회와의 협조를 통하여 학술지 간행위원회 

관련 규정 변경, 예산 및 기금위 검토사항 등의 

장기적인 학술지 발전방향을 방안을 마련하여 

이사회 상정을 준비하기로 하였다. 

더욱이 학술위원회에 화학회상의 요건으로 

화학회 발간 간행물(Bulletin, JKCS, 화학세계 

등) 게재 실적을 포함시키는 방법에 대한 검토

를 의뢰하고, 필요하면 이사회 상정 할 수 있도

록 준비하기로 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화학전공 

학위인증제 사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차기 

운영위원회에서 보완하기로 하였으며, 8월 22

일에 개최 예정인 2015년 제1회 화학적성시험

(CAT) 지원자 현황을 보고 받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특이한 

사항으로 이태규 대한화학회 초대 및 2대

(1946~1949년) 회장이 본회 화학교육상 기금

의 기탁자(이태규 박사 평전 251페이지 참조) 

이었음을 본회 현(現) 회장이 확인하였다.

한편, 학회 공식 후원사의 후원 감사와 춘계

학술대회 성공적인 개최 협조에 대한 감사표시

로 한국다우케미칼 이제훈 대표이사와 오찬(6

월 25일), 그리고 동우화인켐 황인우 대표이사 

일행과 만찬(7월 1일)이 있었으며, 화학회에서

는 현(現) 회장, 차기회장 그리고 총무부회장이 

이 자리에 참석하였다. 또한 7월 14일에는 국

제화학올림피아드 대표단 출국(7월 20일)에 

앞두고 격려를 위한 만찬이 있었다.

차기 운영위원회는 8월 21일(금) 오후 4시

에 개최될 예정이다.

▶ 8월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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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1일(금) 오후 4시 대한화학회 회의실에서 

제12차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는 8월 7일부터 14일까지 부산 BEXCO에서 개

최된 “2015 세계화학대회(IUPAC-2015)”에 국

가대표단(NAO)로 참석한 현 회장단으로부터 

IUPAC-2015의 성공적인 개최 결과와 IUPAC 

협의회(Council Meeting) 참관 보고를 공유

하는 시간을 가졌다. IUPAC-2015는 IUPAC

의 48회 총회와 제45회 학술발표회로서 74개

국에서 1,000여 명의 외국학자를 포함하여 총 

3,700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2,700여 편의 학

술논문이 발표되었다. 2009년에 개최가 결정 

되었던 이번 대회는 대한화학회 창립 이후 개

최된 국제대회 중에서 가장 성대한 규모였다. 

특히 총회에서는 각국 NAO 대표단의 무기

명 투표에 의해 이규호 회원(한국화학연구원 

원장)이 IUPAC Bureau Member에 당선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대회기간 동안 최근 대형 지

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네팔의 화학회를 

돕기 위한 모금을 실시하였으며, 대한화학회 

후원금을 모금액에 추가하여 네팔 화학회에 전

달하였다. 대회기간 중 영국 및 독일 화학회 관

계자들과 각각 리셉션을 통해 지속적인 상호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등 이번 대회를 계

기로 한국 화학의 국제적 위상을 확인할 수 있

었으며, 언론을 통해 화학인들이 그동안 한국

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2015 세계화학대

회의 성공적인 개최는 IUPAC 조직위원회(위

원장 김명수 교수)의 헌신적인 노력, 후원기관 

및 협찬업체의 지원, 그리고 참석 회원들의 열

정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참여한 모든 분들께 감사하는 시간

을 가졌다. 

한편 올해 개최 예정인 대한화학회 주관 국

제학회는 Federation of Asian Chemical 

Societies(FACS)에서 주최하는 제16회 

ACC(Asian Chemical Congress, 11월 

18~21일, Dhaka, Bangladesh, www.16acc. 

org)와 ACS 등 7개국 화학회가 주관해 5년마

다 개최되는 Pacifichem 2015(12월 15~20

일, Honolulu, Hawaii, USA, www. 

pacifichem.org)가 남아 있으며, 회원들의 적

극적인 참가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

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9월 18일 개최 예정인 제3차 

이사회 안건을 준비하기 위해 논의하였다. 대

한화학회상 수상후보자의 이사회 인준과, 그동

안 학회발전사업위원회의 제안으로 논의 되었

던 대한화학회 발간 학술지의 위상강화에 관한 

사항은 9월3일 개최 예정인 관련위원회들의 

회의결과를 이사회 안건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또한 학술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학술상 관련 

세칙 중에서 우수박사학위논문상 수상자 수를 

“5인 내외”로, Wiley-KCS 젊은 화학자상 수

상 대상자를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내, 단 

만 45세를 넘지 않아야 한다”로 개정을 추진하

기로 결정하였으며, 학술지 위상강화를 위해서 

학술상과 관련된 개선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기

로 하였다. 또한 이 회의에서는 추계학술발표

회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특히 제1일차 수요

일에 개최되는 세션의 청중 동원을 위해 조직

적인 활동과 전략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국제화와 외국인 학생들의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서 영어발표를 활성화시키는 방

안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대한화학회의 아시아 화학편

집협회(ACES)에서의 2015년 지분율이 9.9%

로서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으므로, 대한화학

회 회원들의 ACES 발행 논문(Chemistry An 

Asian Journal 등) 게재 편수 증가를 위한 홍

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한편, 2015년 제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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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국제화학올림피아드(IChO)에서 금메달 4

개를 수상해 중국, 대만과 함께 종합 1위를 달

성하고 귀국하는 한국 화학올림피아드 대표단

(단장 하윤경 교수)을 대한화학회 회장이 격려

하였으며, 화학세계와 홈페이지를 통하여 학회 

차원에서도 널리 홍보하기로 하였다. 

차기 제13차 운영위원회는 9월 11일(금) 오

후 4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 9월 운영위원회 

제13차 운영위원회는 2015년 9월 11일(금) 

오후 4시 대한화학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9월 18일 개최예정인 제3차 이

사회의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또한 지난 8월

에 실시되었던 2015년 제1차 화학적성시험

(CAT)과 화학올림피아드 중학생 대회의 성공

적인 개최 결과에 대한 사무국의 보고가 있었

으며, 11월에 시행될 제2차 화학적성시험 준

비상황을 점검하였다. 한편 올해 개최 예정인 

대한화학회 주관 국제학회인 제16차 아시아화

학대회와 Pacifichem-2015 준비와 많은 회

원들의 참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하

였다. 

추계학술발표회는 초록 마감 결과 최종 포스

터 1,126편 등 총 1,382편이 등록되었으며, 

사무국 보고를 통하여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기존의 일정이 일부 변경된 이번 추계학술발표

회에서 발생하게 될 포스터상 시상, 경품추첨, 

커피/다과 케이터링 등의 방안을 확인하였다. 

한편, 10월 7일(수) 노벨 화학상 발표에 대비

하여 미래부 주관 기자간담회에 참가할 자문위

원을 선정하여 수상자의 연구분야에 대한 홍보

와 취재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제14차 운영위원회는 10월 2일(금) 오후 4

시에 개최될 예정이며, 주로 제116회(추계) 총

회/학술발표회 및 기기전시회에 대한 준비상

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 10월 운영위원회 

2015년 10월 2일(금) 오후 4시 대한화학회 회

의실에서 제14차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먼저 9월 18일 개최 예정된 제

3차 이사회의 결과를 점검하고 향후 이행 방안

을 논의하였다. 또한 11월 21일 시행될 제2차 

CAT 준비상황과 올해 개최 예정인 대한화학

회 주관 국제학회인 제16차 아시아화학대회와 

Pacifichem-2015 준비와 홍보 상황을 점검

하였다. 한편 10월14일(수)부터 개최될 대한화

학회 추계총회와 학술발표회의 준비상황을 사

무국 보고를 통하여 총괄 점검하는 자리를 가

졌다. 특히, 화학물질 안전 심포지엄, 튜토리

얼, 신약 심포지엄 등의 학회 주관 심포지엄과 

포스터상 선정, 경품 추첨, 회원 등록, 케이터

링 등의 전반적인학술발표회 진행에 관해 사항 

별로 신중하게 점검하였으며, 추계학술발표회 

기간 동안 개최될 평의원회와 추계총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차기 제15차 운영위원회는 11월 06일(금) 

오후 4시에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동우화인켐-KCS 공동 심포지엄이 11월 11일 

평택소재 동우화인켐 본사/공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주관

한 노벨 화학상 발표에 대한 8월 30일과 10월 

7일의 미래부 출입 기자단 브리핑에는 이덕환 

회원, 이현수 회원 및 조규봉 실무이사 등이 참

석하여, 톰슨-로이터가 선정한 예상 수상자와 

올해 노벨화학상 수상자와 연구분야에 대한 설

명과 취재 지원을 하였다.

10월 14일(수)부터 16일(금)까지 3일 동안 

대한화학회 제116회 추계총회 및 학술발표회

가 대구 EXCO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대

회에는 포스터발표 1,126편, 구두발표 11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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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 및 기념강연 13편 등 모두 1,382편의 학

술논문 발표가 있었다. 특히, 수요일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화학물질 안전을 주제로 심

포지엄을 개최하여 올해 1월부터 시행된 화학

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에 관한 법률(화평법)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이에 따르는 장외영향평가제도와 위해관리계획

서를 중심으로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또한, 흑색종 치료제인 젤보라프

(Zelboraf, 베무라페닙)를 개발한 Plexxikon

사의 창립자인 미국 UC 버클리 대학교 김성호 

교수가 기조강연을 발표하는 등 열띤 강연과 

활발한 학문적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번 추계

학술발표회에서는 지난 몇 년간 진행되어오던 

2박 3일간의 일정은 유지하되 금요일 오후의 

학술행사를 내실화하여 교육 및 산업체 회원들

의 참여를 유도하고, 회원들의 기기전시회 참

여업체 방문기회를 늘리고자 포스터 발표를 

목, 금요일 양일 간에 실시하고, 구두발표, 분

과회 심포지엄, 총회를 목, 금요일에 집중 배치

하였다. 수요일 오후에는 회원들의 요청에 의

한 특별세션과 학회주관 특별세션, 평의원회의 

등으로 구성하였다. 목요일과 금요일 오전에 

조식 대용으로 도너츠 등을 세심하게 준비한 

케이터링도 특히 많은 인기가 있었다. 이러한 

발표방식 개선을 통한 회원들의 참여 확대, 비

효율성 보완, 기기전시회 참여업체의 홍보 효

율화 등의 본 학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금

년도 운영위원회의 노력은 많은 회원과 후원사 

및 기기전시 참여업체들의 감사와 지지를 확인

한 것이 큰 소득이었다고 생각된다. 이번 총회 

및 학술대회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정리하

여 화학세계 12월호에 게재될 예정이다.

▶ 11월 운영위원회

2015년 11월 6일(금) 오후 4시 대한화학회 회

의실에서 제15차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지난 10월 14~16일에 대구 

EXCO에서 개최된 제116회 대한화학회 총회 

및 추계학술발표회에 대한 결과보고와 성과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추계학술

발표회에는 기존의 발표방식 개선을 통한 회원

들의 참여 확대, 학술발표 활성화, 비효율성 보

완, 기기전시회 참여업체의 홍보 효율화 등의 

큰 성과를 얻었으며, 금년도 운영위원회와 사

무국의 노력은 앞으로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학술발표회의 운영과 정착에 도움이 될 것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회 회장은 이 회의에서 금

년도에 화학회가 춘·추계총회 및 학술발표회

와 국제적인 큰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렀음을 

강조한 후, 지난 1년간 본회 운영과 학회 발전

을 위한 운영위원들의 많은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에 감사하였고, 남은 기간을 잘 마무리하

여 차기 운영팀에 인계를 잘하자는 당부를 하

였다. 또한 11월 21일에 개최 예정인 금년도 

제2회 화학적성시험(CAT) 준비상황을 최종 점

검하였으며, 난이도 등을 포함한 분석자료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한편, 동우화인켐-KCS 심

포지엄이 11월 11일 평택소재 동우화인켐 본

사/공장에서 개최되었으며, 본회 회장을 비롯

한 운영진과 차기회장이 참석하였다. 금년도 

마지막 회의가 될 차기 제16차 운영위원회는 

12월 29일에 개최하기로 하였다.

(학술발표회)

▶ 제115회 총회, 학술발표회 및 기기전시회

일 시： 2015. 4. 15~17(수~금)

장 소： 일산 KINTEX 제2전시장

발표논문： 1,295편

등록인원： 2,52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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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개관

대한화학회 제115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가 지

난 4월 15~17일 동안 일산 KINTEX에서 성

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춘계총회 및 학술발

표회에서는 최근 3년(6회) 동안 시행되었던 2

박 3일의 학술발표회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였

으며, 그 동안 축적된 학회개최 경험과 노하우

로 매우 체계적으로 운영되었다. 이렇게 춘계 

학회가 원만하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준비단계에서부터 열정적인 수고를 해준 

학회 사무국 직원들과 운영위원들을 비롯하여 

공식후원사 및 기기전시회에 참여해주신 업체

대표들의 후원을 바탕으로 학회에 참석하여 활

발한 학술활동을 펼쳐 준 본회 회원들이 있었

기에 가능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지면을 

빌어 참여한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Ÿ 첫째 날 [4월 15일(수)]

포스터 발표

이번 제115회 학술대회는 2박 3일 일정에 따

라 모든 포스터를 첫째 날인 수요일 저녁에 발

표하도록 하는 기존 형식을 지켰고 성공적으로 

진행된 포스터 발표를 시작으로 학술대회가 개

최되었다. 전체 1,542편의 포스터가 발표되었

으며 약 2,000여 명의 등록회원들이 포스터 

발표회를 토론과 교류가 가득 찬 즐거운 축제

의 장으로 만들었다. 또한 사전등록자들이 직

접 명찰을 출력할 수 있는 무인 키오스크 출력 

시스템도 성공적으로 운영되었고 20명의 현장 

등록 도우미들이 적극적으로 도와 주어 2,000

명에 달하는 등록자들이 큰 불편 없이 포스터 

발표에 참여할 수 있었다. 또한 지방에서 당일 

상경하는 발표 참가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

하면서도 참가자들의 저녁 스케줄도 원활하게 

되도록 포스터 발표 시간을 이른 오후에 실시

하였다.

포스터발표는 KINTEX 제2전시장 7번 홀에

서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3시간에 걸쳐 이루

어졌으며, 발표장에는 라테아트로 다양한 그림

을 그린 커피 및 시원한 생맥주와 음료수가 제

공되었다. 홀수번 포스터 발표자는 오후 

4:00~5:30분, 짝수번 발표자는 오후 5:30~ 

7:00까지 2교대로 포스터 앞에 대기하여 질문

에 응하도록 하였고, 각 분과에서 위촉된 심사

위원들이 엄격하게 심사를 하여 총41편의 우

수포스터를 가려내었다. 이들 우수포스터들은 

다음날부터 기기전시장에 학회가 끝날 때까지 

상설 전시되도록 하였고, 이들 포스터 중에서 

다시 본회에서 위촉한 심사위원들에 의한 2차 

심사를 통해 총 10편의 동우화인켐, 세진시아

이, IUPAC, WISET 포스터상과 동우화인켐 

대학원생 선정 포스터상 수상작들을 선정하도

록 하였다. 또한 모든 분과가 한꺼번에 포스터 

발표를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혼잡을 방지하

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포스터 

발표장 내외에 공지함으로써 발표자 및 참가자

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였다. 

평의원회

4월 15일(수) 오후 5시부터 KINTEX 제2전시

장 307호에서 평의원회가 열렸다. 식순에 따라 

김홍석 회장의 개회사가 있었으며, 이상기 총

무부회장의 진행에 따라 2014년도 운영위원들

과 한국화학올림피아드 겨울학교 교장에게 공

로패 증정, 그리고 각 학술지 상임 편집위원들, 

전임 지부장, 전임 제위원장들에게 감사패 증

정이 있었다. 이어서 이상기 총무부회장의 주

요 회무보고, 회원 현황 보고 및 2015년도 일

반·특별회계 집행 현황 보고가 있었고 규정, 내

규 및 세칙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보고와 

지부 및 분과회 2014년도 사업보고와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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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사업계획 보고가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총회 의결 안건 사전 심의로 2014년도 일반·

특별 회계 결산, 명시이월금 결산에 관한 사항

을 최중길 전임 회장이 보고하였다.

Ÿ 둘째 날 [4월 16일(목)]

학술발표회

“미래 대한화학회 70년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개최된 대한화학회 제115회 총회 및 학술발표

회에서는 화학의 새로운 흐름과 비전에 대한 

활발한 강연과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번 총회

에서는 기조강연 1편, 기념강연 1편, 분과기념

강연 6편을 포함한 분과별 심포지엄 발표 119

편, 대학원생 및 초중등교사/화학교육 구두발

표를 포함한 총 120편의 구두발표와 1,295편

의 포스터 발표를 포함해서 모두 1,542편의 

학술발표가 있었다. 특히 대한화학회 산하의 

여성위원회 및 동우화인켐에서 주관하는 2개

의 특별 세션과 젊은 외국인 참석자들이 증가

하는 추세와 학회의 국제화를 위한 발걸음으로 

이번 학술발표회에 처음으로 시도된 “외국인 

발표세션”에 외국인 학생들의 구두발표가 개최 

되었다. 

포스터 발표는 수요일 저녁에 모두 완료가 

되어 둘째 날인 목요일 오전 9시부터는 각 분

과별로 활발한 구두발표가 실행되었다. 분과별 

발표세션과 각 심포지엄은 KINTEX 제2전시

장의 12개 발표장에서 분산 개최되었다. 목요

일 오전에는 전년도처럼 기조강연 대신 분과별 

구두발표를 진행함으로써 회원들이 보다 더 활

발한 분위기에서 이들 세션에 참여할 수 있었

다.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여 발표장마다 청중

들이 채워지고 활발한 학술활동이 이루어졌다. 

각 분과 심포지엄은 아래의 다양한 주제로 오

전과 오후에 걸쳐 진행되었고, 특히 RSC(영국

화학회) 수상 기념강연을 포함한 고분자분과회

와 RSC 공동 심포지엄(고분자화학), 입재물리

화학상(물리화학), 심상철학술상(유기화학), 그

리고 박인원생명화학 학술상(생명화학) 수상기

념강연이 개최되었다. 각 분과별 심포지엄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고분자화학: Current Trends in Carbon 

and Carbon-composite Polymers / 

Current Trends in Responsive Polymers 

/ 무기화학: New Visions in 

Organometallics and Nanochemistry / 

Recent Advances in Organometallic 

Chemistry / 물리화학: Biophysical 

Chemistry: Biological Phenomena 

Viewed by Physical Chemistry / Recent 

Trends in Physical Chemistry / 분석화학: 

Recent Trends in Separation Analysis I: 

Fundamentals / Recent Trends in 

Separation Analysis II: Applications / 생

명화학: Infectious Disease Research in 

Biochemistry and Structural Biology / 

Recent Advances in Bioconjugation and 

Related Applications / 유기화학: Current 

Trends in Organic Chemistry I: Catalytic 

Organic Reactions / Current Trends in 

Organic Chemistry II: Organic 

Supramolecular Chemistry / 의약화학: 

Recent Trends of Targeted Therapy for 

Cancers and Drug Discovery / 재료화학: 

Recent Trends in Soft Nano/ Micro 

Materials / Synthesis and Application of 

Exotic Nanoparticles / 전기화학: Recent 

Developments of Electrochemical 

Microdevices / Electrochemical 

Research Using Functionalized 

Electrodes / 화학교육: Current Trends in 

Chemistry Education / 환경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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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Implication of 

Nanomaterials / Biogeochemical Redox 

Processes and Their Impact on 

Contaminant Dynamics / 대한화학회 [심포

지엄 1: 여성위원회] 국가와 기업이 원하는 과

학기술 인재상 [심포지엄 4: 산학협력-동우화

인켐] IoT 미래소재 심포지엄 - 세상과 만물 

그리고 사람, 마음으로 通하라 / [구두발표2] 

Oral Presentation for Young 

International Chemists

기기전시회

제115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에서 기기전시회

는 제2전시장 301·302호와 303·304호의 인

접한 두 개의 공간과 전면 홀에서 열렸다. 전날 

선정된 우수포스터들을 기기전시장 안에 상설 

전시하고, 대학원생이 선정하는 동우화인켐㈜ 

대학원생 선정 포스터상(2편)을 시행하는 등 

회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작년에 

이해 올해에도 계속 시행하였다. 

회원들의 기기전시회 부스 방문을 독려하기 

위해서 각 부스에서 방문 확인 도장을 찍게 하

고, 확인도장 10개를 찍어야 경품 추첨에 응모

할 수 있도록 한 전통을 살리고, 경품을 푸짐하

게 마련하여 많은 회원들이 즐겁게 참여하는 기

기전시회가 되도록 하였다. 특히 기기전시회에

는 목요일 5시와 금요일 12시에 두 차례의 경

품 추첨이 있었으며 많은 회원들의 참여가 있었

다. 이번 기기전시회에는 국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총 59개의 업체가 참여하여 

데모 장비와 최신 제품들을 전시하여 자사의 이

미지와 제품에 대한 홍보에 열을 올렸으며 회원

들 또한 기기전시회를 통해 화학 관련 업체들의 

최신 제품들과 기술 수준에 대한 유용한 정보들

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가나다 순) 고마바이

오텍㈜,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나노인

스텍, ㈜넥스트론, 대정화금㈜, 동우화인켐㈜,* 

동일시마즈㈜,* ㈜드림, ㈜라미나, 명진크리스

텍㈜, ㈜바이오메카트로닉, ㈜바이텍켐스, 사

이플러스, ㈜석림랩텍, 세진시아이,* ㈜수림교

역, ㈜신코,* 씨그마알드리치코리아(유), 씨엔

티교역, ㈜씨엠코퍼레이션에이티, ㈜아이에스

엠아이엔씨, 알파에이사, ㈜에스엠텍, 엘스비

어 코리아, 엠브라운이너트가스시스템즈코리

아(유), 엘포시스㈜, 영인과학㈜, ㈜영진코퍼레

이션, 오엠에이, ㈜이공교역, ㈜이우과학교역, 

인성크로마텍, ㈜인터테크놀로지스, 자유아카

데미, 제이오텍, ㈜와이엠씨코리아, 케이엔에

프뉴베르거, ㈜케이오에스, 큐빅레이저시스템, 

㈜티엔제이테크, ㈜티에스싸이언스, ㈜파크시

스템스, 퍼킨엘머(유), 포항가속기연구소, 피아

이코리아, ㈜한국과학,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

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애질런트테

크놀로지스㈜, ㈜한국에이.티.아이, 한국피셔

과학㈜, 한국화학연구원, ㈜한올엔지니어링, 

호리바코리아㈜, Accela ChemBio Co., 

Ltd., ACS/CAS, CHP Trading, MK사이언

스, R&C Tech (알앤씨테크) 등의 59개 업체

가 부스를 설치하여 전시를 실시하였다. (*특

별부스) 이 지면을 빌어 기기전시회 참여업체

들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총회 

4월 16일(목)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제115회 

대한화학회 총회가 오후 4시 30분부터 2시간

여 동안 403호에서 개최되었다. 전년도처럼 

총 2부에 걸쳐서 실시되었는데, 1부에서는 싱

가포르 A*STAR &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소속의 Tamio Hayashi 교수를 

초청하여 기조강연을 실시하였고, 2부에서 총

회가 실시되었다. 총회를 기조강연과 연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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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함으로써 회원들의 높은 총회 참여도를 자

연스럽게 유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1부: 기조강연

이번 학술발표회의 기조강연은 싱가포르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소속의 

Tamio Hayashi 교수를 초청하여 4월 16일

(목) 4시 30분부터 403호에서 이루어졌다. 

Hayashi 교수는 Chiral Diene Ligands for 

Asymmetric Catalysis라는 주제로 유기화학 

분야에서의 그 동안의 업적에 대해 1시간 여에 

걸쳐 열띤 강연을 하였으며, 기조강연에 300

여 명 이상의 청중들이 몰려 성황을 이루었다. 

2부: 총회

2부의 총회는 김시중, 채영복, 진정일, 정봉영, 

김명수 전임회장과 이태녕, 김하석 전임부회장

등의 원로 회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낸 가

운데 김홍석 회장의 내빈소개와 함께 개회사가 

이어졌다. 먼저 동우화인켐과 세진시아이에 감

사장이 증정 되었으며, 다음으로 올해부터 상

금의 인상으로 학회 최고상의 권위가 향상된 

대한화학회 학술상을 박준원 교수(POSTECH)

가 수상하였다. 또한 김대영 교수(순천향대)가 

우수논문상, 류재정 교수(경북대)와 정현담 교

수(전남대)가 학술진보상, 문성배 교수(부산대)

가 교육진보상을 수상하였다. 그리고 김지훈

(부산대) 외 8명이 한국다우케미칼 우수논문상

을 수상하였으며, 동우화인켐㈜ 포스터상과 세

진시아이 포스터상을 수여하였다. 또한 이태녕 

명예교수(서울대)에 특별공헌패를 증정하였다. 

이들 시상이 끝난 후에는 이상기 총무부회장

의 2015년 현재 회무/회원현황 보고, 2015년

도 일반·특별 회계 집행현황, 지부 및 분과회 

2014년도 사업 및 2015년도 사업계획 보고, 

규정, 내규 및 세칙 제정/개정/폐지 보고가 김

홍석 회장의 보충설명과 배포한 서면자료로 이

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최중길 전임회장에 의해 

2014년도 일반·특별 회계 결산, 명시이월금 

보고와 전임 감사의 2014년도 사무 및 회계 

감사 결과보고가 있었으며 참석한 회원들에 의

해 그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졌다. 의결안건인 

2014년도 회계 결산이 총회에서 승인된 후에

는 김홍석 회장이 최중길 전임회장에게 공로패

를 증정하였다.

Ÿ 셋째 날 [4월 17일(금)]

학술상 수상 기념 강연

학회 마지막 날인 4월 17일(금) 첫 일정은 학

술대상을 수상한 박준원 교수(POSTECH)의 

기념 강연으로 오전 9시에 403호에서 개최되

었다. 박 교수는 ‘AFM in water: Biomarker 

quantification and single moleculae 

analysis’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으며 이른 시

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여 강연

을 듣고 질문과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학술발표회

학술상 수상 기념 강연 이후에 이어진 각 분과

별 세션에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분과별 구두발

표가 오전 내내 활발히 진행되었고 한국다우케

미칼 우수논문상 수상자들의 구두발표가 진행

되었다. 특히 많은 분과 세션에서는 대학원생

들이 직접 발표하는 구두발표가 진행되었는데, 

대학원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

여주었다. 대한화학회 특별세션으로 광화학에 

대한 기초지식 배양을 위한 윤웅찬 명예교수

(부산대)의 ‘광화학 튜토리얼’ 강연과 연구비 

후원 진흥 포럼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기기전시회

전날에 이어 금요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기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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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회가 진행되었다. 목요일과 금요일 두 차례 

경품 추첨, 10개 전시부스 방문 시 경품 응모

권 부여, 우수포스터 상설전시 등의 참여 독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오전까지 진행되는 

학술발표회와 기기전시회 일정으로 인해 기기

전시장에 참여인원이 적은 문제점이 향후 개선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포스터상 시상 및 경품추첨 

마지막 날인 4월 17일(금) 정오에 기기전시장

에 이틀 동안 상설 전시되었던 우수포스터들에 

대한 포스터상 시상식이 있었다. 이들 중 엄격

한 본회 심사를 통하여 우수포스터상을 선정 

하였으며 본회 김홍석 회장으로부터 직접 포스

터상과 부상을 수상하였다. 이번 총회에서는 

후원사들의 후원을 통한 많은 종류의 우수 논

문상 및 포스터상과 상금을 수여함으로써 미래 

한국의 화학을 짊어질 젊은 화학도들을 격려하

였다. 이어진 동우화인켐㈜ 경품 추첨에는 수

백 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전날과 마찬가지로 

흥겨운 축제 분위기에서 추첨과 함께 푸짐한 

경품 행사가 진행되었다.

마무리

이번 학술발표회에서는 총 2,527명의 회원이 

등록하여 총 1,542편의 활발한 학술발표와 토

론이 있었으며, 차분한 분위기에서 총회를 개

최할 수 있었다. 대화역과 KINTEX 학술발표

장을 오가는 셔틀 버스를 신설하여 많은 회원

들이 유용하게 이용하여 지난 몇 년간 춘계 학

술발표회를 일산KINTEX에서 개최하면서 제

기되었던 교통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었다. 이

번 셔틀버스 운행실적 통계를 기초로 앞으로 

운행시간대와 운행 횟수조정 등을 개선하면 셔

틀버스 이용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품위 있는 학술발표회와 학회의 재정 

자립도 향상을 위해 학술대회 등록비를 소폭 

인상하여 회원들에게 부담이 되었으나, 61세 

이상 원로회원과 신진연구인력 참가비를 면제

함으로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발전하는 학회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고 생각된다.

이번 춘계총회를 치르면서 일부 발표회 장소

의 협소함과 기기전시회 참여업체의 전시기간 

부족 등 향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 확인되

었다. 이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하여 10월 

14일~16일 대구 EXCO에서 개최되는 추계 

학술대회는 보다 원만한 학술발표회가 되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이번 총회와 학술발표회가 활발한 학술발표, 

토론과 성숙된 분위기에서 진행된 것은 회원 

여러분들의 참여와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참여해 주신 회원 여러분, 공식후원사, 기기전

시회 참여기업체와 학회 사무국의 변함없는 지

원과 노력에 한번 더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 제116회 총회, 학술발표회 및 기기전시회

일 시：2015. 10. 14~16(수~금)

장 소：대구(EXCO)

발표논문：1,382편

등록인원：2,116명

Ÿ 개관

대한화학회 제116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가 지

난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동안 대구 

EXCO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추계총

회 및 학술발표회에서는 지난 3년(7회) 동안 

시행되었던 2박 3일의 학술발표회 일정은 유

지하며 수요일에 학회 주관 특별세션 개최, 금

요일 학술행사의 내실화, 포스터 발표의 목·금

요일 양일간 개최 등 진행방식을 크게 개선하

였으며, 그 동안 축적된 학회 개최 경험과 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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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로 매우 체계적으로 운영되었다. 이렇게 추

계학회가 원만하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준비 단계에서부터 열정적인 수고를 해준 

학회 사무국 직원들과 운영위원, 공식 후원사

와 기기전시회에 참여해주신 업체대표들의 후

원, 그리고 학회에 참석하여 활발한 학술활동

을 펼쳐 준 본회 회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하였

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지면을 빌어 참여한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Ÿ 첫째 날[10월 14일(수)]

학술발표회

이번 제116회 학술대회는 기존의 2박 3일간의 

일정에서 첫째 날인 수요일 오후에 발표되던 

포스터 발표를 목요일과 금요일 양일간으로 나

누어서 발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진행 방식이 변경된 사항과 세부 행사 일정을 

회원들에게 학회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메일 발

송을 통하여 학술발표회 전에 충분히 공지하였

다. 특히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세부 일정과 대

한화학회 주관 세션의 안내문을 제작하여 회원

에게 메일로 발송하였으며, 특별세션의 경우 

세션 별로 나누어 사전 공지를 함으로써 효율

적인 홍보를 하고자 하였다. 

변경된 일정에 따라, 학술대회 첫째 날인 수

요일에는 회원들의 요청에 의한 특별세션 

[Quantum Chemistry: An Essential Tool 

for Modern Chemistry]과 학회 주관 특별 

세션으로 화학물질 안전 심포지엄, 튜토리얼 

[Photochemistry Tutorial for OLED 

Applications: Energy- and 

Electron-Transfer Processes in Excited 

States], 그리고 신진연구자 학술포럼Ⅰ과 II가 

개최되었다. 특히 ‘화학물질 안전 심포지엄’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화학물질 안전’을 주제

로 대구 경북 지역 유관 기관과 업체의 임직원

을 초청하여 개최하였다. 이 심포지엄에는 한

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화학물질안전원을 비

롯하여 석유화학업체, 대학의 관련 학과 등에 

소속된 전문가가 연사로 참여하여 금년 1월부

터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의 주요 내용

을 소개하고, 이에 따르는 장외영향평가제도와 

위해관리계획서를 중심으로 기업의 대응방안

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또한 이번 학술발표회

에서는 회원들의 요청에 의한 특별세션을 신설

하였으며, 공모를 통해서 양자화학이 선정되어 

관련 회원들의 많은 호응 속에서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그리고 각 분과회 주관 심포지엄

에 발표할 기회를 얻기 어려운 최근에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외국에서 귀국한 신진연구자들

에게 최근에 수행한 연구 결과 발표와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처음으로 

시도된 “신진연구자 학술 포럼”이 성황리에 개

최 되었으며, 예상보다 신청자들이 많아서 모

든 신청자들에게 발표기회를 주지 못한 아쉬움

이 있었다.

학술발표회 첫째 날인 수요일에 특별 세션에 

참가하는 회원들이 기존의 무인 키오스크 출력 

시스템과 현장 등록 도우미들을 통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요일 참가자들을 위한 

물품보관소를 운영하였으며 초록집도 배포하

였다. 또한 당일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발표 

참가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면서도 참가

자들의 저녁 스케줄도 원활하게 되도록 발표 

시간을 이른 오후에 실시하였다. 발표장에서는 

커피가 제공되었으며, 마지막 일정으로 참석자

들을 대상으로 경품 추첨 행사가 진행되었다.

평의원회

10월 14일(수) 오후 5시부터 EXCO 306A호

에서 평의원회가 열렸다. 식순에 따라 김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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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의 개회사가 있었으며, 이상기 총무부회장

의 진행에 따라 부산대 주정민 한국화학올림피

아드 여름학교 교장에게 공로패 증정이 있었

다. 이어서 이상기 총무부회장의 주요 회무보

고, 회원현황 보고 및 2015년도 일반·특별회

계 집행현황 보고가 있었고, 대한화학회지의 

SCI(E) 등재 추진 방안과 세칙의 제정 및 개정

에 관한 보고가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총회 

의결 안건 사전 심의로 2016년도 임원, 사업

계획, 일반·특별회계 예산에 관한 사항을 이창

희 차기회장과 김학원 차기총무부회장이 보고

하였다.

Ÿ 둘째 날[10월 15일(목)]

학술발표회

이번 대한화학회 제116회 추계총회 및 학술발

표회에서는 2박 3일 동안 기조강연 1편, 기념

강연 1편, 분과기념강연 11편을 포함한 분과

별 심포지엄 발표 131편, 대학원생 및 초중등

교사/화학교육 구두발표를 포함한 총 112편의 

구두발표와 1,126편의 포스터 발표를 포함해

서 모두 1,382편의 학술발표가 있었다. 특히 

회원들의 요청에 의한 특별세션, 화학물질 안

전 심포지엄, 튜토리얼, 그리고 의약화학 심포

지엄이 학회주관으로 개최되었다. 또한 이번 

학술발표회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된 “신진연구

자 학술 포럼”이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젊은 

외국인 참석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와 학회의 국

제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지난 춘계 학술발회에 

처음으로 시도되었던 “외국인 발표세션”에 외

국인 학생들의 구두발표가 이번 학술발표회에

서도 진행되었다.  

학술발표회 둘째 날인 목요일 오전 9시부터 

각 분과별로 활발한 구두발표가 실행되었다. 

특히 오전에는 외국인 학생발표와 대부분의 분

과 세션에서 대학원생들이 직접 발표하는 구두

발표가 진행되었는데, 대학원생들이 적극적으

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날 기조강

연 1편, 수상 기념강연 1편, 분과 수상기념강

연 7편, 외국인 학생발표 그리고 8개 분과의 

구두발표와 11개 분과의 심포지엄이 개최되었

다. 분과별 발표세션과 각 심포지엄은 EXCO 

전시장의 11개 발표장에서 분산 개최되었다. 

목요일 오전에는 전년도처럼 기조강연 대신 분

과별 구두발표를 진행함으로써 회원들이 보다 

더 활발한 분위기에서 이들 세션에 참여할 수 

있었다.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여 발표장마다 

청중들이 채워지고 활발한 학술활동이 이루어

졌다. 

목요일에는 오전에 구두발표와 목, 금요일 

양일간으로 분산된 1일차 포스터 발표, 그리고 

오후에 총회와 분과별 심포지엄이 개최되어 가

장 많은 회원들이 등록하는 이 날 등록자들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었으며, 사전등록자들이 직

접 명찰을 출력할 수 있는 무인 키오스크 출력 

시스템도 성공적으로 운영되었고, 20명의 현

장 등록 도우미들이 적극적으로 도와 주어 

2,000명에 달하는 등록자들이 큰 불편 없이 

이날 개최된 학술발표회와 포스터 발표에 참여

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학술발표회는 등록

처, 초록 배부처, 총회장, 분과별 구두발표 및 

심포지엄 발표장, 포스터 발표장, 기기전시장 

등이 모두 EXCO 건물의 한 층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선을 조정하여 회원들이 편리하게 

학술발표회에 참여할 수 있었다.

둘째 날인 목요일 각 분과 구두발표와 심포

지엄은 아래의 다양한 주제로 오전과 오후에 

걸쳐 진행되었고, 특히 대한화학회 학술진보상 

수상기념강연을 포함한 JAIMA 한일공동 심포

지엄(분석화학회), 분석화학학술상(분석화학), 

젊은 무기화학자상(무기화학), 젊은 물리화학

자상(물리화학), 이대실 젊은 생명화학자 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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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명화학), 장세희 학술상(유기화학), 최규

원 학술상(전기화학) 수상기념강연이 개최되었

다. 각 분과별 심포지엄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고분자화학: Polymers for Drug Delivery 

System / 무기화학: Designer Molecules 

and Assemblies for Energy Conversion 

and Signal Transduction / 물리화학: 

Advances in Spectroscopic Investigation 

of Molecules and Clusters / 분석화학: 

Diverse Technologies in Spectroscopy - 

Joint Symposium with JAIMA / 생명화학: 

Protein Biochemistry and Biotechnology 

/ 유기화학: Division of Organic 

Chemistry Symposium / 의약화학: 

Current Trends for Infectious Disease / 

재료화학: Recent Trends in Materials 

Research for Emerging Electricity 

Storage Devices / 전기화학: 

Electrochemistry as a Core Discipline in 

Energy Conversion and Storage 

Research I / 화학교육: Current Trends in 

Chemistry Education / 환경에너지: Next 

Generation Energy Storage Systems / [외

국인 학생 발표] Oral Presentation for 

Young International Chemists

포스터 발표 1

이번 제116회 학술대회에서는 2박 3일 일정의 

첫째 날인 수요일 저녁에 모든 포스터를 발표

하던 지난 몇 년간 진행되어오던 형식을 변경

하여, 포스터 발표를 목, 금요일 양일간에 나누

어 실시하였다. 또한 포스터발표는 EXCO 전

시장 3층 그랜드볼룸에서 기기전시회와 같은 

장소에서 이틀 동안 분산 발표함으로써 회원들

의 기기전시회 참여업체 전시장 방문기회를 늘

리고, 더불어 그동안 기기전시회 참여업체의 

전시기간 부족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였다. 

전체 1,126편 중에서 목요일에 무기화학, 

생명화학, 유기화학, 의약화학, 초등교사·화학

교육, 환경에너지 분과회 562편의 포스터가 

오전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90분간 발표되

었으며 약 2,000여 명의 등록회원들이 포스터 

발표회를 토론과 교류가 가득 찬 즐거운 축제

의 장으로 만들었다. 각 분과에서 위촉된 심사

위원들이 엄격하게 심사를 하여 총 40편(목, 

금요일 각 20편)의 우수포스터를 가려내었다. 

다시 본회에서 위촉한 심사위원들에 의한 2차 

심사를 통해 동우화인켐 포스터상 2편(목, 금

요일 각1편), 세진시아이 포스터상 2편(목, 금

요일 각1편), WISET 포스터상 1편의 수상작

들을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이날 선정된 수상

자들에게는 개별 통보하고 총회에서 수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동우화인켐 대학원생 선

정 포스터상은 6편의 수상작(목·금요일 각 3

편)들이 선정되었다. 

한편 과학문화 행사의 일환으로 학술발표회 

기간 중에 ‘분자와 자연, 그리고 우리’라는 주

제로 지난 4~5월에 시행되었던 화학포스터 시

화전 수상작들을 발표장 근처에 전시하여 참가

자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기기전시회

제116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에서 기기전시회

는 EXCO 전시장 3층 그랜드볼룸과 전면홀에

서 열렸다. 동일시마즈㈜, 동우화인켐㈜, 세진

시아이 그리고 주식회사 신코의 특별 부스의 

전시는 전면 홀에서 진행되었으며, 그 중에서 

세진시아이 부스에서 초록과 초록집이 내장된 

USB를 배부하였다. 

선정된 우수포스터들을 기기전시장 안에 상

설 전시하고, 대학원생이 선정하는 동우화인켐

㈜ 대학원생 선정포스터상(6편)을 시행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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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전시회에 회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

법들을 올해에도 계속 시행하였다. 또한 발표

장에는 커피와 다과 케이터링이 제공되었으며, 

목요일과 금요일 오전에 조식대용으로 세심하

게 준비한 도너츠도 특히 많은 인기가 있었다. 

한편 회원들의 기기전시회 부스 방문을 독려하

기 위해서 각 부스에서 확인 도장을 받아 10개

를 받으면 경품 추첨에 응모할 수 있도록 한 

전통을 살리고, 경품을 푸짐하게 마련하여 많

은 회원들이 즐겁게 참여하는 기기전시회가 되

도록 하였다. 

특히 기기전시회에는 전날에 이어서 목요일 

오후 5시 30분과 금요일 오후 4시 30분에 두 

차례의 경품 추첨이 있었으며 많은 회원들의 

참여가 있었다. 이번 기기전시회에는 올해 개

최된 IUPAC 등의 국제학회 기기전시회 참여

와 국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총 

42개의 업체가 참여하여 데모 장비와 최신 제

품들을 전시하여 자사의 이미지와 제품에 대한 

홍보에 열을 올렸으며 회원들 또한 기기전시회

를 통해 화학 관련 업체들의 최신 제품들과 기

술 수준에 대한 유용한 정보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이번 학술발표회에서는 

최근 수년간과 달리 포스터 발표를 기기전시회

와 같은 공간에서 개최함으로써 회원들의 기기

전시회 참여업체 전시장 방문기회를 늘리고자 

하였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가나다 순) (재)경주

화백컨벤션센터,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

단, 대정화금㈜, 덕산약품공업, 동우화인켐㈜*, 

동일시마즈㈜*, 레이비스㈜, 머크 주식회사, ㈜

모두테크놀로지, ㈜바이오메카트로닉, ㈜바이

텍켐스, ㈜비케이인스트루먼트, 사이플러스, 

㈜상기, ㈜석림랩텍, ㈜선일아이라, 세진시아

이, ㈜수림교역, 써모사이언티픽코리아, 씨그

마알드리치코리아(유), 씨엔티교역, ㈜아이에

스엠아이엔씨, 알파에이사, ㈜에스코넥, 엘스

비어 코리아, 엠케이에스코리아 유한회사, 올

림푸스한국㈜, 이시다코리아, ㈜이우과학교역, 

자유아카데미, 주식회사 신코*, 주식회사와이

엠씨코리아, 케이맥, 케이엔에프뉴베르거, ㈜

케이오에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분

석기술연구소, 한국피셔과학㈜, 호리바코리아

㈜, CAS, Pall Korea Limited, WILEY 등의 

42개 업체가 부스를 설치하여 전시를 실시 하

였다. (*특별부스) 이 지면을 빌어 기기전시회 

참여업체들에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총회 

10월 15일(목)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제116회 

대한화학회 총회가 오후 4시부터 2시간여 동

안 EXCO 325호에서 개최되었다. 총회가 시

작하기 전에는 지난 8월 7일부터 14일까지 부

산 BEXCO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된 IUPAC- 

2015(제48차 IUPAC 총회 및 제45차 세계화

학대회) 개최 결과를 보고하는 홍보 동영상을 

상영하였다. 총회는 전년도처럼 총 2부에 걸쳐

서 실시되었는데, 1부에서는 미국 UC버클리

대학교 화학과 김성호 교수님을 초청하여 기조

강연을 실시하였고, 2부에서 총회가 실시되었

다. 총회를 기조강연과 연계하여 진행함으로써 

회원들의 높은 총회 참여도를 자연스럽게 유도

한 것으로 판단된다.

1부: 기조강연

이번 학술발표회의 기조강연은 미국 UC버클

리대학교 화학과 김성호 교수를 초청하여 10

월 15일(목) 4시부터 325호에서 이루어졌다. 

1970년 세포 내에서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

노산을 운반하는 생체물질(tRNA)의 3차원 구

조를 처음으로 확인하여 한국인 중 노벨상에 

근접해 있는 과학자로 평가받는 김성호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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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버클리대학교 화학과 교수는 ‘흑색종 치료

제 젤보라프(zelboraf: 베무라페닙)의 발견과

정: 암 치료요법에 있어서의 화학적 접근법의 

광범위적 결과(Discovery Process of 

Cancer Drug Zelboraf: Broader 

Implications of Chemical Approaches to 

Cancer Therapy)’라는 주제로 그 동안의 신

약개발 과정과 연구활동 결과를 창업으로 연결

하는 과정에 대해 1시간 여에 걸쳐 열띤 강연

을 하였으며, 기조강연에 300여 명 이상의 청

중들이 몰려 성황을 이루었다. 

2부: 총회

2부의 총회는 김시중, 심상철, 윤민중, 강한영, 

최중길 전임회장 등의 원로 회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낸 가운데 이상기 총무부회장의 사회

로 김홍석 회장의 개회사가 이어졌다. 먼저 이

태규 학술상을 윤문영 교수(한양대)가 수상하

였으며, 차근식 아이센스 대표이사가 화학경영

자상, 김명운 디엔에프 사장이 기술진보상, 박

은미 회원(광남고)이 초중등학교화학교사상, 

그리고 박인혁(경상대), 배한용(성균관대), 성

영모(연세대), 이동우(중앙대), 홍종욱(KAIST) 

박사가 우수박사학위논문상을 수상하였다. 또

한 외부상으로 김준수 교수(이화여대)와 임미

희 교수(UNIST)가 KCS-Wiley상, 송현규 교

수(고려대), 임만호 교수(부산대)가 Sigma- 

Aldrich 화학자상, 그리고 하윤경 교수(홍익

대)가 아이센스 여성화학자상을 수상하였다. 

그리고 포스터상은 이번 학술발표회에서 목요

일과 금요일 양일간 발표하는 것으로 변경된 

포스터 발표방식으로 인하여, 목요일에 결정된 

동우화인켐㈜ 포스터상, 세진시아이 포스터상, 

그리고 WISET 포스터상은 금요일에 결정되는 

포스터상 수상자와 더불어 학회 종료 후 개별 

발송하기로 하였다. 

이들 시상이 끝난 후에는 이상기 총무부회장

의 2015년 현재 주요 회무 보고, 회원 현황 보

고, 2015년도 일반‧특별 회계 집행 현황 보고

가 있었고, 대한화학회지의 SCI(E) 등재 추진 

방안과 세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보고가 김

홍석 회장의 보충설명과 배포한 서면자료로 이

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총회 의결 안건으로 

2016년도 임원, 사업계획, 일반·특별 회계 예

산에 관한 사항을 이창희 차기회장과 김학원 

차기 총무부회장이 보고하였으며 참석한 회원

들에 의해 그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졌다.

Ÿ 셋째 날[10월 16일(금)]

학술상 수상 기념 강연

학회 마지막 날인 10월 16일(금) 오전 11시, 

325호에서 이태규학술상을 수상한 윤문영 교수

(한양대)의 기념 강연이 단독으로 개최되었다. 

윤 교수는 ‘Development of a chem-

ical-based potent anti-bacterial agent 

and a novel small molecule-based ther-

agnostic agent for disease’라는 제목으로 발

표하였으며 많은 회원들이 강연에 참석하였다. 

학술발표회

학술발표회 셋째 날인 금요일에 수상 기념강연 

1편, 분과 수상기념강연 3편, 그리고 10개 분

과의 16개 심포지엄이 개최되었으며, EXCO 

전시장의 8개 발표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

다. 마지막 날 오후까지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

여 발표장마다 청중들이 채워지고 활발한 학술

활동이 이루어졌다. 고분자화학, 무기화학, 물

리화학, 분석화학, 유기화학, 재료화학, 전기화

학 분과는 금요일 오전과 오후에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구두발표를 포함하여 학술발표회 기

간 동안 총 4번의 발표세션을 운영하였다. 오

전까지 개최되던 예년과 달리 금요일 오후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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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신약심포지엄을 포함한 8개 분과의 심포

지엄을 개최함으로써, 교육 및 산업체 회원들

의 참여를 유도하고 금요일 학술행사를 내실화

하고자 하였다.

셋째 날 각 분과 심포지엄은 아래의 다양한 주

제로 오전과 오후에 걸쳐 진행되었고, 특히 화학

회 주관 특별세션인 신약 심포지엄을 포함한 생

명&유기화학 공동심포지엄, 분석기술상(분석화

학), 우수연구자상(재료화학), 그리고 김명수 학

술상(물리화학) 수상기념강연이 개최되었다. 각 

분과별 심포지엄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신약 심포지엄: Recent Trends in Drug 

Discovery Based on Chemistry / 고분자화

학: Organic Materials for Solar Cell 

Applications / Conjugated Polymers for 

Organic Thin Film Transistors / 무기화학: 

Recent Trends in Bioinorganic 

Chemistry / Recent Trends in Inorganic 

Materials / 물리화학: Computational 

Materials Design / Physical Chemistry in 

Low Dimensions / 분석화학: Material 

Sciences in Analytical Chemistry / Oral 

Presentation of Young Analytical 

Chemists II / 생명&유기화학 공동심포지엄: 

Joint Symposium between Organic and 

Life Chemistry Divisions: Biomolecules 

and Biomimetics / 유기화학: Division of 

Organic Chemistry Symposium II / 재료

화학: Recent Advances in Nanocatalysts 

/ New Visions in Nano-Materials 

Chemistry / 전기화학: Electrochemistry 

as a Core Discipline in Energy 

Conversion and Storage Research II / 

Electrochemistry as a Core Discipline in 

Energy Conversion and Storage 

Research III / 환경에너지: Fuel Cell Based 

Energy Conversion Systems.

포스터 발표 2

앞에서 설명한대로, 이번 학술발표회에서 포스

터 발표는 기존의 형식을 변경하여 목, 금요일 

양일간에 나누어 실시하였다. 금요일 포스터 

발표는 오후 1시부터 2시 30분까지 90분간 

EXCO 전시장 3층 그랜드볼룸에서 기기전시

회와 같은 장소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고분자

화학, 공업화학, 물리화학, 분석화학, 재료화

학, 전기화학 분과회 564편의 포스터가 발표

되었으며,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여 활발한 학

술토론과 교류가 이루어졌다.

이번 총회에서는 본회와 후원사들의 후원을 

통한 많은 종류의 우수 논문상 및 포스터상과 

상금을 수여함으로써 미래 한국의 화학을 짊어

질 젊은 화학도들을 격려하였다. 우수포스터상

은 목요일과 마찬가지로 각 분과에서 위촉된 

심사위원들이 엄격하게 심사를 하여 20편(목, 

금요일 총 40편)의 우수포스터를 선별하고, 이

들 포스터 중에서 다시 본회에서 위촉한 심사

위원들에 의한 2차 심사를 통해 전날에 이어 

동우화인켐 포스터상과 세진시아이 포스터상 

각1편의 수상작들을 선정하였다. 이날 선정된 

수상자들과 동우화인켐 대학원생 선정 포스터

상 수상자들에게 개별 통보하고 상장과 상품을 

추후 발송하기로 하였다. 

기기전시회

전날에 이어 금요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기기전

시회가 진행되었다. 이번 학술발표회에서도 기

기전시장내에 초록USB 배포, 10개 전시부스 

방문 시 경품 응모권 부여, 목요일과 금요일 두 

차례 경품 추첨, 커피 및 다과 케이터링 비치 등

의 화학회 후원사와 기기전시회 참여업체의 전

시 부스에 더 많은 회원들이 더 즐거운 분위기

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 전통을 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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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금요일 오후에 

포스터 발표와 심포지엄 개최로 금요일 일정의 

내실화, 기기전시장과 같은 공간에서 포스터 

발표, 그리고 효율적인 전시부스 배치를 통한 

기기전시장 참여 회원의 수와 참여시간이 확대

됨으로써 그 동안 제기되었던 기기전시회 참여

업체들의 전시기간 부족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해소되어, 학회와 관련 후원사들의 상호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수요일과 목요일에 이어서 금요일 오후 분과 

심포지엄이 종료된 후인 4시 30분에 수백 명

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전날과 마찬가지로 흥겨

운 축제 분위기에서 추첨과 함께 푸짐한 경품 

행사가 진행되었다.

Ÿ 마무리

이번 학술발표회는 기존 2박 3일 일정의 유지 

하에 포스터 발표의 목·금요일 양일간 분산 개

최, 포스터 발표장과 같은 공간에서 기기전시

회 진행, 수요일 학회 특별세션 위주 운영, 금

요일 일정의 내실화, 신진연구자 학술포럼 신

설, 공모를 통한 회원 요청 특별세션 신설, 수

요일 외국인 학생발표 세션 지속 운영, 교육 및 

산업체 회원의 참여 유도, 조식 대용 케이터링 

준비 등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발표방식 개선을 통한 회원들의 참여 

확대, 체계적인 운영과 학술 발표 활성화, 비효

율성 보완, 기기전시회 참여업체의 홍보 효율

화 등의 본 학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금년

도 운영위원회의 노력은 많은 회원과 후원사 

및 기기전시 참여업체들의 감사와 지지를 확인

한 것이 큰 소득이었다고 생각된다.

이번 총회와 학술발표회가 활발한 학술발표, 

토론과 성숙된 분위기에서 진행된 것은 회원 

여러분들의 참여와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참여해 주신 회원 여러분, 공식후원사, 기기전

시회 참여기업체와 학회 사무국의 변함없는 지

원과 노력에 한번 더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16

(운영위원회)

▶ 2016년 운영위원회

대한화학회 2016년 운영위원회는 ‘화학으로 

미래로(Chemistry for the Future)’라는 슬

로건을 내걸고 총무, 기획, 학술, 산학협력, 국

제협력, 홍보, 조직, 교육 등 총 8개팀에 8명의 

부회장과 12명의 실무이사가 선임되어, 2015

년 초부터 학회 운영을 위한 준비를 충실히 진

행해 왔다. 그 동안 총 5회의 예비운영위원회

를 개최하면서 학회의 현황을 파악하고 2016

년에 진행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특히 2015년 7월 17일 양평 힐하우스에서 전

체 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을 개최하

면서, 기본에 충실한 화학회, 학술 활동 중심의 

화학회, 소통하고 협력하는 화학회, 화학의 대

외 이미지 재고를 위해 노력하는 화학회, 향후 

70년을 준비하는 화학회, 국제적 학회활동을 

강화하는 화학회 등의 운영기조와 비전을 공유

하며 본격적인 준비활동을 수행하였다.

예비운영위원회에서는 1)2016년 대한화학

회 운영위원 구성, 2)2016년도 춘·추계총회 

및 학술대회 장소, 일정 및 학술발표회 구성 논

의, 3)대한화학회 창립 70주년 기념 활동의 성

공적인 개최 방안, 4)대한화학회지(JKCS)의 질

적 향상을 제고하고 SCI(E) 등재를 위한 준비, 

5)차기 이사회, 감사 및 제 위원장 위촉, 6)산·

학·연 심포지엄 및 협력 강화 방안, 7)지부 역

할 및 효율성에 대한 제고 및 개선 방안, 8)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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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실안전위원회 신설 방안, 9)ACC 국내 유치

건 논의, 10)체계적 광고수주 방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었다.

주요 결정사항으로, 2016년 대한화학회 총

회 및 학술발표회 장소 및 일정을 춘계는 

2016년 4월 20~22일(수~금) 경기도 일산 

KINTEX에서, 추계는 2016년 10월 12~14일

(수~금) 부산 BEXCO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

였다. 학술대회에서 61세 이상 원로회원을 우

대하는 기존의 기조를 유지하고, 기조강연 및 

학술상 수상자를 적극 홍보하며, 국제화를 위

한 영어전용 발표세션 확대, 산업체 참여 프로

그램의 지속적 개발, 대학원생을 위한 전문 튜

토리얼 강좌 및 특별주제 세션 등을 개설하기

로 하였다. 학회의 초록이 신속하게 홈페이지

에 업데이트 되고 회원들에게 송부될 수 있도

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대한화학회 70주년 기념행사는 개원 40주년

을 맞는 한국화학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행하기

로 하였으며, 추계 대한화학회 총회 및 학술발

표 기간 중에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로 하

였다. 이 기념 특별심포지엄에는 노벨상급 외

국학자 및 대중적 인지도가 있는 국내외 저명 

연구자를 초빙하기로 하였다.  대한화학회 및 

한국화학연구원은 공동으로 이 행사의 성공적

인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2016년부터 매월 2, 4주 금요일에 정

기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학회 운영 전

반에 관한 현안들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

다. 또한 학회의 모든 위원회와 분과회 및 지부

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모든 회원들이 학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 1월 운영위원회 

2016년 대한화학회 운영위원회는 창립 70주

년이 되는 원숭이의 해를 맞아 ‘화학으로 미래

로(Chemistry for the Future)’라는 슬로건

을 내걸고 힘차게 시동을 걸었다. 

지난 1월 6일(수) 오전에는 전년도 운영위원

회로부터 회무 및 재무에 대한 인수인계식을 

가졌다. 인수인계식에는 2015년 김홍석 전회

장, 이상기 전총무부회장, 금교창 전실무이사

가 참석하였고, 이창희 신임회장, 김학원 총무

부회장 및 옥강민 실무이사가 참석하여 원만하

게 진행되었다. 또 1월 6일 오후에는 화학관련

연합회에서 주최한 신년하례식이 한국과학기

술회관에서 개최되어 화학관련연합회 소속 원

로, 신임회장 및 임원들이 참석하여 신년 인사

하는 자리를 가졌다. 

1월 8일(금)에는 2016년 제1차 운영위원회

가 개최되어 2016년 학회 운영 계획, 각종 보

고사항 및 의결 사항들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7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

로 학회사무국에서 제작한 특별 로고를 사용하

고, 2016년 추계총회에서 70주년 기념 국제심

포지엄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세계적인 석학 

및 노벨상급 연사 5~6인을 초빙하여 화학연구

원 40주년 기념행사와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지금까지 박홍근 교수(하버드대, 물리

화학), Omar M. Yaghi 교수(버클리대, 무기

화학), Amir H. Hoveyda 교수(보스턴대, 유

기화학)가 초청 연사로 확정되었고, 세 분의 연

사를 2월 중으로 더 섭외하기로 하였다. 

2016년 춘계총회의 기조연설을 하실 분으로 

한미약품 이관순 사장을 확정하였으며, 70주

년을 맞이하여 대한화학회의 역사를 되돌아보

는 행사로 70주년 기념 화학회 역사 사진전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학회의 70년 역사와 관련

된 흐름을 회원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며 학

회발전의 숨은 공로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기로 

하였다. 기념 역사 사진전을 위해 화학회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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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화학관련연합회, 화학회관 등에 보유중인 

기록 사진뿐만 아니라 개인 회원들이 보관하고 

있는 사진을 적극 발굴하기로 하였다. 이번 춘

계총회에는 SRC 연구단 심포지엄, IBS 연구단 

심포지엄, 기초연구발전전략 포럼, 튜토리얼 

세션 등 4개의 특별 세션을 수요일에 개최하기

로 확정하였다. 학회, 조직책임자 및 해당분과 

간사에게 개최되는 심포지엄 및 특별세션에 대

한 적극 홍보를 요청하고, 관심있는 외부 기관

에도 시기를 맞추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였

다. 또한 화학물질 안전과 관련된 관심과 제도

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학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 마련을 위해 연구실안전위원회를 신

설하는 안을 마련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 의결

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당일 운영위원회가 끝

난 다음 운영위원들과 사무국 직원들이 서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1월 22일(금)에는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

하여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논의하였다. 먼

저 화학적성시험(Chemistry Aptitude Test, 

CAT)을 2016년에는 5월과 8월 2회 실시하

고, 2017년부터는 매년 2월과 8월에 정기적으

로 실시하기로 하였고, 이에 대한 홍보를 위하

여 기출문제를 화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화학적성시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자세한 안내문을 화학 관련 학

과의 학과장 및 대형과제 책임자 등에게 발송

하기로 하였다. 또한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

회에서 개최하는 2016년 다산컨퍼런스(대주

제: 기후변화 대응방안)에는 한국화학연구원 

탄소자원화 연구관련 정책연구팀의 소주제를 

추천하기로 결정하였다. 2016년도 선거관리위

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 따라 당연직 

위원, 전임회장, 분과회 및 지부장 등을 포함한 

총 15인을 선임하고, 이를 1월 29일(금)에 개

최되는 제1차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1월 22일(금) 저녁 6시 30분에는 학회 지부

장 및 분과회장들과의 연석 간담회를 개최하였

다. 이 자리에서는 2016년도 학회의 운영 방

향과 사업 계획을 소개하고 지부 및 분과회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또한 학회의 각종 행사(춘

계총회 특별세션 등)에 지부와 분과회의 적극

적인 참여를 부탁하였다.  

▶ 2월 운영위원회 

2016년 1월 29일(금) 오후 4시 한국과학기술

회관 아이리스홀에서는 2016년 제1차 이사회

가 개최되었는데, 총 19명의 이사 중 13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가 참석하였다. 제1차 이사

회에서는 의결안건으로 2016년도 선거관리위

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회장 선출 규정 중 일부 

모호한 문구를 개정하여 추진하기로 하고, 학

술지간행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전임 위

원장의 잔여기간까지 선임하기로 하였으며, 연

구실안전위원회를 설립하고 위원장을 인하대 

이익모 교수로 선임하기로 하였다. 

또한, 2018~2021년 학술발표회 개최장소

를 승인하였고, 분과회 2015년도 회무 및 결

산, 2016년도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으며, 대한

화학회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등을 처리하였다. 

제2차 이사회는 3월 24일(목) 오후 4시에 같

은 장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16년 2월 3

일(수) 오후 4시 대한화학회 회의실에서는 

2016년도 제1차 기금위원회가 총위원 12인의 

전원 출석 하에 개최되었다. 제1차 기금위원회

에서는 2016년도 기금 현황의 확인, 종신기금 

분리 및 종신회원의 존속 여부, 화학교육·홍보

기금 통합, SSC kit 기금 통합 등이 논의되었

다. 2016년 2월 17일(수) 오후 5시 30분에는 

서울역 진진바라에서 2016년도 제1차 여성위

원회가 개최되었는데, 위원 10인이 참석하여 

춘계 학술대회에서 있을 특별심포지엄(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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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기업이 원하는 과학기술 인재상)의 준

비, 여성과총 사업에 여성 화학인의 적극 참여, 

기타 여성위원회 발전을 위한 안건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2월 22일(월) 오후 6시에는 한국

화학관련학회연합회의 2016년 제1차 이사회 

및 제21차 총회가 서울역 티원에서 개최 되었

는데, 화학관련연합회 소속 임원들이 참석하여 

2015년 회무결산 및 회계결산, 정관개정에 대

한 승인을 의결하였다. 2월 26일(금) 오후 2시

에는 연구실안전위원회 준비모임이 학회 회의

실에서 개최되었는데 위원장, 회장을 비롯한 

운영위원 6인이 참석하여 위원선임, 운영계획, 

협력사항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2월 12

일(금) 오후 4시에는 2016년 제3차 운영위원

회가 학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어, 춘계학술발표

대회 홍보, ACC 참석 건, 대한화학회지 SCI(E) 

등재관련 등 각종 사항들을 토의하였다. 춘계

학술발표대회에서 개최되는 심포지엄과 포럼 

등의 홍보는 확정된 건부터 안내문을 발송하기

로 하고, 소요비용 및 예산을 확인하였으며, 학

회 설립 70주년을 기념하여 참가자들 중 선착

순 5백 명에게 목요일 포스터발표 후 점심 도

시락을 지급하고 포럼 참가자들에게는 간단한 

기념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추계총회에서는 

수요일에 특별심포지엄이 있으므로 기조강연 

대신 70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이에 대한 구체적연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3

월 16일부터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개최예정인 

ACC에는 경북대 박종석 교수가 수상자 자격

으로 참석하면서 대한화학회 대표로 총회에 참

석하도록 하였다. 새로운 업체와 학회 간 협약

을 진행할 때는 분과 차원에서 처리하는 것보

다 창구를 학회로 일원화하여 공신력을 증대시

키고 업무 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분과에 적극 홍보하기로 하였다. 대한화

학회지 SCI(E) 등재와 관련해서 영문/국문 분

리 편집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수정해야 

할 세칙 등이 있는 지 점검하고, 연구력이 우수

한 연구자들을 편집위원으로 활용하여 매년 논

문을 투고하도록 하는 등 제반 문제들에 대해 

소수 의견을 존중하면서 장기적으로 조치하도

록 논의하였다.

2월 26일(금) 오후 4시에는 2016년 제4차 

운영위원회가 대한화학회 회의실에서 개최되

었다. 이 운영위원회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회

장 선출 규정 중 모호성이 있는 문구에 대한 

수정안을 확정하여 변경하고 2차 이사회에 상

정하기로 하였다. 춘계 학술발표회의 초록 제

출 마감 결과 총 1209편이 등록된 것을 확인

하고 제출 기한을 더 이상 연장하지는 않기로 

결정하였다. 학회 창립 70주년 후원제안서를 

운영위원들이 적극 홍보하고, 종신기금은 분리

하지만 종신회원 제도는 현행 제도를 유지시키

되 연회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기로 논의하였

다. 또한 회원들에게 건전한 기부 문화를 장려

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화학세계에 소개되는 신진연구자 소개

를 대학 및 연구소에 더욱 적극적으로 활성화

하여 정회원 확보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논의하였다. 모바일 허브를 이용한 학회 홈페

이지 활용에 대해 학술발표회의 초록 검색 및 

스케줄링 기능과 연계해서 이점이 있는지 상세

히 검토하기로 하였다. 추계학술발표회의 국제 

심포지엄 연사 6인에 대한 섭외를 확정하였고, 

각종 수상자에 대한 심사는 3월 4일 학술위원

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2016년도 미래부 

및 교육부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에 관련된 원

고가 화학세계 3월호에 게재되게 하였고, 춘계 

학술대회에서 실시될 기초연구정책포럼은 3월 

중 별도의 안내장이 공지되도록 하였다. 70주

년 기념 사진전과 관련해서 춘계 학술대회에서

는 5분 동영상을 준비하여 회장님 인사 및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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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학회 광고 위주로 기획하고, 추계 학술대회

에서 약 50여 점의 사진을 가지고 사진전을 실

시하기로 결정하였다. 

▶ 3월 운영위원회 

2016년 3월 7일(월) 오후 4시 30분에 회장단

은 학회 창립 70주년을 기념하여 후원을 약정

한 에스티팜(임근조 사장)을 방문하였다. 이 자

리에서 에스티팜의 대한화학회에 대한 지속적

인 관심과 후원을 부탁하였고, 이번 후원 약정

을 계기로 향후 더욱 긴밀한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

3월 10일(목) 서울역에서 김철 기획부회장

과 화학연구원 박희동 박사가 대한화학회 70

주년-화학연구원 40주년 기념사업 준비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에서는 추계 학술대회 기간 중 

실시할 기념포럼과 국제심포지엄 기획안을 검

토하고 소요예산, 연사 섭외, 만찬, 기념 동영

상 제작, 기념품 준비 등에 관한 의견을 공유하

고 각 기관에서 상세히 논의한 후 세부 사항들

을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다.

3월 11일(금) 오후 4시에는 2016년 제5차 

운영위원회가 대한화학회 회의실에서 개최되

었다. 이 운영위원회에서는 대한화학회 창립 

70주년 후원제안서 및 제117회 학술발표회 준

비 관련 사항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학

회 창립 70주년 기념 후원제안서를 제작하여 

후원 가능한 업체나 단체에 학회 연혁과 다양

한 사업들을 소개하고 산학협력 교류 등을 통

한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진

행하기로 하였다.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개최

되는 심포지엄과 포럼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장

을 공지하고 추후 추가 발송 등을 통해 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동우화인

켐 심포지엄은 ‘차량용 디스플레이’ 관련 분야

를 주제로 하여 본회와 동우화인켐에서 각각 

관련 분야 연사를 섭외하여 확정하였다.

3월 22일(화)에는 제10회 울산 화학의 날을 

맞아 개최된 한국화학연구원 바이오화학실용화

센터 개소식, 글로벌 리더 특별 초청 강연회, 중

소화학기업의 위기대응 전략 심포지엄 등에 회

장님이 직접 참석하여 축사 및 울산시 화학관련 

단체 및 시장을 비롯한 지역 인사들과 교류를 

가지고 향후 협조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3월 24일(목) 오후 4시 한국과학기술회관 

아이리스 홀에서는 2016년 제2차 이사회가 개

최되었다. 총 19명의 이사 중 15인의 이사와 

1명의 감사가 참석한 제2차 이사회에서는 총 

5건의 안건이 의결되었다. 제117회 총회에서 

시상할 대한화학회상 수상 후보자를 승인하고, 

제117회 총회와 평의원회에서 시상할 공로패, 

감사패, 감사장 증정 후보자를 승인하였으며, 

2015년도 일반·특별 회계 결산과 명시이월금

을 심의 의결하였다. 또한 총회의 이사와 감사 

선출 기능을 이사회의 기능으로 개정하여 본회 

임원 등기 과정에서 요구되는 법적 절차를 성

실하게 준수하고 공익법인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여 본회의 관련 정관 개정을 승인하였고, 회

장선출 규정과 기금관리에 대한 세칙 개정 등

을 처리하였다. 제3차 이사회는 9월 9일(금) 

오후 4시에 동일한 장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3월 24(목)~27(일)일에 개최된 제96회 일본

화학회 학술발표회 초청 건은 회장님이 대표로 

참석하여 미국화학회 회장, 중국화학회 회장, 

홍콩화학회 회장 등과 교류하였으며, 일본화학

회 학술발표회의 발 빠른 변신을 직접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학술발표의 20%를 영어발표로 

진행하고, 발표순서지 등을 전면 영어로 제작하

였으며,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젊은 과학자들을 

초청하여 다수의 심포지엄을 진행하고 있었다.

3월 25일(금) 오후 4시에는 2016년 제6차 

운영위원회가 대한화학회 회의실에서 개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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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 운영위원회에서는 춘계 학회의 성공

적인 개최를 위해 세부일정들을 검토하고 학회 

기간 중 의전 및 행사 진행에 대한 운영위원들

의 업무 분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였다. 

Bulletin지의 투고 및 심사에 있어서 와일리의 

투고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무료 사용이 가

능하다는 연락과 함께, 일정범위 내에서 본회

의 요구 사항에 맞게 투고 시스템의 개편도 가

능하다는 의견을 와일리로부터 전달받았다. 와

일리와의 1차 계약 종료 후 예상되는 추가 비

용 문제를 포함한 각종 현안문제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준비한 후 와일리와 논의하기로 

하였다. 춘계 학술대회에서 사용할 동영상 순

서와 제작에 필요한 자료 초안을 검토하고 수

정, 보완 사항을 논의하였다. 미국화학회 CAS

의 관리자인 Qiong Yuan 박사가 대한화학회

에 제의해 온 CAS 학술상 제안을 검토하고, 

첫 번째 수상은 가을학회 70주년 기념식에 맞

추어 시상이 가능하도록 의견을 모아 전달하기

로 하였다. 또한 춘계 학술대회에서는 CAS 포

스터상이 시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상의 명칭 문제와 시행 세칙을 제정

하기로 하였다.  

▶ 4월 운영위원회 

2016년 4월 5일(화) 오전 11시에는 동우화인

켐의 2016년 대한화학회 공식 후원 협약식이 

동우화인켐 평택본사에서 개최되었다(참석자: 

동우화인켐—황인우 대표이사, 김상윤 부회장, 

이만녕 관리본부장, 우동희 지원그룹장, 김기

섭 본부장; 대한화학회—회장, 총무부회장, 기

획부회장, 총무실무이사, 사무국장). 본 협약식

에서 동우화인켐은 지속적으로 본회에 대한 후

원을 약속하였고, 협력관계를 계속 잘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4월 8일(금) 오후 4시에는 2016년 제7차 운

영위원회가 대한화학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어, 

춘계 학회에 대한 준비상황을 검토하였다. 학

회기간 중 처음 개최되는 기초연구포럼에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좋은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

록 회원들에게 참여를 적극 독려하기로 하였

고, 동영상 초안을 검토하여 수정할 사항들을 

토의하였으며, 운영위원들의 일정별 역할을 분

담하여 학술대회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종 

점검하였다.

4월 20일(수)~22일(금)에는 제117회(춘계) 

대한화학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가 일산

KINTEX 제2전시장에서 많은 회원들의 적극

적인 참여와 성원 속에 진행되었다. 이번 학술

발표회에는 총 2,4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하

여 1,031편의 포스터 발표를 비롯하여 총 

1,298편의 학술발표가 있었다. 기기전시회에

는 총 48개 업체가 참여하여 58개 부스를 연 

가운데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번 춘계학술대

회는 2012년부터 3일간 진행되는 학술대회의 

기본 틀이 정착되어 가는 과정으로, 많은 화학

회 원로 인사들과 정회원 및 신진 연구자들이 

적극 참여하였다. 이관순 한미약품 대표이사의 

기조강연(제목: 글로벌 신약강국을 향한 도전)

은 많은 젊은 화학자들에게 화학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하고 자부심과 큰 꿈을 갖

게 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화학회 최초로 

개최된 기초연구발전을 위한 심층 토론회에서

는 정부, 기업, 학계의 주요 인사들의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어, 기초연구에 대한 정의 및 중

요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대학 화학교육의 중

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자리가 되었다. 특히 지

난 5년 동안 계속 줄어들고 있는 기초과학 분

야의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도 자세히 분석해 보

는 계기가 되었다. 이외에도 수요일에 진행된 

특별심포지엄(시공간 분해 분광학 및 이미징; 

유기합성: 새로운 반응성과 전략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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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튜토리얼(X-선 단결정 구조 해석의 이론 및 

연습)에 많은 관련 연구자들 및 학생회원들이 

참여하여 큰 관심을 보였고, 목요일에 개최된 

특별심포지엄(국가와 기업이 원하는 과학기술 

인재상)과 동우화인켐 산학협력 심포지엄, 한

국 다우케미칼 우수논문상 수상자 구두 발표도 

유우종 사장님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춘계학술회의를 통해 회원 

및 전시업체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은 철저히 분석하여 향후 

더욱 발전된 학술발표회가 될 수 있도록 보완

할 예정이다.

▶ 5월 운영위원회 

2016년 5월 13일(금) 오후 4시에는 2016년 

제8차 운영위원회가 대한화학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20~22일에 일산 KINTEX에서 개최되었던 대

한화학회 제117회 총회, 학술발표회 및 기기

전시회에 대한 성과를 정리하고 사무국으로부

터 결산 보고를 받았으며, 개선할 사항을 논의

하였다. 이번 춘계학술발표회에는 총 2,373명

의 회원이 등록하여 1,298편의 논문을 발표한 

가운데 활발한 학술발표와 열띤 토론이 이어졌

고, 최근 시행되어 온 2박 3일간의 학술발표회 

기조를 유지하여 그 형식이 점점 정착되어가는 

단계에 이르렀다. 특히 수요일 오후에는 창립 

7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기초연구발전방

안에 대한 정책포럼’, 대학원생들을 위한 튜토

리얼 세션, IBS 특별심포지엄, SRC 특별심포

지엄 등이 개최되어 학술발표회가 매우 체계적

으로 운영되었다. 학회 창립 70주년을 기념하

여 본회의 역사를 돌아보기 위해 제작된 동영

상은 학회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상영되었다. 

한미약품 이관순 대표이사의 기조강연은 많은 

회원들에게 화학의 중요성을 잘 인식시켜주는 

인상적인 자리가 되었고, 연계하여 바로 진행

된 총회에는 많은 전임회장님들과 원로 회원님

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낸 가운데 차분한 분

위기에서 진행되었다. 기기전시회 관련 업체들

로부터는 전시회 진행 및 형식에 대한 만족과 

함께 부스위치 선정과 장기계약 등에 대한 아

쉬움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였

다. 춘계 학술발표회를 치르면서 진행에 있어

서 제기된 일부 개선할 사항들은 앞으로 지속

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

행하기로 하였다. 이 운영위에서는 오는 10월 

12일(수)~14일(금) 부산 BEXCO에서 개최되

는 70주년기념 제118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에

의 준비에 대해 바로 논의를 시작하였다. 특히 

10월 12일에 있을 국제심포지엄은 학술위원회

와 국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행사진행자를 

선임하여 보다 세련된 진행을 위해 진행 리허

설을 실시하기로 하였고, 국제심포지엄을 공동

으로 준비하는 화학연구원과도 본격적인 논의

를 시작하기로 하였다. 추계학술발표회에서는 

특허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로 하였고, 학회

기간이 부산국제영화제와 일부 겹치는 것을 파

악하여 회원들에게 숙소 및 차편 예약에 어려

움이 없도록 미리 공고를 하고 후원사 및 광고 

섭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하였다. 

새롭게 설립된 연구실안전위원회 활동의 일환

으로 7월 13일(수)~15일(금) 제주 서귀포 칼

호텔에서 개최되는 안전관련 국제심포지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본회에서 적극 지원 및 

참석을 하도록 결정하였다. 

▶ 6월 운영위원회 

2016년 5월 27일(금) 오후 4시에는 2016년 

대한화학회 제9차 운영위원회가 대한화학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 운영위원회에서는 

오는 10월 12일(수) 부산 BEXCO에서 개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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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한화학회 70주년-한국화학연구원 40주

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의 준비위원회를 조직하

고, 심포지엄명을 ‘Chemistry: Perspectives 

for the Future’로 정하였으며, 발표순서 및 

좌장 등을 논의하였다. 국제심포지엄의 성공적

인 개최를 위해 모든 운영위원과 사무국 직원

들이 하나가 되어, 홍보를 포함한 실무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미국, 일본, 중국, 영국, 독일화학

회장에게 국제심포지엄 초청 서신을 보내어 기

념행사 및 만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운영위에서는 사진전 준비를 점검하고, 동영상 

재제작 건도 검토하였다. 특히 70주년 기념행

사의 후원사 및 후원그룹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기로 하였다. 10월 12~14일에 개최될 

제118회 총회 및 가을 학술발표회에서는 특허

전략심포지엄을 개최하기로 하고 연사를 섭외

하도록 하였고, 목요일 오후 또는 금요일 오전

에 심포지엄 세션을 구성할 수 있도록 논의하

였다. 또한 2016년 IUPAC 분담금 문제를 논

의하고, 향후 분담금 산정 방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Council meeting에서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학회의 의사를 적극적

으로 전달하기로 하였다. 또 화학교육지를 학술

지로 발간하는 계획에 대해 학술지간행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

을 이사회 및 총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2016년 6월 10일(금) 오후 4시에는 2016년 

제10차 운영위원회가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

어, 우수선도기관 및 업체 광고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추가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 추계학술발표회에서 개최될 70주

년기념 국제공동심포지엄의 연사숙소, 의전 문

제, 만찬 계획 및 청중 동원/관리에 대한 방안

을 상세히 논의하였다. 국제공동심포지엄의 업

무 분장, 추진방식, 예산, 화학세계 특별호 발

행건 등 구체적인 모든 실무 내용들을 최종 결

정하기 위해 화학연구원과 공동준비회의를 소

집하기로 하고, 6월 30일 오전에 서울역에서 

회의를 열기로 하였다. 이 운영위에서는 가을

학회가 본회 창립 70주년임을 감안하여 특별

학술상 및 사무국 직원 특별상을 시상하기로 

하고, 공식후원업체 및 기기전시업체에 특별감

사패를 증정하며, 원로 분께 대한화학회 70주

년 회고사를 부탁하여 화학세계에 게재하기로 

하였다.

▶ 7월 운영위원회 

2016년 6월 24일(금) 오후 4시 30분에는 

2016년 대한화학회 제11차 운영위원회가 중

앙대학교 104관 404호에서 개최되었다. 이 운

영위원회에서는 10월 12일(수)~14일(금) 부산 

BEXCO에서 개최되는 대한화학회 제118회

(추계) 총회 및 학술발표회 준비를 위해 각 부

서별로 전체적인 진행사항들을 점검하였다. 대

한화학회상, 이태규학술상, 외부상 등에 대한 

추천 기한을 확인하고, 마감일 전에  수상자가 

적극 추천될 수 있도록 위원들에게 독려하였

다. 또한 새롭게 화학세계에 연재될 기획 기사

들을 논의하고, 계획 중인 70주년 기념 특별호

에 화학계 원로의 회고사를 게재하기로 결정하

였다. 

6월 30일(목) 오전 10시 30분에는 서울역에

서 대한화학회 70주년-화학연구원 40주년 기

념 국제심포지엄 준비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준비회의에는 화학연구원에서 대외협력본부

장, 대외협력팀장, 대외협력본부 팀원이 참석

하였고, 화학회에서 총무부회장, 학술부회장, 

기획부회장, 총무실무이사, 사무국장이 참석하

여 업무 분장, 추진 방식, 예산 및 비용처리, 

기념품, 홍보 등을 비롯한 상세한 사항들을 활

발하게 논의하여 원만하게 결정하였고,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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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심포지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서로 적

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7월 1일(금)~3일(일)에는 회장님과 총무부

회장님이 중국 대련에서 개최된 제 30회 중국

화학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에 초청을 받아 참

석하였다. 총회에서는 중국화학회와 정식으로 

MOU를 체결하고, 양학회간의 우호 및 교류를 

증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학술교류부터 시작

하여 제반 협력 및 정보 교환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한편 2년마다 한번씩 개최되는 중국화

학회의 학술발표회는 약 11,000명 정도의 회

원이 참여하는 대형 학회로 현재 전반적인 변

화와 국제화를 추구하고 있다.

7월 13일(수)~14일(목)에는 COEX에서 한

국과총 창립 50주년 기념식 및 세계과학기술

인대회가 개최되었다. 회장님, 총무부회장님, 

총무실무이사, 국제협력실무이사가 참석하여 

과총 창립 50주년을 축하하였다. 이 자리에서

는 서울대학교 현택환 교수가 국가최고과학자

상을 수상하였으며, 경상대학교 이심성 교수가 

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2016년 7월 14일(목)~15일(금)에는 제3회 

아시아 실험실 안전 및 교육 컨퍼런스(The 

3rd Asia conference on Safety and 

Education in Laboratory, ACSEL2016)가 

제주 서귀포 칼호텔에서 개최되었는데, 총무부

회장과 산학협력부회장이 참석하여 학회의 성

공적인 개최를 축하하고, 회장님의 축사를 대

독하였으며, 대한화학회 연구실안전위원회에

서 향후 추진 예정인 실험실 안전 문화, 위험 

인지, 실험실 연구자 교육 등에 대한 최신 지식

들을 습득하였다.

2016년 7월 15일(금)~16일(토)에는 2016

년 대한화학회 운영위원 워크숍 및 제12차 운

영위원회가 제주 서귀포 칼호텔에서 개최되어, 

대한화학회 창립 70주년-한국화학연구원 창립 

4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및 대한화학회 추

계학술발표회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분담과 준

비를 하였다. 이 워크숍에서는 학술발표회의 

상세한 일정을 확정하고, 각 프로그램에 대한 

담당자를 배정하였으며, 배포될 심포지엄용 포

스터를 면밀히 검토하였다. 국제심포지엄을 원

만하게 진행할 사회자를 정하고, 연사들의 체

류 일정을 도울 리에종의 역할을 제고하였다. 

어렵게 초청한 유명 연사들을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분과심포지엄, 특별 세션, 간담회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만

찬, 공연, 기념품, 후원업체 확보 및 사진전 개

최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최종 진

행안을 확정하였다.  

▶ 8월 운영위원회 

2016년 8월 12일(금) 오후 4시에는 2016년 

대한화학회 제13차 운영위원회가 대한화학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 운영위원회에서는 

기금위원회에서 요청한 종신회원제도 존속 여

부를 상세하게 논의하기 위하여 회원들의 다양

한 의견을 기획부에서 수렴한 후 향후 재논의

하기로 결정하였다. 학술위원회에서 선정한 수

상후보자 및 학술진보상 세칙 개정을 검토하

고, 운영위에서 결정할 상들에 대해서는 수상 

취지 및 학회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최종 수상

자를 결정하였다. 또한 각종 외부상에 대한 수

상후보자 추천 마감일을 확인하고 운영위원들

의 적극적인 추천을 독려하였다. 2016년 7월 

23일~8월 1일에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개최된 

제48차 국제화학올림피아드에서 금 3, 은 1을 

수상하여 러시아, 루마니아, 타이완과 함께 종

합 2위를 차지한 국제화학올림피아드 대표단

의 성과를 축하하고, 2020년에 개최 예정인 

제52차 국제화학올림피아드를 한국에서 개최

할 의사를 국제화학올림피아드에 피력하였다. 



316 (사)대한화학회 75주년 자료집

부산 BEXCO에서 열리는 추계학술발표대회 

기간에 개최될 사진전에 사용할 사진들을 최종 

선정하고, 선정된 사진에 대한 설명과 순서 등

을 논의하였다. 또한 2016년 6월에 접수한 

Pacifichem 2015의 결과보고에 대하여 검토

하고, 현 분담금 분배방안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해 논의하였다. IUPAC에서 현재 논의가 진

행되고 있는 각국 분담금 재산정을 위한 산출 

공식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에 대한 의견을 요

청해 옴에 따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학회로

서 꼭 제시할 내용을 정리하여 차기 운영위에

서 논의 후 8월 말까지 최종 입장을 전달하기

로 하였다.

8월 18일(목) 오전 11시에는 회장님, 총무부

회장님, 여성위원회 위원장님, 총무실무이사가 

대전에 있는 LG화학 기술연구원(유진녕 원장)

을 방문하여, 올해 국제화학올림피아드에서 거

둔 우수한 실적과 소식을 전달하고, 그동안 화

학올림피아드 등에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

은 LG화학에 깊은 사의를 표명하였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회의 제반 현황과 행사

들을 소개하고, 양 기관의 긴밀한 협조가 지속

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대한화학회 

창립 70주년 국제심포지엄이 성공적으로 개최

될 수 있도록 관심과 후원을 요청하였다.  

▶ 9월 운영위원회 

2016년 8월 26일(금) 오후 1시 30분부터 제

14차 운영위원회가 대한화학회 회의실에서 개

최되었다. 이 운영위원회에서는 대한화학회 

70주년기념 각종행사 후원업체의 현황을 점검

하고,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

하였으며, 후원업체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하

기로 하였다. 또한 마감 일이 다가오는 각종 외

부상 수상 후보자 추천 상황을 점검하고 추천

을 독려하는 한편, 추계학회에서 개최될 예정

인 지적재산권 심포지엄의 세부 일정이 확정되

는 대로 적극적인 홍보를 하기로 하였다. 현재 

진행 중인 국가별 IUPAC 분담금 재산정에 반

영될 합리적 산출 방법을 논의하고, 최종안을 

확정하여 IUPAC과 뷰로 멤버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IUPAC의 화학교육분과에서 서면으로 

요청한 동위원소 주기율표(Periodic Table of 

Isotopes)와 IUPAC 100로고그리기대회를 학

회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회원을 대상으로 홍보

하기로 하였다. 

8월 26일(금) 오후 4시부터 2016년도 제1

차 선거관리위원회가 학회 회의실에서 개최되

어 제51대 회장선거 후보 등록현황과 자격 심

사를 실시하였고, 등록 후보들의 각종 홍보물 

안내와 소견발표 순서 등을 결정하였다. 

8월 30일(수)에는 오전 7시 30분부터 여성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주관한 미래부 1차

관 초청 간담회가 한국과학기술회관 12층 아

나이스홀에서 개최되었는데, 총무부회장님과 

여성위원회 위원장님이 참석하여 여성과학자

의 역할 및 각 학회별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

론을 하였다.

9월 1일(목)에는 한국화학연구원 창립 40주

년 기념식이 한국화학연구원 대전 본원에서 개

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총무부회장님이 참석하

여 창립 40주년을 축하하였고, 행사가 끝난 후 

화학연구원 본부장과 추계학회에서 개최되는 

국제심포지엄의 제반 준비상황들을 상세히 점

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9월 9일(금) 오후 4시에는 제15차 운영위원

회가 대한화학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 

운영위원회에서는 창립 70주년기념 국제심포

지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담진행요원의 역

할, 외국 초청연사의 의전, 교류협력을 맺고 있

는 국가의 화학회 임원 의전, 원로회원 및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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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인사 의전, 참여 청중의 참석 상황 등을 점

검하였다. 추계학술발표대회에 개최 예정인 연

구실안전관련 교육프로그램의 이수증 발행 가

능성을 연구실안전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토의

하였다. 또한 학회 기간 중 개최되는 특허관련 

심포지엄 홍보를 지역대학 산학협력단 특허관

리 부서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창립 70

주년 기념 회고사진전에 전시될 사진을 최종적

으로 선별하였으며, 모든 전시 사진에 대한 한

글 및 영문 설명을 최종 확정하였다. 

▶ 10월 운영위원회 

2016년 9월 23일(금) 오전 11시에는 2016년

도 제2차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한화학회 회의

실에서 개최되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51대 

회장선거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점검하고 직접 

모의투표 시연을 통해 준비상태를 점검하였다. 

9월 23일(금) 오후 4시부터는 한국과학기술회

관 아이리스 홀에서 2016년 제3차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총 19명의 이사 중 12인의 이사와 

1인의 감사가 참석한 제3차 이사회에서는 제

118회 학술발표회 및 총회에서 수여할(대한화

학회 창립 70주년 기념 특별공헌패, 대한화학

회상, 화학경영자상, 외부 상) 수상 후보자가 

승인되었고, 2017년도 임원/사업계획/일반·특

별 회계 예산안이 승인되었으며, 대한화학회 

규정·세칙 개정 및 제정 등이 심의 의결되었다.

9월 26일(월) 오후 17시 30분부터는 2007년

도에 개최 예정인 제10회 한-유럽 과학기술학

술대회(EKC 2017) 관련 회의가 조직책임자인 

김근제 스칸디나비아 한인협회장과 이연경 부

회장, 대한화학회장, 총무부회장, 총무실무이

사가 참석한 가운데 춘하추동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김근제 회장은 2017년 7월 27일

(수)~29일(토)에 스웨덴 스톡홀름 콩그레스 센

터에서 개최 예정인 EKC 2017의 취지를 소개

하였으며, 스웨덴의 노벨상 위원회와의 교류 

및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저명한 대한화학회 회원들이 많이 참

석할 수 있도록 홍보를 요청하였다.

9월 30일(금) 오후 4시에는 2016년 제16차 

운영위원회가 대한화학회 회의실에서 개최되

어, 2주 앞으로 다가온 창립 7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과 추계학술발표회의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하였다. 국제심포지엄에 초청된 기조강연

자 개개인의 구체적 일정을 점검하고 개별 행사

의 모든 진행 순서를 하나하나 살펴가며 확인하

고 운영위원들의 역할 분담을 통해 학술대회 진

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점검하였다.

10월 6일(목) 오후 6시에는 한국을 방문 중

인 차기 IUPAC 회장 Zhou Qifeng교수와 현

안 문제에 대한 회의가 홀리데이인 서울 성북

에서 개최되었다(참석자: IUPAC 차기회장, 

Ms. Huang Minjie; 대한화학회—이창희 회

장, 총무부회장, 국제협력부회장, 국제협력실

무이사 2인, 총무실무이사). 이 회의에서는 현

재 재검토 중인 국가별 분담금 산정기준에 대

해 대한화학회의 입장을 전달하고 대한화학회

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식기관으로서 모든 

협의사항은 대한화학회를 통해서 처리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차기 IUPAC 회장의 재

임 중 추진 사업에 대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10월 12일(수)~14일(금)에는 제118회(추계) 

대한화학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가 부산 BEXCO

에서 많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 속

에 진행되었다. 창립 70주년 기념 심포지엄과 

대한화학회 역사 사진전도 함께 개최된 이번 학

술발표회에는 총 2,85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

하여 1,527편의 각종 초록이 접수되었다. 기기

전시회에도 총 42개 업체가 참여하여 취업설명

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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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화학에 대한 전망’이라는 주제로 12일

(수)에 개최된 국제심포지엄은 대한화학회 창

립 70주년과 한국화학연구원 창립 40주년 기

념행사로 공동 개최되었는데, George 

Whitesides 교수(하버드 대학), Omar Yaghi 

교수(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 Amir 

Hoveyda 교수(보스턴 칼리지), 박홍근 교수

(하버드 대학), Tetsuro Majima 교수(오사카 

대학), Eduard Arzt 교수(Leibniz 연구소) 등 

6명의 세계적 석학의 강연에 1,300여 명이 참

가하여 큰 성황을 이루었다. 본 심포지엄에는 

일본화학회와 독일화학회 관계자들도 참석하

여 본회 창립 70주년을 축하하였다. 

이번 추계학술대회는 모 학회로서 본연의 역할

에 충실하면서 다양한 회원들의 욕구를 충족시

킬 수 있는 각종 학술 발표와 특별 세션들이 

마련되었다. 기초연구사업 포럼에서는 미래 기

초연구 발전을 위한 비전을 소개하고 2017년

도 기초연구 예산의 집행 방향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실 

안전교육과 사례로 살펴보는 특허 심포지엄 등

이 개최되어 회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였

다. 앞으로도 학술발표회가 모든 회원들에게 

학문교류의 장이 되고 연구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으며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11월 운영위원회

2016년 11월 7일(월) 오후 5시에는 2017년도 

화학세계 편집위원회 회의가 대한화학회 회의

실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2017년도 

화학세계 편집위원장, 부위원장 2인, 편집자, 

회장님, 총무실무이사가 참석하여 새로운 상임

위원을 구성하고 원고 구성에 대한 검토 및 원

고 요청, 마감 기간조정에 관한 상세한 논의를 

하였다.

11월 8일(화) 오전 11시부터는 대한화학회 

공식후원업체인 동우화인켐 심포지엄이 평택 

동우화인켐 신소재연구소에서 개최되었다. 이 

심포지엄에는 회장님, 총무, 기획, 조직 부회장

님, 총무, 기획, 교육 실무이사 및 사무국장이 

참석하여 양자점, 반도체 패터닝 재료 개발, 기

능성 화합물 관련 연사 4인의 발표에 참석하고, 

이어진 기념식에서는 동우화인켐 설립 25주년

과 평택연구소 개소 15주년을 축하하였다.

11월 25일(금) 오후 4시에는 2016년 제18

차 운영위원회가 대한화학회 회의실에서 개최

되어 부서별 보고 및 토의사항을 논의하였다. 

이 운영위에서는 경기지부가 요청한 경기지역 

이공계 대학 입학 예정자를 위한 화학예비학교 

개설지원 건, 홈페이지 안전관련 정보사이트 

구축사업을 포함한 2017년도 연구실안전위원

회 활동 사업계획 수립 방안, 2017년도 춘계

학술대회에서 산학협력부 주관 신약관련 심포

지엄 개최, 고교 화학 선생님들과 화학교육분

과의 협조로 화학교육에 관한 화학회의 역할 

등이 논의되었다. 또한 국제협력위원회에서 계

획 중인 춘계학술대회 중 ACS Central 

Science 특별심포지엄 개최 요청에 대한 일정 

및 타당성을 논의하고 2017년 과총의 대형국

제학술대회 지원 신청 요청을 검토하였다. 한

편 헵스켐과 한만정 교수님이 제안하신 학술상 

제정에 관한 추진 논의 및 Pacifichem 이익금 

분배 관련 진행 상황과 제안할 내용 등도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학술발표회)

▶ 제117회 총회, 학술발표회 및 기기전시회

일 시：2016. 4. 20~22(수~금)

장 소：일산 KINTEX 제2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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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논문：1,298편

등록인원：2,373명

대한화학회 제117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가 지

난 4월 20~22일 동안 일산 KINTEX에서 성

황리에 개최 되었습니다. 이번 춘계총회 및 학

술발표회는 최근 시행되어 온 2박 3일의 학술

발표회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여 그 형식이 점

점 정착되는 단계에 이르렀고, 특히 ‘기초연구

발전방안에 대한 정책포럼’, 대학원생들을 위

한 튜토리얼, IBS 및 SRC 심포지엄 등이 개최

되는 등 학술발표회가 매우 체계적으로 운영되

었습니다. 학회 창립 70주년을 기념하여 제작

된 동영상은 학회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상영되

어 본회의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

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순조롭고 체계적인 

학회가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학술발표회의 

준비단계에서부터 매우 열정적으로 수고를 해 

준 학회사무국 직원들과 운영위원들, 적극적으

로 참여하여 아낌없는 후원을 해 준 공식 후원

사 및 기기전시회 참여 업체들, 활발한 학술활

동을 아낌없이 펼쳐 준 본회 회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지

면을 빌어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Ÿ 첫째 날[4월 20일(수)]

정책포럼, 튜토리얼 및 특별심포지엄

이번 제 117회 학술발표회에서는 학회창립 70

주년을 맞이하여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산·학·

연이 함께 참여한 ‘기초연구발전방안에 대한 

정책포럼’을 처음으로 개최하였다. 이 포럼에

서는 기초연구의 정의 재고, 예산의 효율적 배

분,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와 새로운 비전 수

립, 지속성과 전문성을 지닌 중장기적 전략 수

립 등에 대한 상세한 발표 및 심도 있는 질의 

응답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포럼을 통해 도출

된 의견들은 향후 정책 방향 설정에 중요한 자

료로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X-선 단결정 

구조 해석의 이론 및 연습’이라는 제목으로 진

행된 튜토리얼 세션에는 총 127명의 학생 및 

연구자들이 참가하여 매우 큰 관심과 호응을 

보였다. 앞으로 다양한 주제로 이러한 세션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대한화

학회 학술발표회에서 처음 시도된 IBS 특별심

포지엄과 SRC 특별심포지엄은 각각 ‘시공간 

분해 분광학 및 이미징’과 ‘유기합성: 새로운 

반응성과 전략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개최

되었는데, 두 심포지엄 모두 각각 120여명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 및 학생연구자들이 참여하

여 현재 각 연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우수한 

연구 성과들을 발표하고 활발한 토의를 나눈 

값진 발표의 장이 되었다. 

평의원회

4월 20일(수) 오후 5시부터 KINTEX 제2전시

장 306호에서 평의원회가 열렸다. 이창희 회

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평의원회에서는, 김학원 

총무부회장의 진행에 따라 2015년도 운영위원

들, IUPAC-2015 조직위원장, 부위원장, 한국

화학올림피아드 겨울학교 교장에게 공로패가 

증정되었고, 각 학술지 상임 편집위원들, 전임 

지부장, 전임 제위원장들에게 감사패가 증정되

었으며, IUPAC-2015 조직위원회에 감사장이 

증정되었다. 이어서 김학원 총무부회장의 주요 

회무보고, 회원 현황 보고 및 2016년도 일반·

특별회계 집행 현황 보고가 있었고 총회 의결 

안건 사전 심의로 정관 개정에 관한 보고와 지

부 및 분과회 2015년도 사업보고와 2016년도 

사업계획 보고가 진행되었다. 2015년도 일반·

특별 회계 결산, 명시이월금 결산에 관한 사항

은 김홍석 전임 회장과 이상기 전임 총부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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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보고하였다.

Ÿ 둘째 날[4월 21일(목)]

학술발표회

이번 대한화학회 제117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

에서는 화학의 각 분야에서 수행되고 있는 다

양하고 뛰어난 연구들이 활발하게 발표되고 토

론되었다. 이번 학회에서는 기조강연 1편, 기

념강연 1편, 분과기념강연 8편을 포함한 분과

별 심포지엄 발표 115편, 대학원생 및 초중등

교사/화학교육 구두발표를 포함한 총 142편의 

구두발표와 1,031편의 포스터 발표를 포함해

서 모두 1,298편의 학술발표가 있었다. 특히 

대한화학회 산하의 여성위원회 주관 심포지엄

에서는 ‘국가와 기업이 원하는 과학기술 인재

상’을 주제로 심포지엄이 진행되어 학생들의 

진로 설정에 큰 도움을 주었고, 동우화인켐에

서 주관하는 특별심포지엄에서는 ‘차량용 디스

플레이 관련’ 발표에 저명인사들이 초청되어 

많은 첨단 연구들이 소개되었다. 한국다우케미

칼 우수논문상을 수상한 순순화학 분야 및 전

자소재 분야 수상자들의 발표에서는 질적인 수

준이 매우 뛰어난 논문들이 소개되어 성황리에 

진행되었으며, 해가 갈수록 수상자들의 발표 

논문의 질이 눈에 띄게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

는 자리가 되었다. 

둘째 날인 목요일 오전 9시부터는 각 분과별

로 활발한 구두발표가 진행되었다. 분과별 발

표세션과 각 심포지엄은 KINTEX 제2전시장

의 12개 발표장에서 분산 개최되었는데, 많은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각 발표장마다 

청중들이 채워지고 활발한 학술활동이 이루어

졌다. 각 분과 심포지엄은 아래의 다양한 주제

로 오전과 오후에 걸쳐 진행되었고, 특히 입재

물리화학상(물리화학), 신국조학술상(물리화

학), 우수연구자상(무기화학), 심상철학술상(유

기화학), 젊은분석화학자상(분석화학), 박인원

학술상(생명화학), 학술상 및 젊은연구자상(환

경에너지) 수상기념강연이 개최되었다. 각 분

과별 심포지엄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고분자화학: Eco-friendly Energy 

Nanomaterials / Current Trends in 

Polymer Synthesis / Supramolecular 

Nanostructured Materials / 공업화학: 

Green House Gas Control for Climate 

Change Action / 무기화학: Recent Trends 

in Inorganic Chemistry I: Symposium for 

Retired Professors / Recent Trends in 

Inorganic Chemistry II: Hybrid 

Nanostructures / Recent Trends in 

Inorganic Chemistry III: Coordination 

and Organometallic Chemistry / 물리화

학: How Theory Meets Experiment (in 

Physical Chemistry) / Physical 

Chemistry Studies on Advanced 

Nanomaterials / Recent Trends in 

Physical Chemistry / 분석화학: Recent 

Trends in Analytical Chemistry I: 

Spectroscopy, Chemical Sensors, etc. / 

Recent Trends in Analytical Chemistry 

II: Separation, Mass Spectrometry, etc. / 

생명화학: Frontiers in Glycoscience / 

Genome Editing and Life Chemistry I / 

Genome Editing and Life Chemistry II / 

유기화학: Current Trends in Organic 

Chemistry I: Molecular Imaging and Its 

Probes / Current Trends in Organic 

Chemistry II: Methodology and 

Application / Current Trends in Organic 

Chemistry III: Catalysis and Synthesis / 

의약화학: Drug Discovery & Development 

Platforms in Korea / 재료화학: Low-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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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sional Materials and Their 

Applications / Functional Materials for 

Bio-medical and Environmental 

Applications / 전기화학: Recent Trends 

in Electrochemistry: Fundamentals and 

Applications I / Recent Trends in 

Electrochemistry: Fundamentals and 

Applications II / 화학교육: Current 

Trends in Chemistry Education / 환경에

너지: Abiotic/Biotic Redox Reactions in 

Nano-scale Interfaces / Environmental 

Applications and Impacts of 

Nanomaterials / 대한화학회 여성위원회: 국

가와 기업이 원하는 과학기술 인재상 / 산학협

력 심포지엄 -동우화인켐: 동우화인켐과 함께 

하는 미래 IT 기술의 세계, 9번째 이야기 

포스터 발표

이번 제117회 학술대회는 포스터 발표를 목요

일과 금요일에 분산 개최하여 많은 학생 및 신

진연구자들이 전체 학회 기간동안 활발하게 참

여를 하도록 하였다. 전체 1,031편의 포스터

가 발표되었으며 약 2,000 여명의 등록회원들

이 포스터 발표회를 토론과 교류가 가득 찬 즐

거운 축제의 장으로 만들었다. 또한 사전등록

자들이 직접 명찰을 출력할 수 있는 무인 키오

스크 출력 시스템도 성공적으로 운영 되었고, 

20명의 현장 등록 도우미들이 적극적으로 도

와 2,000명에 달하는 등록자들이 큰 불편 없

이 포스터 발표에 참여할 수 있었다.

포스터 발표는 KINTEX 제2전시장 7A홀에

서 목요일에는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금요

일에는 13시부터 14시 30분까지 진행되었으

며, 발표장에는 커피 및 도넛 등이 제공되었다. 

각 분과에서 위촉된 심사위원들이 엄격하게 심

사를 하여 총40편의 우수포스터를 가려내었

다. 이들 우수포스터들은 다음날부터 학회가 

끝날 때까지 기기전시장에 상설 전시되도록 하

였고, 이들 포스터 중에서 다시 본회에서 위촉

한 심사위원들에 의한 2차 심사를 통해 동우화

인켐 포스터상 2편, 세진시아이 포스터상 2편, 

IUPAC 포스터상 3편, 대학원생 선정 동우화

인켐 포스터상 4편이 선정되었다.

기기전시회

제117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에서 기기전시회

는 포스터 발표가 진행된 제2전시장 7A홀에서 

열렸다. 이번 기기전시회에는 국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총 48개의 업체가 참

여하여 데모 장비와 최신 제품들을 전시하여 자

사의 이미지와 제품에 대한 홍보에 열을 올렸으

며 회원들 또한 기기전시회를 통해 화학 관련 

업체들의 최신 제품들과 기술 수준에 대한 유용

한 정보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부스를 설치하여 전시를 실시한 기기전시 참여

업체는 다음과 같고(가나다 순), 이 지면을 빌

어 기기전시회에 참여한 업체들에 진심으로 감

사 린다. 대정화금㈜, 동우옵트론㈜, 동일시마

즈㈜,* ㈜라이프사이언스, 레보딕스㈜, 머크㈜, 

㈜모두테크놀로지, ㈜바이오메카트로닉, ㈜바

이텍켐스, 브이엔씨, ㈜브이티아이코리아, ㈜비

케이인스트루먼트, 사이플러스, ㈜상기, ㈜석림

랩텍, 세진시아이,* ㈜솔라렉스, ㈜수림교역, ㈜

신코,* 씨엔티교역, ㈜씨엠코퍼레이션에이티, 

아이넥서스, ㈜아이에스엠아이엔씨, 알파에이

사 코리아지점, ㈜애니랩, ㈜에스코넥, 엘스비

어 코리아, 와이케이테크, ㈜이공교역, ㈜이우

과학교역, 이카코리아 유한회사, ㈜인터테크놀

로지스, 자유아카데미, 케이엔에프뉴베르거, ㈜

케이엠, ㈜켐에쎈, 켐코코리아㈜, 코리아스펙트

랄프로덕츠㈜, ㈜티에스싸이언스,  ㈜티엔제이

테크, 한국쓰리엠㈜, 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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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한국피셔과학㈜, 한국화학연구원, 호리바

코리아㈜, ACS/CAS, CHP Trading, 

Materion Korea 등의 48개 업체가 부스를 설

치하여 전시를 실시 였다. (*특별부스)

총회 

4월 21일(목) 오후 4시부터는 제117회 대한화

학회 총회가 약 2시간여 동안 301호에서 개최

되었는데, 1부에서는 한미약품의 이관순 대표

이사를 초청하여 기조강연을 실시하였고, 2부

에서 총회가 실시되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총회를 기조강연과 연계하여 진행함으로써 회

원들의 높은 총회 참여도를 자연스럽게 유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1부: 기조강연

이번 학술발표회의 기조강연은 국내 신약개발 

패러다임을 단순에 바꾼 분으로 평가 받고 있는 

한미약품의 이관순 대표이사를 초청하여 4월 

21일(목) 4시부터 301호에서 이루어졌다. 이관

순 대표이사의 기조강연에서는 단백질 의약품

의 반감기를 증가시키는 혁신적 플랫폼 기술로 

투여 횟수를 줄여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며, 투

여량을 감소시킴으로써 부작용은 줄이고 효능

은 개선하는 자체 개발 기술인 LAPSCOVERY

에 대해 상세히 소개되었다. 1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열띤 강연에는 300여 명 이상의 청중

들이 몰려 성황을 이루었는데, 특히 참석한 많

은 학생회원들에게 화학의 중요성을 잘 인식시

켜주는 매우 인상적인 자리가 되었다. 

2부: 총회

2부의 총회는 김시중, 채영복, 정봉영, 김명수, 

이덕환, 강한영, 김홍석 전임회장과 이태녕, 정

구순, 김하석, 김희준, 조봉래 교수 등 원로 회

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낸 가운데 70주년 

기념 동영상 상영, 이창희 회장의 내빈소개와 

함께 개회사가 이어졌다. 먼저 동우화인켐과 

세진시아이, 한국다우케미칼에 감사장이 증정 

되었고, 정봉영 교수(고려대)가 공로상을 수상

하였으며, 학회 최고의 권위를 지닌 대한화학

회 학술상이 윤주영 교수(이화여대)에게 수여

되었다. 또한 박수진 교수(인하대)가 우수논문

상, 김승준 교수(한남대)와 김재녕 교수(전남

대)가 학술진보상, 유미현 교수(아주대)가 교육

진보상, 김희준 교수(GIST)가 화학교육상을 

수상하였다. 그리고 조현우(서강대) 외 6명이 

동우화인켐㈜ 포스터상, IUPAC 포스터상과 

세진시아이 포스터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김명

수 교수(서울대)와 선호성 교수(성균관대)에 공

로패를 증정하였다. 이들 시상이 끝난 후에는 

김학원 총무부회장의 2015년 현재 회무/회원

현황 보고, 2016년도 일반·특별 회계 집행현

황, 지부 및 분과회 2015년도 사업 및 2016년

도 사업 계획 보고, 규정 및 세칙 제정/개정 보

고가 이창희 회장의 보충설명과 배포한 서면자

료로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김홍석 전임회장에 의해 2015년

도 일반·특별 회계 결산, 명시이월금 보고와 전

임 감사의 2015년도 사무 및 회계 감사 결과보

고가 있었으며 참석한 회원들에 의해 그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졌다. 의결안건인 2015년도 회계 

결산이 총회에서 승인된 후에는 이창희 회장이 

김홍석 전임회장에게 공로패를 증정하였다.

Ÿ 셋째 날[4월 22일(금)]

학술발표회

각 분과별 세션에는 구두발표가 오전 내내 활

발히 진행되었는데, 많은 분과 세션에서 전날

과 비교하여 참석 인원의 큰 변동 없이 회원들

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환경에너지 분과에서는 학술상 수상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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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장윤석 교수, POSTECH)과 젊은연구자

상 수상기념강연(김형준 교수, KAIST)이 성황

리에 개최되었다.

학술상 수상 기념 강연

학회 마지막 날인 4월 20일(금) 11시에는 학

술상을 수상한 윤주영 교수(이화여대)의 기념 

강연이 301호에서 개최되었다. ‘From 

Fluorescent Chemosensors to Fluorescent 

Probes for Bio-imaging’ 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윤주영 교수의 기념 강연에는 많은 회

원들이 참석하여 강연을 듣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기전시회

전날에 이어 금요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기기전

시회가 진행되었다. 기기전시회에 참여한 대부

분의 업체는 타 학회와 비교하여 진행의 우수

성을 이야기하고 포스터와 함께 개최한 것에 

대해 매우 만족함을 표시하였다. 다만 학회 개

최 장소의 접근성, 부스 위치 선정, 장기계약과 

관련하여 향후 몇 가지 개선해야 할 점들을 제

안하였다.

경품추첨 및 물품 제공

학회가 개최된 3일 내내 등록처 근처에서는 매

일 경품추첨이 있었는데, 수백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흥겨운 축제 분위기에서 추첨과 함께 

푸짐한 경품 행사가 진행되었다. 또한 현장에

서 제공된 비타민 워터, 생수, 커피, 도넛 등이 

계획한 대로 전체 소진되었고, 화학회 창립 70

주년을 기념하여 목요일에 제공된 중식(500

개)도 모두 소진되어 미래 한국의 화학을 짊어

질 젊은 화학도들을 격려하였다.

Ÿ 마무리

예년과 마찬가지로 대화역과 KINTEX 학술발

표장을 오가는 셔틀 버스를 마련하여 많은 회

원들이 유용하게 이용하도록 하여 교통의 불편

함을 줄일 수 있었고, 향후에도 셔틀버스 이용

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이번 학술발표회에서는 2박 3일 동안 시행

하는 학술발표회를 보다 알차게 구성하여 활발

한 학술발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토론과 차

분한 분위기에서 총회를 개최하여 그 형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16년도 춘계총회 및 학술발표회를 치르면

서 제기된 개선할 사항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할 것이며, 오는 10월 12~14일 부산 BEXCO

에서 개최되는 70주년기념 제118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에서는 보다 세련된 학술발표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춘계총회

와 학술발표회가 활발한 학술발표, 토론과 성숙

된 분위기에서 진행된 것은 회원 여러분들의 적

극적인 참여와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참여

해 주신 모든 회원 여러분, 공식 후원사, 및 기

기전시회 참여기업체에 깊이 감사드리며, 학회 

사무국의 아낌없는 준비와 노력에 한번 더 깊이 

감사를 드린다.

▶ 제118회 총회, 학술발표회 및 기기전시회

일 시: 2016. 10. 12~14(수~금)

장 소: 부산 BEXCO

발표논문: 1,527편

등록인원: 2,850명

Ÿ 개관

대한화학회 제118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가 지

난 10월 12~14일 동안 부산 BEXCO에서 성

황리에 개최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추계학술

발표회에서는 대한화학회 창립 70주년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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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연구원 창립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계적 석학 6명을 초청하여 국제심포지엄이 

공동 개최되었습니다. 

‘Chemistry: Perspectives for the Future’

라는 주제로 개최된 국제심포지엄에는 1,300

여 명의 청중이 발디딜 틈 없이 참석하여 뜨거

운 열기를 띠었고, 일본화학회와 독일화학회 

관계자들도 참석하여 축하하는 자리를 가져 큰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학회 창립 70주년을 기

념하여 개최된 역사 사진전과 동영상 상영은 

본회의 역사를 되돌아 볼 수 있는 매우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학술발표회 기간중에는 지

난 춘계 학술발표회에 이어 ‘대한민국 기초연

구미래와 2017년 기초연구사업 발전방안’에 

대한 포럼을 개최하였고, ‘Novel Carbon 

Chemistry and Materials’이라는 주제로 

IBS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신종질

병 대응 기술 포럼’과 ‘사례로 알아보는 특허 

심포지엄’을 통해 연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

을 주고자 하였고, ‘대학원생들을 위한 실험실 

안전교육’을 통해 실험실 안전에 대한 현장교

육을 시도하는 등 다양한 주제의 세션이 개최

되었습니다. 이렇게 학술발표회가 체계적이고

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준비단계

에서부터 매우 열정적으로 수고를 해 준 학회

사무국 직원들과 운영위원들, 아낌없는 후원을 

해 주신 공식 후원업체 및 기기전시회 참여 업

체들, 적극적인 학술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주신 모든 회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

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제118회 총회 및 학술

발표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도움을 

아끼지 않은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Ÿ 첫째 날[10월 12일(수)]

대한화학회 창립 70주년, 한국화학연구원 창

립 4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이번 제 118회 학술발표회에서는 대한화학회 

창립 70주년과 한국화학연구원 창립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Chemistry: Perspectives 

for the Future”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국제심포지엄의 개회식에서는 이

창희 대한화학회 회장님의 개회사와 이규호 한

국화학연구원 원장님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하

여 이상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님과 채

영복 전과학기술부 장관님의 축사가 진행되었

다. 개회식 이후 김종승 대한화학회 학술부회

장님을 좌장으로 하여 국제심포지엄의 첫 번째 

세션이 진행되었다. 이 세션에서는 하버드 대

학 George M. Whitesides 교수님, 오사카 

대학 Tetsuro Majima 교수님, 하버드 대학 

박홍근 교수님이 “Simple/Low-cost 

Bioanalysis for the Developing World 

and Point of Care”, “Single-Molecule, 

Single-Particle Chemistry of 

Nanocatalysts for Light Energy 

Conversion”, 그리고 “Nanoscale Gems, 

Needles and Grooves: New Material 

Platforms for Physical and Life Science 

Research” 라는 제목으로 각각 강연을 해 주

었다. 석학들의 강연이 시작되자 준비된 좌석

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청중들이 참석을 하여 

급히 150여석의 예비좌석을 준비하였으나, 이

마저도 부족하게 되어 할 수 없이 발표회장 바

로 옆에 임시 공간을 마련하여 강연자들의 발

표 자료와 음성이 전달되도록 하는 등 예상 외

의 매우 큰 성황을 이루었다. 참석 인원이 수용

한계를 벗어날 경우에 대한 사전대비가 미비하

여 일부 불편을 끼쳐 드린 점은 옥에 티라고 

할 것이다. 사진 촬영 시간과 휴식을 취한 후에

는 이창진 한국화학연구원 본부장님을 좌장으

로 하여 두 번째 세션이 진행되었는데,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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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라이프니츠 연구소 Eduard Arzt 박사님, 

보스턴 대학 Amir H. Hoveyda 교수님, 캘리

포니아 버클리 대학 Omar M. Yaghi 교수님

이 “Bioinspired Functional Surfaces - A 

Challenge for Interdisciplinary Materials 

Research”, “Necessity for Sophisticated 

Chemical Synthesis: Doing What we 

Must, Not What we Can”, 그리고 

“Stitching and Weaving of Molecules in-

to New Materials”라는 제목의 강연을 해 주

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에서는 화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초청된 세계적 석학들의 통찰력 있는 

강연과 많은 청중들의 참여 및 심도 있는 질의 

응답이 이루어진 값진 발표의 장이 되었다. 특

별히 국제심포지엄에 초청된 고등학생들의 적

극적인 참여는 초청 석학들을 크게 감명시켰

고, 대한민국의 미래 화학에 대한 전망을 더욱 

밝게 해 주었다. 성대하게 진행된 국제심포지

엄은 김학원 대한화학회 총무부회장님의 폐회

사로 막을 내렸다. 국제심포지엄이 끝난 후 곧 

이어서 참가자들을 환영하기 위하여 리셉션이 

개최되었다. 김시중 전과학기술부 장관님의 축

사를 시작으로 진행된 리셉션에서는 대형 떡 

케이크 커팅식과 각국 화학회 대표들의 축사 

등이 진행되었는데, 많은 참석자들이 대한화학

회 창립 70주년과 한국화학연구원 창립 40주

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

졌고, 미래 화학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였다. 

Ÿ 둘째 날[10월 13일(목)]

평의원회

10월 13일(목) 오전 9시부터 부산BEXCO 컨

벤션홀 109호에서 평의원회가 열렸다. 이창희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평의원회에서는, 김학

원 총무부회장의 진행에 따라 먼저 한국화학올

림피아드 여름학교 교장을 역임한 GIST 서지

원 교수에게 공로패가 증정되었다. 이어서 김

학원 총무부회장의 주요 회무보고, 회원 현황 

보고,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집행 현황 보

고 및 규정, 세칙 제정·개정 보고가 있었고 총

회 의결 안건 사전 심의로 2017년도 임원, 사

업계획, 일반·특별회계 예산에 관한 보고와 화

학교육분야 학술지 신규 발간에 관한 보고가 

진행되었다.

학술발표회

이번 대한화학회 제118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

에서는 다양한 화학의 분야에서 수행되고 있는 

뛰어난 연구들이 활발하게 발표되고 토론되었

다. 이번 학회에서는 특별강연 6편, 기념강연 

1편, 분과회 기조강연 1편, 분과기념강연 11

편, 분과별 심포지엄 발표 114편, 구두발표 

119편과 1,277편의 포스터발표를 포함해서 

모두 1,529편의 학술발표가 있었다. 특히 기

초연구사업 포럼은 ‘대한민국 기초연구 미래와 

2017년 기초연구사업 발전방안’을 주제로 진

행되었다. 이 포럼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 기초

연구진흥과 김성규 과장의 우리나라 기초연구

미래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한국연구재단 

남계춘 자연과학단장의 2017년 기초연구사업

에 대한 상세한 시행계획이 소개되었으며, 참

여 회원들의 활발한 토론으로 기초연구 미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가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

가 되었다. 또한 신설되는 “생애 첫 연구비 지

원사업”과 연구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

로 추진되고 있는 새로운 “연구계획서 양식” 

등 개선되는 점에 대해서도 상세히 소개가 되

었다. “Novel Carbon Chemistry and 

Materials”라는 주제로 개최된 IBS 심포지엄

에서는 나노물질 및 화학반응연구단 유룡 교

수, UNIST IBS Goossens Karel 교수, 다차

원탄소재료연구단 이선화 박사, KAIST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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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공학과 정희태 교수의 발표가 있었는데 관

련 분야 연구자들의 활발한 참여가 있었다. 

목요일 오전 9시부터는 각 분과별로 활발한 

구두발표가 진행되었다. 분과별 발표세션과 각 

심포지엄은 BEXCO 컨벤션홀의 11개 발표장

에서 분산 개최되었는데, 각 발표장마다 많은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아주 활발한 학

술활동이 이루어졌다. 특히 학술진보상(고분자

화학), 분석화학 학술상(분석화학), 분석기술상

(분석화학), 우수연구자상(재료화학), 김명수 

학술상(물리화학), 젊은 물리화학자상(물리화

학), 아이센스 젊은 전기화학자상(전기화학), 

이대실 젊은 생명화학자상(생명화학), 장세희 

학술상(유기화학), 및 젊은 무기화학자상(무기

화학) 수상기념강연이 개최되었다. 오전과 오

후에 걸쳐 다양한 주제로 진행된 각 분과의 심

포지엄 제목은 다음과 같다. 

고분자화학: Oral Presentation for 

Young Polymer Scientists / Nucleic 

Acids in Materials Science ? 

Programmable Biopolymers / 

Architecture Controlled Polymers: 

Dendrimer, Hyperbranched, Star, Cycle 

and beyond / 무기화학: Recent Trends in 

Inorganic Chemistry I: Symposium for 

Senior Professors / Recent Trends in 

Inorganic Chemistry Ⅱ: Metal?Organic 

Frameworks / Recent Trends in 

Inorganic Chemistry Ⅲ: Organometallic 

Catalysis and Inorganic Materials / 물리

화학: Machine Learning and Chemistry / 

Physical Chemistry of Biomolecules and 

Cells / Recent Physical Chemistry 

Studies on Nanomaterials / 분석화학: 

Recent Trends in Analytical Chemistry I: 

Elemental and Environmental Analysis / 

Recent Trends in Analytical Chemistry 

Ⅱ: Analytical Chemistry in Microsystems 

/ 생명화학: Biochemistry of Proteostasis 

/ Frontiers in Chemical Biology / 유기화

학: Current Trends in Organic Chemistry 

I: Methodology and Application / 

Current Trends in Organic Chemistry Ⅱ: 

Molecular Recognition / Current Trends 

in Organic Chemistry Ⅲ: Synthetic 

Methodology and Catalysis / 의약화학: 

Innovative Trials and Technology for 

Drug Discovery / 재료화학: Nanobio-ma-

terials for Biomedical Application / 

Responsive Smart Materials / Current 

Trends in Nano Materials Chemistry / 전

기화학: New Frontiers in 

Electrochemistry: Physical and 

Analytical Electrochemistry, 

Electrocatalysis, and 

Photoelectrochemistry I / New Frontiers 

in Electrochemistry: Physical and 

Analytical Electrochemistry, 

Electrocatalysis, and 

Photoelectrochemistry Ⅱ / 화학교육: 

Current Trends in Chemistry Education 

/ 환경에너지: Advances in Chemistry of 

Energy 

포스터 발표

이번 제 118회 학술대회에서는 지난 춘계학술

발표회와 동일하게 포스터 발표를 목요일과 금

요일에 분산 개최하여 많은 학생 및 신진연구

자들이 전체 학회 기간 동안 활발하게 참여를 

하도록 하였다. 전체 1,277편의 포스터가 발

표된 가운데 약 2,000여 명이 넘는 등록회원

들이 적극 참여하여 포스터 발표회를 토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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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가 가득 찬 즐거운 축제의 장으로 만들었

다. 사전등록자들이 직접 명찰을 출력할 수 있

는 무인 키오스크 출력시스템도 성공적으로 운

영되었고, 20여 명의 현장 등록 도우미들이 도

와서 등록자들이 큰 불편 없이 포스터 발표에 

참여할 수 있었다.

포스터 발표는 BEXCO 제1전시장 3A홀에

서 목요일에는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고분

자 /무기/물리/의약/전기/초중등교사·화학교

육/환경에너지 분과가 발표하였고, 금요일에는 

동일 시간에 공업/분석/생명/유기/재료화학 

분과가 발표하였다. 발표장에는 커피 및 도넛 

등이 제공되었으며, 각 분과에서 위촉된 심사

위원들이 엄격하게 심사를 하여 총 42편의 우

수포스터를 선정하였다. 이들 우수포스터들은 

다음날부터 학회가 끝날 때까지 기기전시장에 

상설 전시되도록 하였고, 이들 포스터 중에서 

다시 본회에서 위촉한 심사위원들에 의한 2차 

심사를 통해 동우화인켐 포스터상 2편, TCI·

세진시아이 포스터상 2편, 써모 피셔 사이언티

픽 포스터상 2편, 에스티팜㈜ 포스터상 2편, 

대학원생 선정 동우화인켐㈜ 포스터상 4편이 

선정되었다.

기기전시회

제118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에서 기기전시회

는 포스터 발표가 진행된 BEXCO 제1전시장 

3A홀에서 열렸다. 이번 기기전시회에는 총 42

개의 업체가 참여하여 데모 장비와 최신 제품

들을 전시하여 자사의 이미지와 제품에 대한 

홍보에 열을 올렸으며 회원들 또한 기기전시회

를 통해 화학 관련 업체들의 최신 제품들과 기

술 수준에 대한 유용한 정보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부스를 설치하여 전시를 실시한 기기전시 참

여업체는 다음과 같고(가나다 순), 이 지면을 

빌어 기기전시회에 참여한 업체들에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첨단의

료산업진흥재단, 대정화금㈜, 덕산약품공업, 

동우화인켐㈜*, 동일시마즈㈜, 디바이스이엔

지, 머크 주식회사, 바이텍켐스, 뷰키코리아, 

비케이인스트루먼트, 사단법인 경남컨벤션뷰

로, 사이플러스, 석림랩텍, 선일아이라, 세진시

아이*, 수림교역, 씨그마알드리치코리아(유), 

아이에스엠아이엔씨, 에이티프런티어, 엘스비

어 코리아, 영인에스티주식회사, 오엠에이, 오

하우스 코퍼레이션 한국사무소, 이공교역, 이

시다코리아, 자유아카데미, 주식회사 신코, 주

식회사 어벤션, 주식회사 올발란스, 주식회사 

지티사이언, 주식회사와이엠씨코리아, 케이맥

㈜, 케이엔에프뉴베르거, 케이오에스, 켐코코

리아주식회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

쓰리엠㈜, CAS (Chemical Abstracts 

Service), Shodex Korea, Thermo Fisher 

Scientific, WILEY 등의 42개 업체가 부스를 

설치하여 전시를 실시하였다. (*특별부스)

총회 

10월 13일(목) 오후 4시부터는 제118회 대한

화학회 총회가 약 3시간여 동안 BEXCO 컨벤

션홀 2층 205호에서 개최되었는데, 1부에서는 

이태규학술상을 수상한 서강대학교 화학과 지

대윤 교수의 수상기념강연을 실시하였고, 2부

에서는 총회가 실시되었다. 총회를 기념강연과 

연계하여 진행함으로써 회원들의 높은 총회 참

여도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었다.

1부: 이태규학술상 수상기념강연

이번 학술발표회 총회의 1부 순서는 이태규학

술상을 수상한 서강대학교 화학과 지대윤 교수

의 수상기념강연으로 10월 13일(목) 4시부터 

205호에서 시작되었다. “Nucleophilic fl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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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nation: Is it possible at room temper-

ature?”라는 제목으로 50분에 걸쳐 진행된 지

대윤 교수의 열띤 수상기념 강연에는 300여 

명 이상의 청중들이 몰려 성황을 이루었는데, 

특히 참석한 많은 학생회원들에게 화학회의 역

사와 관련 분야를 잘 인식시켜주는 매우 인상

적인 자리가 되었다. 

2부: 총회

2부의 총회는 여러 전임회장과 원로 회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낸 가운데 70주년 기념 동

영상 상영, 이창희 회장의 내빈소개와 함께 개

회사가 이어졌다.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

연합회 차기 회장의 축사에 이어 진행된 시상

식에서는 학회 창립 70주년을 기념하여 특별

공헌패가 전민제 회원, 채영복 회원, 김시중 회

원에게 수여되었다. 또한 지대윤 교수(서강대)

가 이태규학술상, 심태보 박사(KIST)가 기술진

보상, 임근조 대표(에스티팜㈜)가 화학경영자

상, 안선경 선생(경남과학고)이 초중등화학교

사상, 최고은 박사(이화여대), 유창호 박사

(KAIST), 황차환 박사(중앙대), 배재영 박사

(연세대), 조경조 박사(경희대)가 우수박사학위

논문상, 충북지부가 우수지부상을 수상하였다. 

그리고 곽경원 교수(고려대)와 이형호 교수(서

울대)가 KCS-Wiley 젊은화학자상, 우한영 교

수(고려대)와 이희승 교수(KAIST)가 

Sigma-Aldrich 화학자상, 김용애 교수(한국

외대)가 아이센스 여성화학자상을 수상하였다. 

그 외에도 학회 기간 중 선정된 TCI·세진시아

이 포스터상, 동우화인켐㈜ 포스터상, 써모 피

셔 사이언티픽 포스터상, 에스티팜㈜ 포스터상 

시상식도 거행되었다. 

이들 시상이 끝난 후에는 김학원 총무부회장

의 2016년 현재 주요 회무보고, 회원 현황 보

고, 2016년도 일반·특별 회계 집행 현황 보고, 

규정 및 세칙 제정/개정 보고, 2017년도 임원, 

사업계획, 일반·특별 회계 예산에 관한 보고가 

이창희 회장의 보충설명과 배포한 서면자료로 

이루어졌으며 참석한 회원들에 의해 그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졌다.

Ÿ 셋째 날[10월 14일(금)]

학술발표회

금요일 오전 9시부터는 다양한 교육, 포럼, 심

포지엄 등이 개최되었다. 101호에서는 대학원

생들을 위한 실험실 안전교육이 진행되었다. 

이 교육에서는 이정학 교수(서울대)의 “한국사

회의 부조리: 안전문화-우리 교수님께도 안전

강의를 해 주세요”, 이광원 교수(호서대)의 “사

전유해인자위험분석과 연구실 책임자의 역할”, 

이익모 교수(인하대)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에 관한 법률과 연구실 안전” 등이 대학원생들

과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같

은 시각 108호에서는 사례로 알아보는 특허 

심포지엄이 개최되어 방성철 연구원(특허청), 

김용 연구원(특허청), 김종호 연구원(특허청), 

지태훈 연구원(한국지식재산전략원)의 발표가 

있었다. 이 심포지엄에서는 어렵고 딱딱한 특

허제도를 사례를 이용하여 쉽게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는데, 특히 대한화학회 회원들을 

상대로 하여 화합물 발명을 중심으로 사례를 

살펴보았고, 특허출원을 쉽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명세서의 구성과 용어를 논문과 함께 

비교하여 설명하였으며, 선택발명 개념이 중점

적으로 설명되도록 하였다. 또한 동일한 시간

에 109호에서 개최된 신종질병 대응기술 포럼

에서는 김승일 박사(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장용석 교수(전북대), 민지영 박사(한국파스퇴

르연구소), 안인성 박사(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

원)의 발표가 있었는데, 이른 시간에도 불구하

고 분야 연구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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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이 진행되었다.

한편 각 분과별 세션에는 구두발표가 오전 

내내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많은 분과 세션에

서 전날과 비교하여 참석 인원의 큰 변동 없이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

었다.

기기전시회

전날에 이어 금요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기기전

시회가 진행되었다. 기기전시회에 참여한 대부

분의 업체는 타학회와 비교하여 본회의 진행이 

우수하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전시가 포스터

와 함께 개최된 것에 대해 매우 만족함을 나타

내었다. 다만 구두 발표 및 심포지엄이 개최된 

장소와 포스터 및 기기전시회가 열린 장소가 

떨어져 있었던 점 등이 아쉬움으로 남았는데, 

향후에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경품추첨 및 물품 제공

학회가 개최된 첫날에는 국제심포지엄 장소에

서, 그 다음 2일 동안은 전시회 장소에서 매일 

경품 추첨이 있었는데, 이 행사에는 수백 명의 

회원들이 참가하여 흥겨운 축제 분위기에서 추

첨과 함께 푸짐한 경품 행사가 진행되었다. 또

한 현장에서 제공된 비타민 워터, 생수, 커피, 

도넛 등이 계획한 대로 전체 소진되었고, 대한

화학회 창립 70주년을 기념하여 제공된 중식

도 모두 소진되어 미래 한국의 화학을 짊어질 

젊은 화학도들을 격려하였다.

Ÿ 마무리

학회 창립 7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된 이번 

118회 학술발표회에서는 2박 3일 동안 시행하

는 학술발표회를 보다 알차게 구성하여 활발한 

발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토론과 차분한 분

위기에서 총회를 개최하여 그 형식이 더욱 정

착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16년도 추계총회 및 학술발표회를 치르면

서 제기된 개선할 사항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

록 할 것이며, 내년 4월 19일~21일 일산 

KINTEX에서 개최되는 제119회 총회 및 학술

발표회에서는 보다 발전되고 내실 있는 학술발

표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도 학술

발표회가 모든 회원들에게 학문교류의 장이 되

고 연구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으며 소통의 장

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

이다.

아울러 이번 70주년기념 국제심포지엄을 비

롯한 추계총회와 학술발표회가 활발한 토론과 

성숙된 분위기에서 진행된 것은 회원 여러분들

의 적극적인 참여와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한

다. 참여해 주신 모든 회원 여러분, 공식 후원

사 및 기기전시회 참여기업체에 깊이 감사드리

며, 학회 사무국의 아낌없는 준비와 노력에 한

번더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7

(운영위원회)

대한화학회 2017년 운영위원회는 2016년도에 

선임된 총무, 기획, 학술, 국제협력, 산학협력, 

홍보, 조직, 교육 등 총 8개 팀에 8명의 부회장

과 12명의 실무이사가 대부분 함께하며 ‘화학

으로 미래로(Chemistry for the Future)’라는 

슬로건을 완성하는 한 해를 맞이하고자 한다. 

지난해에 추진하였던 사업계획을 큰 틀에서 유

지하면서, 기본에 충실한 화학회, 학술 활동 및 

정보 교환 중심의 화학회, 국제화 기반 구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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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 선도 화학회, 미래지향적 홍보 및 소통

강화, 상생 협력하는 화학회 등의 운영 기조와 

비전을 공유하고자 한다.

2016년 12월 16일(금) 오후 4시에는 2016

년 제19차 운영위원회가 대한화학회 회의실에

서 개최되어 부서별 보고 및 토의 사항을 논의

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2017년도 주요 추진사

업에 대한 상세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주요 추

진 사업의 내용은 우선 연구실안전위원회 주관

으로 대한화학회 홈페이지에 연구실안전관련 

브라우저 및 화학물질 안전관련 정보 사이트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또 정기 학술발표대회에서 

수요일 세션의 특화 및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

으로 연구하고 산학협력부 주관으로 산학연 신

약관련 심포지엄 개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2017년도에 신설되는 학회 상들에 대

해 시행 세칙을 제정하기로 하였다. 교육 현장

에서의 화학교육에 대한 학회의 역할에 대한 

사업 계획을 구상하기로 하였다. 기획부가 주

관이 되어 현행 종신회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2017

년 주요 일정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성공적인 학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기로 하였다. 2017년에도 2016년도와 동일

하게 매월 2, 4주 금요일에 정기적으로 운영위

원회를 개최하여 학회 운영 전반에 관한 현안

들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올해도 학

회의 모든 위원회, 분과회, 지부와 더욱 적극적

으로 소통하며 모든 회원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학회, 모든 회원이 학회 사업에 능동적으로 참

여하는 학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한다. 

▶ 1월 운영위원회 

2017년 대한화학회 운영위원회는 붉은 닭띠 해

인 정유년(丁酉年)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미

래를 위해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의 학회 운

영을 거울삼아 부족한 부분을 보강해서 더욱 발

전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1월 3일(화) 오후 3시에는 화학관련학회연

합회에서 주관한 신년교류회가 한국과학기술

회관 SC컨벤션에서 개최되었다. 각 학회의 원

로, 신임회장 및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학

관련학회연합회 신임회장인 김정안 교수는 어

려울 때일수록 본연의 임무를 다하자는 내용의 

축사를 하였고, 원로들의 덕담이 이어졌으며, 

모든 참석자들이 신년 인사와 교류를 하는 뜻

깊은 자리를 가졌다.

1월 13일(금) 오후 4시에는 2017년 제1차 

운영위원회가 학회 사무국 회의실에서 개최되

어 2017년 학회 운영 계획, 각종 보고사항 및 

의결 사항들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 2017

년 춘계학술발표대회도 수요일 발표의 활성화

를 위해 IBS와 SRC 등 대형과제 심포지엄을 

유치하고,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튜토리얼 

세션에 대한 주제를 선별하여 개최하기로 하였

으며, 세션의 강사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였다. 

또 춘계 학술발표대회에서는 금요일 오후에 

ACS Central Science와 대한화학회가 공동

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연사는 

ACS Central Science 편집장 및 편집위원 등 

세계적 석학 4인과 국내 IBS 단장 등 석학 3인

을 초청하여 개최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2017년 춘계총회의 기조연설은 미국

과학원 회원이면서 노벨상 후보로도 자주 거론

되고 있는 스탠퍼드대학 화학과의 Carolyn R. 

Bertozzi 교수로 결정하여 초청장을 발송하였

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학원생을 위한 실

험실 안전 교육을 계속 시행하기로 하여, 목요

일 오후에 세션을 배정하였다. 한국다우케미칼 

우수논문상 수상자 구두발표 및 동우화인켐 주

관 산학협력 심포지엄은 목요일 오전과 오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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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개최하기로 확정하였다. 또한 각 심포지

엄 조직 책임자와 해당분과 간사에게 심포지엄 

및 특별세션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하기

로 하였다.

▶ 2월 운영위원회 

2017년 2월 7일(화) 오후 1시 대한화학회 회

의실에서는 2017년도 제1차 기금위원회가 개

최되었다. 총 8인의 위원이 참석한 기금위원회

에서는 2016년도 기금 결산보고 및 만기 도래 

기금의 신규 상품(즉시연금) 가입 등이 심도 있

게 논의되었다.

2월 10일(금) 오후 4시에는 2017년 제2차 

운영위원회가 학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 

운영위원회에서는 BKCS 편집위원장의 제안으

로 『Bulletin』지 위상 강화 관련 특별 서신을 

회원들에게 보내기로 하고 서신 초안을 검토하

였으며, 주기적으로 격려서한을 보내기로 하였

다. 아울러 현재 우수논문상 수상 세칙의 세부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BKCS에 출판된 

논문을 다른 논문에 많이 인용하는 저자에 대

한 시상도 고려하기로 하였다. 

2017년 춘계학술발표대회 기조연설자로 

ACS Central Science의 편집장인 스탠퍼드

대 화학과 Carolyn Bertozzi 교수를 최종 확

정하였다. 또한 IUPAC 사무국에서 현재 진행

하고 있는 National Subscription Fee에 대

한 2차 의견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입력을 

하였다. K-MOOC에 올라있는 일반화학 강좌

의 폭넓은 홍보를 위해 강좌에 대한 소개를 화

학세계에 기고하기로 하고 개설한 저자들에게 

원고를 요청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대한화학회 

홈페이지에 강좌에 대한 배너를 만들어 직접 

링크할 수 있도록 하여 회원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또한 연회비 및 정/종신

회비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춘계 

학회 기간 중에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설문지의 초안을 작성하기로 하였다. 

춘계학술발표회에서는 화학에 대한 관심과 

저변의 확대를 위하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

는 화학연구 발표대회를 준비하기로 하였다. 

학회 기간 중 목요일 포스터 발표장에서 고등

학생 과학탐구와 관련된 포스터를 발표하고 심

사를 통해 시상을 하기로 하였다. 회원의 소멸

로 인해 활동이 중단된 초중등교사분과회를 폐

지하기로 하고, 신규회원의 가입은 화학교육분

과회에서 받기로 하였다.

▶ 3월 운영위원회

2017년 2월 21일(월) 오후 4시 대한화학회 회

의실에서는 2017년도 제1차 학술위원회가 개

최되었다. 이 위원회에서는 분과회, 지부, 학술

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2017년도 

춘계총회 대한화학회상 및 외부상 수상후보자

들을 대한화학회상에 관한 세칙에 근거하여 면

밀히 검토한 후 추천하였다.

2월 22일(수) 오전 11시에는 2017년 동우

화인켐 후원 협약식이 동우화인켐 평택 본사에

서 개최되었다(회장, 총무부회장, 기획부회장, 

사무국장 참석). 본 협약식에서 동우화인켐은 

올해도 본회에 대한 후원을 약속하였고, 장기

적으로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약속 하였다.

2월 24일(금) 오후 4시에는 2017년 제3차 

운영위원회가 학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 

운영위원회에서는 춘계학술대회에서 화학전공 

학생들의 물질 구조해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

기 위해 “Practical Course of Structure 

Analysis by Single Crystal X-ray Diffraction”

라는 제목의 튜토리얼 강의를 개설하기로 하

고, 연사로 경상대 박기민 교수를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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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춘계학술발표대회 기간 중 4월 20일(목)

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화학자 연

구발표대회”를 실시하기로 하고, 전국 고교의 

교사대표들과 준비모임을 가진 후, 대회 진행 

방식, 포스터 전시 공간, 심사위원, 시상 등 실

무적인 논의를 하기로 하였다. 또 춘계학술발

표대회 안전교육심포지엄 발표자로 이소영 연

구원(교육부), 박정임 교수(순천향대), 김현진 

박사(화학연구원)를 확정하고, 심포지엄 제목

을 곧 결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그 동안 준비해 

오던 K-MOOC 일반화학 강좌 소개 자료가 

모두 취합되어 대한화학회 홈페이지에 강좌를 

바로 링크하기로 하였으며, 춘계학술대회가 개

최되는 시기에 맞추어 화학세계에도 이 내용을 

소개하기로 하였다.

2월 28일(화) 오전 11시 30분에는 서울역 

진진바라에서 2017년도 제1차 여성위원회가 

개최되어 2017년 사업 계획 및 역할 분담 등

에 관해 논의하고,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국

가와 기업이 원하는 과학기술인재상’심포지엄

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2월 28일(화) 오후 6시

에는 한국화학관련학회연합회 2017년 제1차 

이사회 및 제23차 총회가 서울역 티원에서 개

최되어, 화학관련학회연합회 소속 임원들이 

2016년 회무 결산 및 회계 결산, 정관 개정에 

대한 승인을 의결하고, 총회 인준을 이사회 인

준으로 변경하였다.

3월 10일(금) 오후 2시에는 한국다우케미칼 

우수논문상 수상후보자 선정위원회가 학회 회

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 위원회에서는 접수된 

총 177편의 논문(전자소재 분야 75편, 순수화

학 분야 102편)들을 심사하여 대한화학회 춘

계총회에서 시상할 우수 논문들을 선정하였다. 

3월 10일(금) 오후 4시에는 2017년 제4차 운

영위원회가 학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 

운영위원회에서는 CAS-SciFinder 수상후보

자 추천에 관한 세칙 초안을 검토하고 확정하

였다. 이 운영위에서는 BKCS의 인지도 향상

을 위해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을 thematic issue로 출판하는 문제가 논

의되었다. 현재까지 thematic issue가 BKCS

에 발간된 사례가 없으나, 구체적인 발간 계획

과 학술지간행위원회의 의견, 추가 소요 경비 

부담에 대한 조건 및 BKCS 투고 규정 등을 상

세히 고려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제3차 운영위에서 논의된 2017년 미래화

학자 연구발표대회 실시요강의 초안을 검토하

고, 참석 협조 공문을 전국 과학고, 영재고, 과

학 중점고 등에 발송하기로 하였다. 미래화학

자 연구발표대회에는 총 20여개 팀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나, 참석 인원이 많을 경우 예비 

심사를 통해 선별하기로 하였으며, 이미 발표

된 연구가 중복 발표되는 것은 지양하기로 하

였다.

3월 22일(수) 오후 2시 30분에는 2017년 

제2차 연구실안전위원회가 숙명여대 과학관 

515호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2016

년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연구실 

안전관련 웹사이트 구축, 연구실안전위원회의 

활동방향 및 한국화학연구원의 안전관련 자료

를 공유하고 이를 학회를 통해 확산시킬 것을 

상세히 논의하였다.

▶ 4월 운영위원회

지난 3~4월은 새로 기획한 사업의 추진을 위

한 위원회 회의와 춘계학술발표대회 및 정기 

이사회 등이 몰려 있어서 운영위원 모두가 바

쁜 시간을 보냈다.

3월 22일(수) 오후 2시 30분에는 숙명여자

대학교 과학관 515호에서 2017년 제2차 연구

실안전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 위원회에서는 

연구실안전위원회의 재구성과 활동방향,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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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들에 대한 분석 및 활용방안, 대한화

학회 홈페이지를 통한 연구실안전관련 자료들

의 홍보 방안 등이 상세히 논의되었다.

3월 24일(금) 오후 4시에는 대한화학회 제1

차 이사회가 한국과학기술회관 12층 아이리스

홀에서 개최되었다. 본 이사회에서는 회무, 예

산 집행, 지부 회무 및 결산, 사업계획, 수상후

보, 대한화학회 규정·세칙 제정 및 개정 등의 

보고 및 의결안건들이 처리되었다.

3월 31일(금) 오전 11시에는 본 학회 공식후

원사인 세진시아이의 후원 협약식이 학회회의

실에서 개최되었다. 세진시아이는 올해도 본회

에 대한 적극적인 후원을 약속하였고, 지속적

으로 상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

하였다.

4월 7일(금) 오후 4시에는 2017년 제5차 운

영위원회가 대한화학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어, 

춘계 학술대회에 대한 준비상황이 상세히 점검

되었다.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가능한 줄여 나

가려는 조치의 일환으로, 화학세계 4월호에 첨

부되어 우송되던 학술대회 일정표의 우편 발송

을 중단하고 대신 e-book 형태로 볼 수 있도

록 하였으며, 이를 여러 차례 회원들에게 이메

일로 홍보하기로 하였다. 인쇄본이 꼭 필요한 

회원들에게는 현장에서 직접 부록집을 배포하

기로 하였다. 또한 이번 춘계 학술발표대회에

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고등학생 대상 ‘미래화

학자 연구발표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홍보와 발표방식 및 포스터 발표 시상

을 위한 심사위원을 선정하였고, 참가증명서 

발급, 기념품 준비, 안내문 발송 등 제반 사항

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지속적으로 진행되기 위하여 화학교

육분과회를 포함한 일반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

하기로 하였다.

4월 19일(수)~21일(금)에는 제119회 춘계 

대한화학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가 일산 KINTEX 

제2전시장에서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

원 속에 진행되었다. 이번 학술발표회에는 총 

2,557 명의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여 총 1,386

편의 구두 및 포스터 발표가 진행되었다. 많은 

기업체에서도 활발하게 기기전시회에 참여하

였다. 또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현대적 대학

화학교육이 시작된 지 100주년을 맞이하여, 

대학화학교육 100주년 기념 특별심포지엄과 

100년 역사 사진전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화학자 연구발

표대회’가 신설되어 학생들의 화학탐구활동 및 

지도 교사들의 적극적인 학회 참여를 독려하고

자 하였다. 학회 첫날인 수요일은 IBS 및 SRC 

심포지엄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고, 지난해에 

이어 X-선 단결정 구조 해석 연습 튜토리얼이 

개최되어 많은 연구자들 및 학생회원들이 참여

하였다. 목요일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대학

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실 안전교육과 분과

회 학술발표회, Bertozzi 교수의 기조강연 및 

총회가 열렸다. 금요일에는 대한화학회와 미국

화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KCS-ACS Central 

Science 연합심포지엄이 성황리에 개최되었

다. 총 아홉 분의 화학분야 최고 국내외 연사가 

초청되어, 매우 우수한 발표와 함께 활발한 토

론이 있는 심포지엄이 진행되었다. 

또 다른 기쁜 소식은 이번 춘계 학회부터 

KCS-CAS SciFinder 학술상이 제정되어 첫 

수상자가 선정되었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및 

SciFinder 구독권이 3년간 부상으로 주어진

다. 매년 진행되는 공동 산학심포지엄인 동우

화인켐 산학협력 심포지엄 및 한국 다우케미칼

에서 수여하는 대학원생 대상 우수논문상 수상

자 구두 발표도 회원들의 활발한 참여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춘계총회와 학술발표회

에 적극 참여해 주신 모든 회원 여러분께 깊이 



334 (사)대한화학회 75주년 자료집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린다.

▶ 5월 운영위원회 

2017년 5월 12일(금) 오후 4시에는 2017년 

제6차 운영위원회가 대한화학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9~21일에 일산 KINTEX에서 개최되었던 대

한화학회 제119회 총회, 학술발표회 및 기기

전시회에 대한 성과 정리, 결산 보고 및 개선 

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이번 춘계학술발표회에

는 2,557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총 1,386편의 

구두 및 포스터 발표가 진행되었다. 이번 학회

에서는 열띤 토론 가운데 활발하게 진행된 학

술발표와 다채로운 행사가 3일간 개최되어, 2

박 3일의 학술발표회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대학화학교육 

100주년 기념 특별심포지엄 및 사진전이 개최

되었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화학

자 연구발표대회가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또한 

IBS 및 SRC 특별심포지엄과 ‘X-선 단결정구

조해석 연습’ 이라는 제목의 튜토리얼 세션이 

개설되었으며,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

험실 안전교육이 실시되었다. Bertozzi 교수

(스탠퍼드대 화학과)의 기조강연, KCS-ACS 

Central Science 연합심포지엄, KCS-CAS 

SciFinder 학술상 제정 및 제1회 시상도 성황

리에 개최되었다. 또한 공식후원업체인 동우화

인켐과 대한화학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

는 동우화인켐 산학협력심포지엄과 한국다우

케미칼 주최 대학원생 우수논문상 시상 및 수

상자 구두 발표 등도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많은 전임회장님들과 원로 회원님들이 참석하

여 자리를 빛낸 총회도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

행되었다. 학술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수

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회원, 임원진 및 사무

국 직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 운영위원회에서는 오는 10월 18일(수)~ 

20일(금)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

는 제120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의 준비에 대

한 논의를 시작하여, University of Texas, 

San Antonio의 Kirk Schanze 교수를 기조

강연자로 확정하고 공식 초청장을 발송하였다.

5월 25일(목) 오후 3시에는 회장님과 총무부

회장님이 한국화학연구원장님을 방문하여, 화

학연구원과 대한화학회가 실험실안전 홍보/교

육에 대한 지속적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 

의사를 타진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회의에서

는 대한화학회와 한국화학연구원이 연구실안전

관련 업무를 향후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정기 

학술발표회에서 KCS-KRICT가 함께하는 연구

실험실 안전교육을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안전

관련 교육 및 홍보 활동의 영속성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 상호지원을 하기로 협의하였다.

5월 26일(금) 오후 4시에는 제7차 운영위원

회가 대한화학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 

운영위원회에서는 추계학술대회의 수요일 세

션 구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하였다. 대학

원생들을 위한 튜토리얼 세션은 ‘NMR 

Applications in Chemistry’라는 제목으로 

개설하기로 하여, 군산대학교 노정래 교수와 

한국외대 김용애 교수를 연사로 확정하였다. 

SRC 심포지엄과 IBS 심포지엄도 개최하기로 

하고 발표 연구단을 곧 확정하기로 하였다. 또

한 5월 31일에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 예

정인 과총의 학술비전구축 시범과제 사업설명

회에 기획 및 학술팀이 참석하여 사업 공모 준

비와 신청을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 6월 운영위원회 

2017년 6월 9일(금) 오후 2시에는 창의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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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구진흥을 위한 국가R&D정책제안포럼이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 포럼에는 회장님, 총무실무이사, 국제협력

실무이사가 참석하여 기초과학의 중요성과 국

가R&D정책기조 변화의 필요성, 기초연구 지

원, 국가R&D투자 패러다임의 전환, 기초과학 

정책 등에 대한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 질의응

답 및 포럼 참석자들과의 교류를 진행하였다.

6월 9일(금) 오후 4시에는 2017년 제8차 운

영위원회가 대한화학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

다. 이 운영위원회에서는 물리학회 주도로 화

학회, 수학회, 광학회, 진공학회가 협의체를 구

성하여 공동 계획서를 작성하기로 한 과총의 

학술비전구축 시범과제 사업설명회 내용을 논

의하고, 기획실무이사, 학술실무이사, 총무실

무이사가 화학회 부분의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

여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 

6월 23일(금) 오후 4시에는 제9차 운영위원회

가 대한화학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 운영

위원회에서는 추계학술대회의 수요일 세션 구성

을 논의하였는데, 대학원생들을 위한 튜토리얼 

세션은 ‘NMR Applications in Chemistry’라

는 제목으로 개설하여, 군산대학교 노정래 교

수와 한국외국어대학교 김용애 교수를 연사로 

확정하였다. 또한 SRC(나명수 교수) 특별심포

지엄과 IBS(장석복 교수) 특별심포지엄을 개최

하기로 최종 확정하였다. 이번 추계학회에서도 

10월 20일(금) 오후 1시 30분부터 교사 30명, 

학생 60명 정도의 참여가 예상되는 미래화학

자 연구발표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한편 

2018년부터는 이 대회를 추계학회에서 정기적

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미래화학자 

연구발표대회에서는 운영위원 중 3인을 전담

위원으로 선정하여 참여 학생들의 발표자료에 

대한 결과의 타당성 및 해석, 필요한 조언 등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참여 교사의 모임 시간에

는 참가 학생들을 위한 초청강연세션을 진행하

기로 하였다. 2018년 춘계 학회부터는 교사들

의 정기적인 발표세션을 운영함으로써 더 많은 

화학교사가 학회와 화학교육분과회에 가입하

고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로 하였다.

▶ 7월 운영위원회 

2017년 7월 3일(월)~4일(화)에는 2017년 대

한화학회 운영위원 워크숍 및 제10차 운영위

원회가 여수 엠블호텔에서 개최되어, 제120회 

대한화학회 추계학술발표회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분담과 준비를 하였다. 이 워크숍에서는 

학술발표회의 상세한 일정을 확정하고, 각 프

로그램에 대한 담당자를 배정하였으며, 일정표

를 면밀히 검토하였다. 특히 추계학술발표회가 

국제학회임을 감안하여 초록이 영문으로 제출

되도록 하고, 각 분과회에서 주최하는 심포지

엄 및 구두발표에 해외 연사를 초청하는 경우 

본회에서 일부 경비(숙박비)를 지원하는 방안

을 논의하였다. 이 워크숍에서는 또한 학술발

표회의 일정, 안내문 마감 및 후원업체 확보 등

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하였다.

7월 6일부터 7월 15일까지는 타이의 나콘빠

톰에서 제49차 국제화학올림피아드가 개최되

었다. 4명의 대표가 참가한 한국팀은 금메달 2

개와 은메달 2개를 획득하는 우수한 성적을 거

두었다. 

7월 9일부터 14일까지는 브라질 상파울루에

서 제49차 IUPAC 총회 및 학술발표회가 개최

되었다. 회장님과 국제협력부회장님이 참석하

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새로 발견된 원소의 이

름을 확정하는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이 심

의 결정되었다. 새로운 회비(National sub-

scription) 부과방식을 확정하고자 하였으나 

이견이 많아 최종결정을 2018년 8월까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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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연장하여 논의하기로 하고, 2017년도의 회

비는 2016년도에 준하여 임시로 부과하기로 

하였다. 또한 여러 나라가 경합을 벌인 가운데 

2021년에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2023년에

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총회를 개최하기로 최

종 결정되었다. 

7월 11일(화) 오후 1시 30분부터는 2017년

도 학술비전구축사업 워크숍이 한국과학기술

회관 소2회의실에서 개최되었는데, 총무 실무

이사와 기획 실무이사가 본회를 대표하여 참석

하였다. 이 워크숍에서는 기초과학분야 로드맵

을 단기, 중기, 장기로 구별하고 중요 키워드를 

선정하며, 인력양성/교육에 대한 내용과 학제 

간 연구가 가능한 주제를 염두에 두고 작성하

는 등 학술비전 로드맵의 형식을 상세히 논의

하였다. 또한 학회별 및 총괄 로드맵 초안 완성

일, 토론회 개최일 등 상세한 추진 일정 등도 

논의하고 인력 양성, 취업, 연구과제, 연구비 

등 별도의 필요한 자료를 연구재단에서 요청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본

회에서는 각 분과별로 1~5개의 주제를 선정하

여 총 10~15개의 로드맵 초안을 8월 말까지 

완료하기 위해 시급히 집필진을 선정하기로 하

고, 총 150~200페이지 정도의 로드맵 초안을 

도출하기 위해 각 분과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 8월 운영위원회 

7월 6일(목)부터 7월 15일(토)까지 태국의 나

콘빠톰에서 개최된 2017년 제49회 국제화학

올림피아드에는 4명의 대표가 참가하였다. 이 

대회에서 대표단은 금메달 2개와 은메달 2개

를 획득하여 종합 6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

었다. 7월 17일 새벽 대표단이 귀국하는 날에

는 학생들의 가족, 회장님, 사무국장 등이 공항

으로 마중을 나가 우수한 성적을 축하하였다.  

7월 23일(일)부터 28일(금)까지 호주 멜버른 컨

벤션센터에서는 제17차 아시아화학대회(ACC)

가 개최 되었는데, 이번 ACC에는 회장님, 국

제협력위원장님, 총무실무이사가 참석하였다. 

ACC기간 중 개최된 제19차 FACS 총회에서

는 Dave Winkler 교수(호주 La Trobe 대학)

를 차기 회장(2018~2019)으로 승인하고, 회

계보고와 연회비 인상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였

으며, 2017년 FACS 수상자를 확정하였다. 또

한 미얀마 화학회와 Timor-Leste 화학회의 

신규 회원 가입을 승인하였고, 일본 Society 

of Pure and Applied Coordination 

Chemistry(SPACC)의 신규회원 가입에 대한 

승인 여부는 8월 중 온라인 투표로 가부를 결

정하기로 하였다(8월 7일부터 21일까지 진행

된 온라인 투표 결과 SPACC의 신규회원 가입 

건은 찬성 6표, 반대 12표, 기권 6표로 부결

됨). 총회 말미에는 2021년에 개최될 제19차 

ACC를 유치하고자 하는 회원국들의 유치제안 

발표가 있었는데, 온라인 투표결과 터키의 이

스탄불이 개최지로 결정되었다. 함께 진행된 

제71차 EXCO 미팅에서는 회비인상 문제와 

새 membership 허가 원칙에 대한 논의를 하

고, 임기가 다한 새 EXCO 멤버 선출 등에 대

한 토의를 하였는데,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결

과 이철범 교수(서울대학교)가 동아시아 지역

의 EXCO member로 선출되었다. 같은 장소

에서 7월 26일~27일 양일간 아시아 화학 편

집위원회(ACES)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

에서는 결산보고 및 수상자 선정, 향후 사업계

획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Ryoji Noyori 

ACES Award 수상자로 선정된 홍콩대학 

Chi-Ming Che 교수의 시상식과 기념강연이 

개최되었으며, 인도의 Mugesh 교수가 차기

(2018~2019)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번 아

시아 화학대회는 프로그램 진행상 본받을 만한 

몇 가지 장점이 돋보였다. 상세한 발표 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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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은 일정표가 매일 학회장 입구에 게시되어 

참가자들이 발표장소와 주제를 쉽게 찾을 수 

있었고, 주요 발표일정 및 행사 등이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실시간 팝업 메시지

로 알려졌으며, 포스터 보드가 장방형 강단에 

대각선으로 배치되어 공간 활용도와 접근성이 

용이하였다. 

7월 26일(수)부터 29일(토)까지는 스웨덴 스

톡홀름에서 재유럽 한인과학자 학술발표대회

(EKC2017)가 개최되었는데, 본회를 대표하여 

총무부회장님이 참석하여 대한화학회와 EKC

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대회를 통해 

EKC가 유럽 내 한인 화학자 네트워킹을 위한 

창구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게 되어, 

향후 회원들에게 EKC학회 개최에 대한 공지

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7월 27일(목) 오후 4시에는 제2회 학술위원

회가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어 2017년 대한

화학회상, 이태규학술상 및 외부상 수상후보자

들이 선정 및 추천되었다.

7월 23일(일)부터 8월 4일(금)까지 UNIST에

서 개최된 화학올림피아드 여름학교는 나명수 

교장선생님 이하 많은 참여 교수님들의 헌신적

인 노력으로 인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8월 11일(금) 오후 4시에는 학회 회의실에서 

제11차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 운영위원

회에서는 추계학술대회의 상세한 일정, 각 프로

그램에 대한 담당자, 초록제출 현황, 후원업체 

확보 등 현재까지의 준비사항이 상세히 점검되

었다. 또한 학술비전구축 시범과제 기초과학분

야 로드맵 작성을 위한 집필진들이 선정되었고, 

8월말까지 초안 작성이 될 수 있도록 각 분과에 

재차 협조 요청을 하기로 하였다. 한편 기초연

구진흥을 위한 기초과학관련 학회회장과 과학

기술보좌관 간담회 내용도 공유되었다.

8월 14일(월) 오후 1시 30분에는 회장님, 총

무부회장님, 조직부회장님, 총무실무이사가 

LG화학 유진녕 사장님을 방문하여 학회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회의 제반 현황과 행사

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미래화

학자 학술 연구발표대회를 상세히 소개하고 

LG화학의 적극적인 후원을 요청하였다.

8월 17일(목) 오전 11시 30분에는 대한화학

회-한국화학연구원 연구실 안전 및 교육관련 

협약식 이 한국화학연구원 행정동 중회의실에

서 개최되었다. 이 협약식에는 본회에서 회장

님, 총무부회장님, 총무실무이사, 조직실무이

사, 사무국장이 참석하였고, 한국화학연구원에

서 원장님, 화학인프라본부장, 화학안전연구평

가센터장, 선임기술원 및 선임연구원들이 참석

하였다. 이 협약식에서는 양 기관이 상호교류 

협력을 통해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연구실험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 기여하기로 하였

다. 또한 대한화학회 홈페이지에 연구실험실 

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협약식

과 함께 오픈하였다. 

▶ 9월 운영위원회

8월 25일(금) 오후 4시에는 학회 회의실에서 

제12차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 운영위원

회에서는 제19차 FACS 총회에서 논의된 의제

에 대한 전자투표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새로

운 EXCO 멤버로 서울대 이철범 교수가 당선

되었고, 일본 Society of Pure and Applied 

Coordination Chemistry(SPACC)의 FACS 

멤버 신청은 기각되었으며, 2021년 ACC는 터

키화학회의 주관으로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개

최하기로 결정된 내용들을 공유하였다. 이 운

영위원회에서는 본회 홈페이지에 연구실험실 

안전관련 정보 제공 웹사이트를 오픈함에 따라 

그 내용 및 형식을 점검하고 정기적인 업데이

트를 하기로 하였다. 또한 연구실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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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로 정기 학술대회 기간 중 지속적으로 안

전교육을 실시하고 피교육자들에게 안전교육 

인증서를 발급하여, 안전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번 추계학술

대회 기간 중에 실시될 미래화학자 연구발표대

회는 LG화학이 후원을 하게 되어 그 명칭을 

LG화학-대한화학회 미래화학자 연구발표대회

로 결정하였으며, 그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적극

적인 홍보를 하기로 하였다.

8월 28일 11시에는 한국과학기술회관 2층 

회의실에서 ‘과총 주관 학회와 함께하는 신규

사업 기획을 위한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향후 

과총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에 대해 각 

학회의 의견을 청취할 목적으로 개최된 이 간

담회에는 총무실무이사가 참석하여 미래화학

자 연구발표대회의 배경과 취지를 설명하고 과

총 지원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제

안을 하였다. 

9월 5일 오후 2시에는 한국과학기술회관 소

2회의실에서 ‘과총학술비전구축사업 2차 워크

숍’이 개최되었다. 이 워크숍에는 총무실무이

사와 기획실무이사가 참석하여 기획 시범과제 

중간 발표에 참여하여 현재까지 작성된 로드맵 

초안을 점검하고 전문가 자문 및 자유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9월 8일 오후 12시 40분에는 달개비에서 대

한화학회 화학경영자상 상패 수여식이 개최되

었다. 2017년 화학경영자상은 본회의 공식후

원 기관인 세진시아이 대표가 수상자로 결정되

었는데, 수상자가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별도의 사전 시상식을 마련하게 되었다. 시상

식과 더불어 대한화학회와 세진시아이는 앞으

로도 지속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유

지하기로 약속하였다.

9월 8일 오후 4시에는 학회 회의실에서 제

13차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 운영위에

서는 기초연구연합(가칭)에서 본회가 창립을 

위한 발기인이 되어 줄 것을 요청해 옴에 따라, 

기초연구연합의 추진안에 찬성의사를 표명하

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기초연구연합을 추진함

에 있어서 기존 기초과학협의회(기과협)와 협

의를 통해 소속 학회 전체가 참여하고, 기초과

학 분야의 지원을 늘리며, 임상의학의 연구비 

점유율 증가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 줄것을 

함께 요청하기로 하였다. 또한 임기가 만료되

는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서 업무의 영속성을 위해 현 위원인 강한영 교

수와 김성진 교수를 재추천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제120회 추계학술대회의 상세한 일정, 각 

프로그램에 대한 담당자, 초록제출 현황, 후원

업체 확보 등 현재까지의 준비 사항이 상세히 

점검되었고, 연구실안전교육 시간표 등 각종 

행사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다. 

회장님은 9월 11일 독일을 방문하여 독일화

학회 창립 150주년을 축하하고 기념품을 전달

하였다. 또한 독일화학회장인 T. K. Lindhorst 

교수와 함께 기간이 만료된 대한화학회-독일

화학회간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다시 5년간 연장하는 체결식을 가졌다. 아울러 

Wiley의 참석자와 함께 불리틴지의 현황에 대

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10월 운영위원회

2017년 9월 22일(금) 오후 4시부터는 한국과

학기술회관 아이리스홀에서 2017년 제2차 이

사회가 개최되었다. 총 19명의 이사 중 16인

의 이사와 1인의 감사가 참석한 제2차 이사회

에서는 제120회 학술발표회 및 총회에서 수여

할 대한화학회상/외부상 수상 후보자가 승인

되었고, 2018년도 임원/사업계획/일반·특별 

회계 예산안이 승인되었으며, 대한화학회 규

정·세칙 개정 및 제정 등이 심의, 의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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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7일(금) 오후 4시에는 2017년 제14차 

운영위원회가 대한화학회 회의실에서 개최되

어, 제120회 추계학술발표회의 준비상황을 최

종 점검하였다. 초청된 기조강연자의 구체적 

일정을 점검하고 개별 행사의 모든 진행 순서

를 일일이 살펴가며 확인하고 운영위원들의 구

체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학술대회 진행이 원

활하게 될 수 있도록 최종 점검하였다. LG화

학-대한화학회 미래화학자 연구발표대회의 접

수 상황을 점검하고, 각 분야별 지도위원을 지

정하며 참가학생들을 위한 특별강연회의 강연

자를 확정하였다.

10월 12일(목)에는 12시 30분부터 동우화

인켐 익산 전자재료연구소 창립 25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동우화인켐 익산 전자재료연구소

에서 개최되었다. 이 심포지엄을 축하하기 위

해 회장, 총무, 기획, 조직 부회장, 총무, 교육, 

조직 실무이사 및 사무국장이 참석하였다. 이 

심포지엄에서는 4차 산업혁명, 플랫폼 레볼루

션,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관련 연사 3인의 발

표와 이어진 개소 기념식 만찬이 진행되었다.

10월 18일(수)~20일(금)에는 제120회(추계) 

대한화학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가 빛고을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2천 명 이

상의 회원들 참여와 각종 기기전시회 및 심포

지엄, 튜토리얼 세션 등이 성황리에 개최되었

다. 이번 학술발표회에는 총 1,319편의 각종 

초록이 접수되었고, 47개 업체가 기기전시회

에 참여하였다. 이번 학회에서도 학술회의 첫

날인 수요일(18일)에 대학원생을 위한 교육 프

로그램, IBS 및 SRC 특별심포지엄 등을 시행

한 결과 수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세션이 

큰 호응을 얻어 콘텐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었다. 둘째 날과 셋째 날에 각 분과회

별로 진행된 심포지엄에는 국내외 저명 연사들

이 초청되어 발표가 진행되었고, 특별 주제로 

개최된 여성위원회 주관 심포지엄은 학생들의 

진로 설정에 도움을 주는 국가와 기업이 원하

는 과학기술 인재상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고

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LG화학-대한화학회 

미래화학자 연구발표대회’는 고교 교과과정 변

화에 따른 학생들의 화학탐구활동을 장려하고 

교사들의 학회 참여를 장려하는 방안으로 마련

되었는데, 많은 팀이 연구 발표 및 특별강연에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기조강연에 초청된 

텍사스대학 화학과의 Kirk S. Schanze 교수

는 Polyelectrolytes의 특성과 응용에 대한 내

용을 쉽게 전달하여 많은 참석자들에게 소재 

및 바이오 센서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이

번 가을학회부터 처음 제정된 ‘한만정 학술상’

은 한양대 화학과 조천규 교수가 수상하였고, 

이태규학술상은 거대고리 초분자화학 연구를 

크게 발전시킨 경상대 화학과 이심성 교수가 

수상하였다. 세 분의 연사가 초청된 연구실 안

전 교육프로그램에도 연구실험실에 종사하는 

많은 연구자들이 활발히 참여하였다. 한국연구

재단의 2018년 기초연구비 지원 방향 설명회

와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의 과제설명회에도 

많은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활발한 질의응답 시

간을 가졌다. 학술발표회에서 여러 모양으로 

헌신해 주신 운영진과 사무국 직원들 모두에게 

감 드리면서, 디테일에 강한 학술발표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쏟아 나가

기를 기대해 본다. 

▶ 11월 운영위원회 

11월 9일(목) 오후 3시에는 과총학술비전구축

사업 4차 워크숍이 경기도 화성시 소재 롤링힐

스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 워크숍에는 총무실

무이사가 참석하여 현재까지 작성된 최종보고

서를 점검하고 학문 영역간 상이한 형식 및 표

현 등을 조율하는 회의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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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4일(화) 오후 3시에는 지난 10월 18 

~2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

120회 대한화학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에 대한 

결과 보고와 성과를 정리하고 결산하는 시간을 

한국화학회관 2층 회의실에서 가졌다. 회장단

과 사무국장이 참석한 이 회의에서는 발표 콘

텐츠 충실화를 통한 회원들의 참여 확대, ‘LG

화학-대한화학회 미래화학자 연구발표대회’ 

성공적 개최, 연구실 안전 교육프로그램 활성

화, 연구비 지원 방향 및 과제설명회 등의 큰 

성과를 확인하였다. 아울러 등록회원수가 다소 

감소한 부분에 대한 원인 분석과 지속적인 미

래화학자대회 개최 및 운영을 위한 지원책을 

논의하였다. 본회 회장은 준비단계에서부터 마

무리까지 열정적으로 수고해 준 학회사무국 직

원들과 운영위원들의 노력을 치하하고, 아낌없

는 후원을 해 준 학회공식 후원사 및 기기전시

회 참여 업체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활발한 학

술활동을 펼쳐 준 모든 회원들의 노력에 화학

세계 12월호를 통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 

11월 15일(수) 오후 4시에는 한국기초과학

지원연구원(KBSI) 기획취재를 위해 이창희 회

장의 인터뷰가 한국화학회관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이 인터뷰에는 KBSI의 대외협력

실장과 시사저널 김상현 기자가 방문하여 회장

님께 대한화학회 소개 및 화학 분야의 역할과 

전망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또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역할

과 화학 분야 국내 및 세계 동향과 이슈 등에 

대한 질문과 함께 상세한 대화를 나누는 자리

를 가졌다.

지난 2년간의 활동을 총정리하고 성과를 논

의할 금년도 마지막 제15차 운영위원회는 12

월 8일(금)에 개최 예정이고, 당일 자체 내부 

감사도 예정되어 있다. 이제 지난 2년 동안 환

상적인 콤비를 자랑하던 운영위원회도 이번을 

마지막으로 그 활동의 대미를 장식할 때가 되

었다. 그 동안 운영위원회 소식의 집필에 헌신

해 준 총무부회장, 총무실무이사와 아낌없는 

협조로 헌신한 사무국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

를 전한다.

(학술발표회)

▶ 제119회 학술발표회, 총회 및 기기전시회

일 시：2017년 4월 19~21일(수~금)

장 소：일산 KINTEX 제2전시장

발표논문：1,382편

등록인원：2,404명

Ÿ 개관

대한화학회 제119회 학술발표회 및 총회가 지

난 4월 19일(수)~21일(금) 일산 KINTEX 제2

전시장에서 많은 회원들과 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 속에 진행 되었습니다. 이번 춘계

총회 및 학술발표회에서는 현대적 대학화학교

육이 시작된 지 100주년을 맞이하여 대학화학

교육 100주년 기념 특별심포지엄과 역사 사진

전이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학

술대회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

화학자 연구발표대회’가 신설되어 학생들의 화

학탐구활동 및 지도 교사들의 적극적인 학회 

참여를 독려하고자 하였습니다. IBS 및 SRC 

심포지엄이 이번 학회에서도 성공적으로 개최

되었고, X-선 단결정 구조 해석 연습 튜토리얼

이 개최되어 많은 연구자들 및 학생회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

는 실험실 안전교육과 분과회 학술발표회, 

Bertozzi 교수의 기조강연 및 총회가 열렸으

며, 대한화학회와 미국화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KCS-ACS Central Science 연합심포지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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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총 아홉 분의 화학분야 최고 국내외 연사가 

초청되어 매우 우수한 발표와 함께 활발한 토

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춘계학술대회부터

는 KCS-CAS SciFinder 학술상이 제정되어 

첫 수상자가 선정되었는데, 수상자에게는 상금 

및 SciFinder 구독권이 3년간 부상으로 주어

지게 되었습니다. 매년 진행되는 공동 산학심

포지엄인 동우화인켐 산학협력 심포지엄 및 한

국 다우케미칼에서 수여하는 대학원생 대상 우

수논문상 수상자 구두 발표도 회원들의 활발한 

참여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렇게 

순조롭고 체계적인 학회가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학술발표회의 준비단계에서부터 매우 열

정적으로 수고를 해 준 학회사무국 직원들과 

운영위원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아낌없는 후

원을 해 준 공식 후원사 및 기기전시회 참여 

업체들, 활발한 학술활동을 아낌없이 펼쳐 준 

본회 회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

라 생각합니다. 이 지면을 빌어 참여해 주신 모

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Ÿ 첫째 날[4월 19일(수)]

특별심포지엄 및 튜토리얼

지난 해에 이어 이번 제119회 학술발표회에서

도 IBS 특별심포지엄과 SRC 특별심포지엄이 

‘Genome Editing and the CRISPR/Cas 

Revolution’과 ‘New Trends and 

Developments in Organic Synthesis’라는 

제목으로 각각 개최되었는데, 두 심포지엄 모

두 관련 분야 전문가들 및 학생연구자들이 활

발하게 참여하여 현재 각 연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우수한 연구 성과들을 발표하고 토의를 

나눈 값진 발표의 장이 되었다. ‘Practical 

Course of Structure Analysis by Single 

Crystal X-ray Diffraction’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튜토리얼 세션에도 지난 해에 이어 수

많은 학생 및 연구자들이 참가하여 매우 큰 관

심과 호응을 보였다. 제120회 학술발표회에서

도 NMR을 이용한 화합물의 구조 분석 원리 

및 응용에 관한 튜토리얼 세션 개최를 계획하

고 있으므로 많은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평의원회

4월 19일(수) 오후 5시부터 KINTEX 제2전시

장 306호에서는 평의원회가 열렸다. 이창희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평의원회에서는, 김학

원 총무부회장의 진행에 따라 2016년도 일부 

운영위원들 및 한국화학올림피아드 겨울학교 

교장에게 공로패가 증정되었고, 각 학술지 상

임 편집위원들, 전임 지부장, 전임 제위원회 위

원장들에게 감사패가 증정되었다. 이어서 김학

원 총무부회장의 주요 회무보고, 회원현황,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집행현황, 규정, 세

칙 및 개정현황, 지부, 분과회 2016년도 사업 

현황 및 2017년도 사업계획 등의 보고가 있었

고, 총회 의결 안건 사전심의로 2016년도 일

반·특별 회계 결산, 명시이월금의 보고가 진행

되었다.

Ÿ 둘째 날[4월 20일(목)]

학술발표회

이번 대한화학회 제119회 학술발표회 및 총회

에서는 화학의 각 분야에서 수행되고 있는 다

양하고 뛰어난 연구들이 활발하게 발표되고 토

론되었다. 이번 학회에서는 기조강연 1편, 기

념강연 1편, 분과기조강연 1편, 분과기념강연 

6편, 분과별 심포지엄 발표 153편, 일반구두

발표 166편 및 1,058편의 포스터 발표 등을 

포함해서 총 1,386편의 학술발표가 있었다. 

특히 대학화학교육 100주년 기념 특별심포지

엄에서는 현대적 대학화학교육이 시작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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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역사를 상세히 되돌

아보고, 앞으로 화학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

시하는 매우 훌륭한 심포지엄이 되었다. 동우

화인켐에서 주관하는 특별심포지엄에서는 

‘Wearable로 구현되는 미래화학기술’이라는 

주제의 발표에 저명인사들이 초청되어 많은 첨

단 연구들이 소개되었다. 한국다우케미칼 우수

논문상을 수상한 순수기초분야 및 재료화학분야 

수상자들의 발표에서는 질적인 수준이 매우 뛰

어난 논문들이 소개되어 성황리에 진행되었으

며, 해가 갈수록 수상자들의 발표 논문의 질이 

크게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둘째 날인 목요일 오전 9시부터는 각 분과별로 

활발한 구두발표가 진행되었다. 분과별 발표세

션과 각 심포지엄은 KINTEX 제2전시장의 11

개 발표장에서 분산 개최되었는데, 많은 회원

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각 발표장마다 청중

들이 채워지고 활발한 학술활동이 이루어졌다. 

각 분과 심포지엄은 아래의 다양한 주제로 오

전과 오후에 걸쳐 진행되었고, 특히 심상철학

술상(유기화학), 입재물리화학상(물리화학), 신

국조학술상(물리화학), 박인원학술상(생명화

학), 학술상(환경에너지), 젊은분석화학자상(분

석화학) 수상기념강연이 개최되었다. 각 분과

별 심포지엄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고분자화학: Recent Trends in Polymer 

Synthesis: Controlled Molecular Weights, 

Morphology, and Beyond / New 

Directions in Polymer Science(IBS 첨단연

성물질 연구단 공동개최, English Session) / 

Recent Trends in Polymer Synthesis: 

Supramolecular Polymerization / 공업화

학: Photocatalytic Water Oxidation and 

Carbon Dioxide ReductionⅠ / 

Photocatalytic Water Oxidation and 

Carbon Dioxide Reduction II / 무기화학 

& 재료화학: [Inorganic Chemistry - 

Materials Chemistry Divisions Joint 

Symposium] New Horizons in Inorganic 

Nanomaterials / 무기화학: Self-assembly 

of Inorganic Molecules and 

Nanoparticles / Recent Trends in Solid 

State Chemistry / 물리화학: Physical 

Chemistry of Materials / Chemical 

Application of X-ray Free Electron Laser 

(XFEL) / Recent Physical Chemistry 

Studies on Energy and Catalysis / 분석화

학: Recent Advances in Analytical 

Chemistry I: Advanced Materials and 

Instrument in Analytical Chemistry / 

Recent Advances in Analytical Chemistry

Ⅱ: Microfluidics for Novel Diagnostics / 

생명화학: Current Topics on Chemical 

Biology / Biomacromolecules and 

Protein Engineering / 유기화학: Current 

Trends in Organic Chemistry Ⅰ: 

Methodology and Application / Current 

Trends in Organic Chemistry Ⅱ: 

Molecular Recognition / Current Trends 

in Organic Chemistry Ⅲ: Synthetic 

Methodology and Catalysis / 의약화학: 

Recent Trends in Drug Discovery and 

Technology / 재료화학: Nanoscale 

Structural Analysis of Energy Materials / 

Smart Light-Guided Nanomaterials & 

Devices / 전기화학: Recent Trends in 

Electrochemistry I / Recent Trends in 

Electrochemistry II / 화학교육: Current 

Trends in Chemistry Education / 환경에

너지: Current Trends in Chemistry for 

Water Science and Technology / 특별심

포지엄: University Chemistry Education, 



2. 연도별 주요 회무  343

100 Years in Korea: ‘Past, Present, and 

Future’ / 산학협력 심포지엄 – 동우화인켐: 

Wearable로 구현되는 미래화학 기술 

포스터발표

이번 제119회 학술대회에서도 포스터발표를 

목요일과 금요일에 분산 개최하여 많은 학생 

및 신진연구자들이 전체 학회기간 동안 활발하

게 참여하도록 하였다. 약 2,000여 명의 등록

회원들이 총 1,058편의 포스터를 발표하면서 

활발한 토론과 교류를 하였다. 또한 사전등록

자들이 직접 명찰을 출력할 수 있는 무인 키오

스크 출력 시스템도 성공적으로 운영되었고, 

20명의 현장등록도우미들이 적극적으로 도와 

등록자들이 큰 불편 없이 포스터 발표에 참여

할 수 있었다.

포스터발표는 KINTEX 제2전시장 7A홀에

서 목요일에는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금요

일에는 13시부터 14시 30분까지 진행되었으

며, 발표장에는 커피 및 도넛 등이 제공되었다. 

각 분과에서 위촉된 심사위원들이 엄격하게 심

사를 하여 총 40편의 우수포스터를 가려내었

다. 이들 우수포스터들은 다음날부터 학회가 

끝날 때까지 기기전시장에 상설 전시되도록 하

였고, 1차 선정된 우수포스터는 2차 심사를 통

해 동우화인켐 포스터상 2편, 세진시아이 포스

터상 2편, IUPAC 포스터상 3편, 대학원생 선

정 동우화인켐 포스터상 4편이 선정되도록 하

였다.

기기전시회

제119회 학술발표회 및 총회에서 기기전시회

는 포스터 발표가 진행된 제2전시장 7A홀에서 

열렸다. 이번 기기전시회는 동일 시간대에 개

최된 타 기기전시회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총 

31개의 업체가 참여하여 데모장비와 최신 제

품들을 전시하며 자사의 이미지와 제품에 대한 

홍보에 열을 올렸고, 회원들 또한 기기전시회

를 통해 화학 관련 업체들의 최신 제품들과 기

술 수준에 대한 유용한 정보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부스를 설치하여 전시를 실시한 기기전시 참

여업체는 다음과 같고, 이 지면을 빌어 기기전

시회에 참여한 업체들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CS/CAS, ㈜맥솔루션, ㈜비케이인스트루먼트, 

㈜썬화인글로벌,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 

㈜애니텍, ㈜유켐, ㈜이우과학교역, ㈜케이오

에스, ㈜티앤제이테크, NDSL(한국과학기술정

보연구원), WILEY, 대정화금㈜, 동우옵트론

㈜, 동우화인켐㈜*, 동일시마즈㈜, 바이오스펙

크롬㈜, 바이오타지코리아㈜, 사이플러스, 세

진시아이*, 알파에이사 코리아지점, 에이티프

런티어, 엔사이언스, 엘스비어 코리아, 오엠에

이, 자유아카데미, ㈜신영코퍼레이션, 태신바

이오사이언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

쓰리엠㈜, 호리바코리아㈜  (*특별부스)

총회

4월 20일(목) 오후 4시부터는 제119회 대한화

학회 총회가 301호에서 개최되었는데, 1부에

서는 Stanford 대학의 Carolyn R. Bertozzi 

교수를 초청하여 기조강연을 실시하였고, 2부

에서는 총회가 실시되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총회를 기조강연과 연계하여 진행함으로써 회

원들의 높은 총회 참여도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었다.

1부: 기조강연

이번 학술발표회의 기조강연은 ACS Central 

Science지의 편집장을 맡고 있는 Stanford 

대학의 Carolyn R. Bertozzi 교수를 초청하

여 4월 20일(목) 4시부터 301호에서 이루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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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Bertozzi 교수의 기조강연에서는 생물학적 

경로와 새로운 기능을 지니는 생분자를 조절할 

수 있는 화학과 생물학의 경계에 있는 다양한 

신기술들이 상세히 소개되었다. 1시간여에 걸

쳐 진행된 열띤 강연에는 300여 명 이상의 청

중들이 몰려 성황을 이루었는데, 특히 참석한 

많은 학생회원들에게 생명현상을 이해하는데 

화학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쉽게 

인식시켜 준 매우 인상적인 자리가 되었다.  

2부: 총회

전임회장 및 원로 회원들이 함께 자리를 빛낸 

가운데 2부의 총회는 이창희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학회 최고의 권위를 지닌 대한화

학회 학술상이 김동표 교수(POSTECH)에게 수

여되었다. 또한 김승준 교수(한남대)가 우수논

문상, 성아영 교수(대구가톨릭대)와 김재녕 교

수(전남대)가 학술진보상, 최애란 교수(이화여

대)가 교육진보상, 노석구 교수(경인교대)가 화

학교육상을 수상하였고, 장석복 교수(KAIST)

가 올해 처음으로 CAS-SciFinder 화학자상을 

수상하였다. 그리고 동우화인켐 포스터상, 

IUPAC 포스터상과 TCI 포스터상에 대한 시상

이 거행되었다. 또한 화학의 대중화에 크게 기

여하였고 본 학회 창립70주년 기념행사의 성공

적인 개최에 물심양면 큰 공헌을 한 이규호 원

장(화학연)에게 특별공헌패가 증정되었다. 

이들 시상이 끝난 후에는 김학원 총무부회장

의 2017년 3월말까지의 회무 및 회원현황 보

고, 2017년도 일반·특별 회계 집행현황, 규

정·세칙 제정 및 개정현황, 지부 및 분과회 

2016년도 사업 및 2017년도 사업계획 보고, 

초중등교사분과회 폐지 및 화학교육분과회와

의 통합 보고가 이창희 회장의 보충설명과 배

포한 서면자료로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일반·특별 회계 결산, 명시이월금 

보고와 감사의 2016년도 사무 및 회계 감사 

결과보고가 있었으며 참석한 회원들에 의해 그

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졌다.

Ÿ 셋째 날[4월 21일(금)]

학술발표회

각 분과별 세션에는 구두발표가 오전 내내 활

발히 진행되었는데, 많은 분과 세션에서 전날

과 비교하여 참석 인원의 큰 변동 없이 회원들

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물리화학분과에서는 신국조학술상 수상

기념강연(심은지 교수, 연세대)이 성황리에 개

최되었다.

학술상 수상 기념 강연

학회 마지막 날인 4월 21일(금) 11시에는 학

술상을 수상한 김동표 교수(POSTECH)의 기

념 강연이 301호에서 개최되었다. 

‘Microfluidics: Future Synthetic Tools’

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김동표 교수의 기념 

강연에는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여 강연을 듣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KCS-ACS Central Science 연합심포지엄

4월 21일(금) 오후 1시부터 6시 25분까지는 

KCS-ACS Central Science Joint 

Symposium이 “Chemistry for 

Next-Generation Materials and Life 

Sciences”라는 제목으로 404호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 심포지엄에서는 Bertozzi 교수

(Stanford 대학), Nevado 교수(Zürich 대학), 

Zhao 교수(Fudan 대학), Chang 교수

(California Berkeley 대학) 등 해외 석학들

과 현택환 교수(서울대), 김기문 교수(포스텍), 

윤주영 교수(이화여대), 박준원 교수(포스텍), 

남좌민 교수(서울대) 등 국내 석학들이 매우 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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륭한 발표를 하여 학회의 2박 3일 일정에 큰 

내실을 기하게 되었다.

기기전시회

전날에 이어 금요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기기전

시회가 진행되었다. 기기전시회에 참여한 대부

분의 업체는 타 학회와 비교하여 진행의 우수

성을 이야기하고 포스터와 함께 개최한 것에 

대해 매우 만족함을 표시하였다.

경품추첨 및 물품 제공

학회가 개최된 3일 내내 등록처 근처에서는 매

일 경품 추첨이 있었는데, 수백 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흥겨운 축제 분위기에서 추첨과 함께 

푸짐한 경품 행사가 진행되었다. 또한 현장에

서 제공된 비타민 워터, 생수, 커피, 도넛 등이 

계획한 대로 전체 소진되어 미래 한국의 화학

을 짊어질 젊은 화학도들을 격려하였다.

Ÿ 마무리

이번 학술발표회에서는 2박 3일 동안 시행하

는 학술발표회를 보다 알차게 구성하여 활발한 

학술발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토론과 차분한 

분위기에서 총회를 개최하여 그 형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대화역

과 KINTEX 학술발표장을 오가는 셔틀버스를 

마련하여 많은 회원들이 유용하게 이용하도록 

하여 교통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었고, 향후에

도 셔틀버스 이용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2017년도 춘계총회 및 학술발표회를 치르면

서 제기된 개선할 사항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

록 할 것이며, 오는 10월 18~20일 광주 김대

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제120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에서는 보다 세련된 학술발표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춘계총회와 학술발표회가 활발

한 학술발표, 토론과 성숙된 분위기에서 진행

된 것은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격

려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참여해 주신 모든 회

원 여러분, 공식 후원사 및 기기전시회 참여기

업체에 깊이 감사 드리며, 학회 사무국의 아낌

없는 준비와 노력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

린다.

▶ 제120회 학술발표회, 총회 및 기기전시회

일 시: 2017년 10월 18~20일(수~금)

장 소: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발표논문: 1,319편

등록인원: 2,557명

Ÿ 개관

대한화학회 제120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가 지

난 10월 18일(수)~20일(금) 광주 김대중컨벤

션센터에서 많은 회원들과 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추계

총회 및 학술발표회에서는 대학원생을 위한 튜

토리얼 프로그램(NMR Applications in 

Chemistry), IBS 심포지엄(Developing New 

Catalytic Organic Reactions and 

Investigating Their Applications) 및 SRC 

심포지엄(Biomimetic Catalysis Based on 

Porous Platform)이 개최되어 큰 호응을 얻

었습니다. 각 분과회 심포지엄에는 국내외 저

명 연사들이 초청되어 학술발표가 진행되었고, 

‘국가와 기업이 원하는 과학기술 인재상’을 주

제로 여성위원회에서 주관한 심포지엄은 학생

들의 진로 설정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고등

학생들의 화학탐구활동을 장려하고 교사들의 

학회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개최된 ‘LG화

학-대한화학회 미래화학자 연구발표대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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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팀이 연구발표 및 특별강연에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올해 처음 제정되어 시

행된 ‘한만정 학술상’은 한양대 화학과 조천규 

교수가 첫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기조강연자로 초청된 텍사스대학 화학과의 

Kirk S. Schanze 교수는 Polyelectrolytes의 

특성과 응용에 대한 내용을 쉽게 전달하여 많

은 참석자들에게 소재 및 바이오센서의 중요성

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태규학술상은 거대고

리 초분자화학 연구를 크게 발전시킨 공로로 

경상대 화학과 이심성 교수가 수상하였습니다. 

세 분의 연사가 초청되어 강연을 한 연구실 안

전 교육프로그램에는 연구실험실에 종사하는 

많은 연구자들이 활발히 참여하였습니다. 한국

연구재단의 2018년 기초연구비 지원 방향 설

명회와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의 과제설명회에

도 많은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활발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학술발표대회가 순조

롭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준

비단계에서부터 열정적으로 수고해 준 학회사

무국 직원들과 운영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의 결과입니다. 또한 아낌없는 후원을 해

준 공식 후원사 및 기기전시회 참여 업체들, 활

발한 학술활동을 펼쳐 준 모든 회원들의 노력

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지면을 빌어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Ÿ 첫째 날[10월 18일(수)]

특별심포지엄 및 튜토리얼

이번 제120회 학술발표회에서도 IBS 특별심포지

엄과 SRC 특별심포지엄이 ‘NMR Applications 

in Chemistry’와 ‘Biomimetic Catalysis 

Based on Porous Platform’이라는 제목으

로 각각 개최되었는데, 두 심포지엄 모두 관련 

분야 전문가들 및 학생연구자들이 활발하게 참

여하여 각 연구단에서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우

수한 연구 성과들을 발표하고 토의를 한 값진 

발표의 장이 되었다. ‘NMR Applications in 

Chemistry’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튜토리얼 세

션에도 많은 학생 및 연구자들이 참가하여 매우 

큰 관심과 호응을 보였다.

평의원회

10월 18일(수) 오후 5시부터 김대중컨벤션센

터 201호에서는 평의원회가 개최되었다. 이창

희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평의원회에서는, 

김학원 총무부회장의 진행으로 한국화학올림

피아드 여름학교 교장으로 수고한 나명수 교수

(UNIST)에게 공로패가 증정되었다. 이어서 김

학원 총무부회장의 주요 회무보고, 회원현황,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집행현황, 대한화학

회상 및 외부상 수상후보, 세칙 개정현황에 대

한 보고와 하현준 차기회장의 2018년도 임원/

사업계획/일반·특별회계 예산 등의 보고와 함

께 사전 심의가 진행되었다.

Ÿ 둘째 날[10월 19일(목)]

학술발표회

이번 대한화학회 제120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

에서는 화학의 각 분야에서 수행되고 있는 다

양하고 뛰어난 연구들이 활발하게 발표되고 토

론되었다. 이번 학회에서는 기조강연 1편, 기

념강연 1편, 분과기조강연 1편, 분과기념강연 

13편, 분과별 심포지엄 발표 124편, 일반구두

발표 139편 및 1,041편의 포스터 발표 등을 

포함해서 총 1,319편의 학술발표가 있었다. 

여성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특별심포지엄에는 

‘국가와 기업이 원하는 과학기술 인재상’이라

는 주제 발표에 동우화인켐의 라인호 부사장이 

초청되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화학자들이 해

야 할 역할을 명확하게 소개하는 자리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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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학생들의 향후 진로설정에 큰 도움이 

되는 강연이 되었다. 연구실 안전 교육프로그

램에도 세 분의 연사가 초청되어 연구실험실에 

종사하는 많은 연구자들에게 연구실험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상태에 의한 실수들, 다양

한 안전 정보 및 안전 수칙들을 상세히 전달하

였다.

둘째 날인 목요일 오전 9시부터는 각 분과별

로 활발한 구두발표가 진행되었다. 분과별 발

표 세션과 각 심포지엄은 김대중컨벤션센터의 

10개 발표장에서 분산 개최되었는데, 많은 회

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각 발표장마다 청

중들이 채워지고 활발한 학술활동이 이루어졌

다. 각 분과별 심포지엄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고분자화학: Human-friendly Polymers 

and Their Applications / Special 

Symposium by Leading Mid-career 

Polymer Scientists / Special Symposium 

for Polymer Research at the Korean 

National Laboratories / 무기화학 & 재료

화학: Inorganic Chemistry - Materials 

Chemistry Divisions Joint Symposium: 

Molecules and Materials for Safe and 

Sustainable Future / 무기화학: Recent 

Trends in Bio-Inorganic Chemistry / 

Recent Trends in Organometallic 

Chemistry / 물리화학: Recent Progress in 

Electronic Structure Theory / Physical 

Chemistry of Bioimaging and 

Biospectroscopy / Recent Trend in 

Surface and Interface Physical 

Chemistry / 분석화학 & 생명화학: 

Analytical Chemistry Division - JASIS 

(Japan) - Life Chemistry Division Joint 

Symposium: Super-Resolution Optical 

Microscopy and Single-Cell Analysis / 분

석화학: Analytical Chemistry Division -  

JASIS (Japan) Joint Symposium: 

Elemental Analysis Using Plasma 

Spectroscopy and Mass Spectrometry / 

생명화학: Frontiers in Chemical Biology 

& Protein Chemistry / 유기화학: Current 

Trends in Organic Chemistry I: 

Unexpected Reactivity and Selectivity / 

Current Trends in Organic Chemistry II: 

Organic Materials & Supramolecular 

Chemistry / Current Trends in Organic 

Chemistry III: New Reactions and 

Methodology / 의약화학: Drug Discovery 

Research in Academia and Industry: 

Some Success Stories / 재료화학: 

Synthesis and Application of 

Two-Dimensional Materials / Current 

Trends in Energy Nanomaterials / 전기화

학: Current Trends in Electrochemistry 

for Energy Conversion / Recent 

Advances in Electrochemistry / 화학교육: 

Current Trends in Chemistry Education 

/ Chemistry Education for the Science 

Gifted Students / 환경에너지: R&D be-

yond Carbon Society I / 특별심포지엄: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Talents 

Aspired by the Government and Industry 

/ [Laboratory Safety Education] Study on 

the Psychological Processes Underlying 

Errors and Laboratory Management 

Systems for the Improvement of 

Chemical Laboratories / Directions of 

Basic Research Supports from NRF in 

Yea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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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이번 제120회 학술대회에서도 포스터 발표를 

목요일과 금요일에 분산 개최하여 많은 학생 

및 신진연구자들이 전체 학회 기간 동안 활발

하게 참여하도록 하였다. 약 2,000여 명의 등

록회원들이 총 1,041편의 포스터를 발표하면

서 활발한 토론과 교류를 하였다. 또한 사전등

록자들이 직접 명찰을 출력할 수 있는 무인 키

오스크 출력 시스템도 성공적으로 운영되었고, 

20명의 현장 등록 도우미들이 적극적으로 도

와 등록자들이 큰 불편 없이 포스터 발표에 참

여할 수 있었다.

포스터 발표는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3전시

홀에서 목요일에는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금요일에는 13시부터 14시 30분까지 진행되

었으며, 발표장에는 커피 및 도넛 등 다과가 제

공되었다. 각 분과에서 위촉된 심사위원들이 

엄격하게 심사를 하여 총 40편의 우수포스터

를 가려내었다. 이들 우수포스터들은 다음날부

터 학회가 끝날 때까지 기기전시장에 상설 전

시되도록 하였고, 1차 선정된 우수포스터는 2

차심사를 통해 동우화인켐 포스터상 2편, TCI 

포스터상 2편, CAS 포스터상 3편이 선정되도

록 하였다.

기기전시회

제120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에서 기기전시회

는 포스터 발표가 진행된 김대중컨벤션센터 제

2, 3 전시홀에서 열렸다. 이번 기기전시회에는 

총 47개의 업체가 참여하여 데모 장비와 최신 

제품들을 전시하며 자사의 이미지와 제품에 대

한 홍보에 열을 올렸고, 회원들 또한 기기전시

회를 통해 화학 관련 업체들의 최신 제품들과 

기술 수준에 대한 유용한 정보들을 접할 수 있

는 기회를 가졌다.

부스를 설치하여 전시를 실시한 기기전시 참

여업체는 다음과 같고, 이 지면을 빌어 기기전

시회에 참여한 업체들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CAS, ㈜바이텍켐스, ㈜비케이인스트루먼트, 

㈜선일아이라, ㈜수림교역, ㈜씨엠코퍼레이션

에이티,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 ㈜애니

텍, ㈜엘케이랩코리아, ㈜유켐, ㈜이공교역, ㈜

이우과학교역, ㈜케이오에스, ㈜텍스코코리아, 

㈜한국자이, 대정화금㈜, 덕산약품공업, 동우

화인켐㈜*, 동일시마즈㈜, 레이저스펙트라, 머

크 주식회사, 뷰키코리아, 브루커코리아, 사이

플러스, 세진시아이*, 씨엔티교역, 알파에이사 

코리아지점, 에이티프런티어, 엘스비어 코리

아, 엠케이에스코리아 유한회사, 영인과학㈜, 

영인에스티㈜, 오엠에이, 와이케이테크, 이시

다코리아, 이카코리아 유한회사, 자유아카데

미, 주식회사 랩가이드, 주식회사 신코, 주식회

사 지티사이언, 주식회사 케이엠, 주식회사와

이엠씨코리아, 케이엔에프뉴베르거, 한국과학

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

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

센터, 한국화학연구원 (*특별부스).

총회

10월 19일(목) 오후 4시부터는 제120회 대한

화학회 총회가 컨벤션홀 2, 3호에서 개최되었

는데, 1부에서는 텍사스 대학의 Kirk S. 

Schanze 교수를 초청하여 기조강연을 하였

고, 2부에서는 총회가 시행되었다. 예년과 마

찬가지로 총회를 기조강연과 연계하여 진행함

으로써 회원들의 높은 총회 참여도를 자연스럽

게 유도할 수 있었다.

1부: 기조강연

이번 학술발표회의 기조강연은 『ACS 

Applied Materials & Interfaces』의 편집장

을 맡고 있는 텍사스 대학의 Kirk S. Schan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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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를 초청하여 10월 19일(목) 4시부터 컨벤

션홀 2, 3호에서 이루어졌다. 

Schanze 교수의 기조강연에서는 고분자 전

해질(Polyelectrolytes)의 특성과 응용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소개되었다. 1시간여에 걸쳐 진

행된 열띤 강연에는 300여 명 이상의 청중들

이 몰려 성황을 이루었는데, 특히 참석한 많은 

학생회원에게 소재 및 바이오센서 분야에서 화

학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쉽게 인

식시켜 준 매우 인상적인 자리가 되었다. 

2부: 총회

전임회장 및 원로회원들이 함께 자리를 빛낸 

가운데 2부의 총회는 이창희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이어진 시상식에서는 이태규학술

상이 이심성 교수(경상대)에게 수여되었다. 또

한 강성규 회장(세진시아이)이 화학경영자상, 

조혜성 박사(LG화학 중앙연구소)가 기술진보

상, 오진호 교사(한국과학영재학교)가 초중등

학교화학교사상, 이경주 박사(UNIST)와 김영

순 박사(서울대)가 우수박사학위논문상, 대구

경북지부가 우수지부상을 수상하였다. 이어진 

외부상 시상식에서는 조천규 교수(한양대)가 

올해 처음으로 한만정학술상을 수상하였다. 또

한, 박소정 교수(이화여대)와 한상우 교수

(KAIST)가 Sigma-Aldrich 화학자상, 김진수 

박사(한국화학연구원)가 아이센스 여성화학자

상, 고두현 교수(경희대)와 이윤호 교수

(KAIST)가 KCS-Wiley 젊은화학자상을 수상

하였다. 한편 동우화인켐㈜ 포스터상, TCI 포

스터상과 CAS 포스터상에 대한 시상도 거행되

었다.

이들 시상이 끝난 후에는 김학원 총무부회장

의 2017년 8월 말까지의 회무 및 회원 현황 

보고, 2017년도 일반‧특별 회계 집행 현황, 규

정·세칙 제정 및 개정현황 보고가 이창희 회장

의 보충설명과 배포한 서면자료로 이루어졌다. 

또한 하현준 차기회장의 2018년도 임원/사업

계획/일반·특별회계 예산 등의 보고가 있었으

며 참석한 회원들에 의해 그에 대한 승인이 이

루어졌다.

Ÿ 셋째 날[10월 20일(금)]

학술발표회

각 분과별 세션에는 구두발표가 오전 내내 활

발히 진행되었는데, 많은 분과 세션에서 전날

과 비교하여 참석 인원의 큰 변동 없이 회원들

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태규학술상 수상 기념 강연

학회 마지막 날인 10월 20일(금) 11시에는 이

태규학술상을 수상한 이심성 교수(경상대)의 

기념 강연이 206호에서 개최되었다. ‘Recent 

Advances of Metallosupramolecules of 

Macrocycles: Networking, Post-Synthetic 

Modifications, Bioinspiration, and 

Adaptive Responses’이라는 제목으로 발표

한 이심성 교수의 기념 강연에는 많은 회원들

이 참석하여 강연을 듣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

졌다.

LG화학-대한화학회 미래화학자 연구발표대회

10월 20일(금) 오후 1시부터는 ‘LG화학-대한

화학회 미래화학자 연구발표대회’가 제2,3전

시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고등학생을 대

상으로 하는 이 연구발표대회는 고교 교과과정 

변화에 따른 학생들의 화학탐구활동을 장려하

고 교사들의 학회참여를 장려하는 방안으로 마

련되었는데, 10개교 36개팀이 연구발표에 참

가하였고 분야별 지도위원들로부터 결과 해석

이나 보충실험의 방향을 제시받는 등 실질적인 

조언을 듣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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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위한 특별강연에 프로그램에도 많은 학생

들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기기전시회

전날에 이어 금요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기기전

시회가 진행되었다. 기기전시회에 참여한 대부

분의 업체는 타 학회와 비교하여 진행의 우수

성을 이야기하고 포스터와 함께 개최한 것에 

대해 매우 만족함을 표시하였다.

경품추첨 및 물품 제공

학회가 개최된 3일 내내 등록처 근처에서는 매

일 경품추첨이 있었는데, 수백 명의 회원이 참

석하여 흥겨운 축제 분위기에서 추첨과 함께 

푸짐한 경품 행사가 진행되었다. 또한 현장에

서 제공된 비타민 워터, 생수, 커피, 도넛 등이 

계획한 대로 전체 소진되어 미래 한국의 화학

을 짊어질 젊은 화학도들을 격려하였다.

Ÿ 마무리

이번 학술발표회에서도 2박 3일 동안 시행하

는 학술발표회를 보다 알차게 구성하여 활발한 

학술발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토론과 차분한 

분위기에서 총회를 개최하여 그 형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알찬 콘텐츠의 개발과 

회원 서비스의 강화가 학술대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절실히 깨닫는 학

회가 되었다. 2017년도 추계총회 및 학술발표

회를 치르면서 제기된 개선할 사항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하

여 시행해야 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더욱 세련

된 학술발표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추계총회와 학술발표회가 활발한 

학술발표, 토론과 성숙된 분위기에서 진행된 

것은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격려 덕

분이라고 생각하고, 참여해 주신 모든 회원 여

러분, 공식 후원사 및 기기전시회 참여기업체

에 깊이 감사드리며, 학회 사무국의 아낌없는 

준비와 노력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린다.

2018

(운영위원회)

▶ 1월 운영위원회

대한화학회 2018년 운영위원회는 ‘화학이 지

구를 더 푸르게(Green Chemistry, Clean 

World!)’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총무, 기획, 학

술, 홍보, 산학협력, 대외협력 등 총 6개팀에 7

명의 부회장과 10명의 실무이사가 선임되어, 

2017년 6월부터 예비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학회 운영을 위한 준비를 충실히 진행해 왔다. 

그 동안 총 5회의 예비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면

서 학회의 현황을 파악하고 2018년에 진행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1)미래지향

적 홍보 그리고 회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화학회, 2)올바른 화학 인식 고양과 화학교육 

내실화에 힘쓰는 화학회, 3)화학역사의 그릇이 

되는 화학회, 4)젊은 화학도들의 사기고취에 

노력하는 화학회, 5)학술활동, 정보 교환의 중

심인 화학회, 6)국제화 기반구축을 통한 학문 

선진화에 앞장서는 화학회, 7)상생 협력하는 

화학회 등 향후 2년간의 7대 화학회 운영목표

들과 각 운영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계획들을 

세우고, 2017년 가을학회 총회에 보고하고, 

본격적인 준비활동을 수행하였다. 특히, 예비

운영위원회에서는 1)2018년 운영위원회 확정, 

2)2018년도 춘·추계총회 및 학술대회 프로그

램 구성 논의, 3)연회비, 참가비, 종신회원 제

도에 대한 개선, 4)대한화학회 학술지 질적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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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제고 및 개선, 5)차기 이사회, 감사 및 제 

위원장 위촉, 6)분과회, 지부 주관 학술행사 지

원 및 개선 방안, 7)화학세계 출간 형식 및 내

용 개선, 8)산·학·연 심포지엄 및 협력 강화 방

안, 9)체계적 기업 후원 및 광고 유치 방안, 

10)사무국 사무환경 개선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었다.

주요 결정사항으로, 2018년 대한화학회 총

회 및 학술발표회 장소 및 일정을 춘계는 2018

년 4월 18~20일(수~금) 제주국제컨벤션센터

(ICC-JeJu)에서, 추계는 2018년 10월 17~19

일(수~금) 대구국제컨벤션센터(EXCO)에서 개

최하기로 확정하였으며, 총회, 평의회, 그리고 

각종 시상식 및 기기전시회의 개선된 운영을 

위한 학술대회프로그램을 확정하였다. 대한화

학회 프리미엄 후원사의 등급과 등급별 혜택들

을 정비하고,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학회

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함과 동

시에 기존 후원사들의 후원강화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화학회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고견을 듣다’ 코너를 신설하고, 컬러 인

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화학세계의 가독성

을 높이도록 하였다. 또 BKCS와 대한화학회

지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논문게재료

를 조정하였으며, 대한화학회지의 eSCI 등재 

등 질적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 시행

하기로 하였다. 정기학술대회 연회비 및 참가

비 운영개선안을 마련하여 이사회에 상정하기

로 하였다. 

대한화학회 사무국의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결정하여, 학회 사무국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국내 최고 학술단체의 위상에 걸맞은 대한화학

회 대회의실 및 자료실을 갖추었다. 향후 

2018년부터 매월 2, 4주 금요일에 정기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학회 운영 전반에 관한 

현안들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학회의 모든 위원회와 분과회 및 지부와 적극

적으로 소통하며 모든 회원들이 학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 2월 운영위원회

2018년 대한화학회 운영위원회는 황금 개띠 

해인 무술년(戊戌年) 새해를 맞이하여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의 학회 운영 사항을 점검

하고, 더욱 발전된 학회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자 한다.

1월 3일(화) 오후 3시에는 화학관련학회연

합회에서 주관한 신년교류회가 한국과학기술

회관 SC 컨벤션에서 개최되었다. 각 학회의 원

로, 신임회장 및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학 

관련학회연합회 이철태 회장은 어려울 때일수

록 본연의 임무를 다하자는 내용의 축사를 하

였고, 특별히 100세 생일을 맞아 남기동 16대 

대한화학회 회장님이 참석하셔서 후학들에게 

따뜻한 덕담을 주셨고, 모든 참석자들이 신년 

인사와 교류를 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1월 12일(금) 오후 4시에는 2018년 제1차 

운영위원회가 학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어 2018

년 학회 운영 계획, 각종 보고사항 및 의결 사

항들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하였다. 먼

저, BKCS 및 JKCS 리뷰시스템의 완전 영문화

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연회비와 등록비 관련

하여 사전/현장등록비를 소폭 인상하였으며, 

65세 또는 은퇴회원 등록비를 면제하기로 결

정하였다. 춘계총회의 기조강연자로 Daniel 

Nocera 교수를 초빙하기로 결정하였다. 

후원 관련하여, 세진시아이에서 2년간 대한

화학회에 연간 1억 원 후원을 확정하여, 첫 프

리미엄 후원사가 되었으며, 이외에도 동우화인

켐, 한국다우케미칼 등 많은 후원사들의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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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속속 답지하고 있다.

▶ 3월 운영위원회

2018년 1월 26일(금) 오후 4시와 2월 9일(금) 

오후 4시에 2,3차 운영위원회가 대한화학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JKCS의 XML화 프로

그램 작업을 완료하기로 하였다. 2019년 UN

의 “주기율표 해”에 연계하여 2020년 화학올

림피아드 한국 유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대한화학회 학술상, 한만정 학술상, 교

육진보상, CAS-Scifinder 화학자상 등 후보 

접수 완료하였다. 추계 대한화학회 기조강연 

연사로 Daniel Kahn(Patterson Rockwood 

Professor of Energy, Department of 

Chemistry and Chemical Biology, 

Harvard University) 교수로 결정하였다. 또

한 국제화 추진을 위하여 분과회 등에 외국 연

사의 발표를 장려하기로 하였고, 영국화학회와 

독일화학회에서도 연사를 초청하기로 하였다. 

e-book으로 「화학세계」가 제공되고 있음을 

초·중·고등학교 과학담당 선생님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기로 

하였다. KBSI는 춘계 학회에 후원과 함께 수

요 세션 3시간을 사용하여 NMR, MASS, 전자

현미경, 동위원소 분석을 주제로 튜토리얼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후원 관련하여, 동우화인

켐, LG화학, 한미약품. 동진쎄미켐, 대웅제약, 

사이플러스, 자유아카데미, 피아이코리아, 신

코 등이 후원하기로 결정하였다.

▶ 4월 운영위원회

2018년 3월 2일(목) 오후 4시 4차 운영위원회

가 대한화학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대한화

학회 학술상, 우수논문상, 학술진보상, 교육진

보상, 한만정 학술상, CAS-Scifinder 화학자

상 수상자를 확정하였으며, 대한민국학술원 회

원을 추천 확정하였다. 대한화학회 학술대회 

활성화를 위해 학회장 지원 특별심포지엄(KCS 

presidential symposium) 개최에 대해 논의

하였으며, 2019년, 2020년, 2021년 3개년 간 

주기율표의 해 기념, 화학회 창립 75주년 기념

을 통해 화학에 대한 인식 제고와 관련하여 대

한화학회-화학연구원 연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홍보팀에서는 화학세계 원고료를 현실

화하였으며, 5~12월 총설에서 4세대 방사광

가속기 기반 X-ray analysis, Fast-scan cy-

clic voltammetry, 다중검출기 유도결합플라

즈마 질량분석기(Multicollector 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er, 

MC-ICP-MS), 열이온화질량분석기(Thermal 

Ionization Mass Spectrometer, TIMS), 미

세유체를 이용한 질량분석연구(Microfluidics 

to mass spectrometry), 휴대용 질량분석기 

등에 대해 소개하기로 하였다. 춘계 학술발표

회 관련하여

일정, 진행요원, 경품, 포스터 심사료, 포스터 

상금, 강연 연사료 등 제반 사항에 대해 논의 

확정하였으며, 여성위원회 세션 진행 관련 및 

대학원생을 위한 실험실 안전교육 진행을 위한 

지원 사항을 확정하였다. 후원 관련하여, 

Thermofisher Scientific, ㈜ 유바이오로직

스 등에서 추가로 후원하기로 하였다. 3월 16

일(금) 오후 4시에 2018년 제1차 이사회가 한

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이사회

에서는 회무보고, 2018년 예산 및 집행 현황 

등 총 4건의 보고 안건이 원안대로 접수되었으

며, 2018년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2022~ 

2025년 학술발표회 개최장소 확보, 2017년도 

회계결산, 대한화학회 세칙개정 등 총 8건의 

의결 안건을 승인되었다. 2018년 3월 23일

(금) 14시~18시 울산과학기술원(UNIST) 대강

당에서 제12회 울산화학의 날 기념행사를 가

졌습니다. 울산광역시 내외빈 인사가 참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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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글로벌 리더 특별 초청강연’에 김성수 화

학연구원 원장, James Hunt박사(AMRC, 첨

단제조기술연구원)의 강연이 있었으며, 대한화

학회에서는 정덕영 기획부회장이 참석하여 축

사를 하였습니다.

 

▶ 5월 운영위원회

2018년 3월 30일(목) 오후 4시 5차 운영위원

회가 대한화학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종신

회원회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학술발표대회 

개최 장소 등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해 정보 공

유하였으며, 과총 영주입주권, Pacifichem 잉

여금 분배방식 개선을 위한 국제 공조 방안, 

Thermo와의 후원관련 협약 진행을 논의하였

다. 또한 학술대회시 개최되는 외부 기관 주최 

특별심포지엄의 유료화 및 후원액에 대한 기준

을 마련하였다. 대한화학회 추계 SK Session 

운영 안에 대해 논의하는 동시에 동우화인켐에 

준하는 후원금액을 SK 측에 제안하는 것으로 

논의하였다. 더불어 회원대상 각종 공지 및 외

부 단체 요청 각종 추천 현황을 공유하고, 외부 

단체로부터 대한화학회 웹사이트에 게재를 통

한 홍보사항을 검토 결정하였다.

2018년 4월 6일(목) 오후 4시 6차 운영위원

회가 대한화학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춘

계 학술대회 준비 현황에 대해 상세 점검하였

다. 춘계 학술발표회 중 R&D 혁신본부의 규제

혁파 방안을 소개와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일정과 장소를 조정하였다.

2018년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일본화학회

의 초청으로 하현준 회장과 이상원 총무부회장

은 98차 일본화학회 정기 학술대회에 참여하

였으며, 공식 만찬과 국제화학인의 밤 행사 등

에서 축사 및 연설을 하였으며, 귀빈 오찬 및 

VIP Banquet에서 일본, 독일, 호주, 대만, 홍

콩 화학회 대표들과 아시아 화학회 간 상호 회

원 인정 방안 등 다양한 협력방안과 각종 현안

을 논의하였다.

4월 18일(수)~20일(금)에는 제121회 춘계 

대한화학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가 제주 ICC에

서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 속에 진행

되었다. 이번 학술발표회에는 총 3,035명의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였으며, 기조강연, 기념

강연, 심포지엄, 구두발표 및 포스터 등 총 

1,613편 발표가 진행되었다. 많은 기업체에서

도 기기전시회에 적극 참여하였다.

18일(수)은 KBSI 및 NFEC 심포지엄을 통해 

최신 KBSI 분석 장비에 대한 소개 및 국가연구

시설장비의 운영 및 활용의 고도화를 위한 의견

수렴회 및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으며 

많은 연구자 및 학생회원들이 참여하였다.

19일(목)~20일(금)에는 각 분과회별 학술발

표회, Daniel Nocera 교수의 기조강연 및 총

회가 열렸다. 또한 대한화학회 학술상을 포함

한 각종 수상이 이뤄졌다. 예년과 같이 공동 산

학심포지엄인 동우화인켐 산학협력 심포지엄 

및 한국 다우케미칼에서 수여하는 대학원생 대

상 우수논문상 수상자 구두 발표도 회원들의 

활발한 참여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특

히, 예년과 달리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R&D 

혁신본부의 규제혁파 방안을 소개하는 특별 세

션에서 규제혁과 혁신안에 대한 청취와 학회 

회원님들의 활발한 건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분과회장, 지부장, 운영위 간담회를 통해 원만

한 학회의 운영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춘계총회와 학술발표회에 적극적으로 참여

해 주신 모든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 6월 운영위원회

2018년 5월 11일(목) 오후 4시 7차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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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가 대한화학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SK 

주최 심포지엄 관련 자동차용 Compounding 

기술 개발 동향 연사 3인을 추천하였으며, 5월 

4일~6일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된 제31차 

Chinese Chemical Society(CCS) Congress

에 대한 회장, 총무부회장, 사무국장의 참가 후 

보고가 있었다. 또한 IUPAC 100_Global 

Networking Breakfast and Hands 

Shake(Women Celebrating a Chemical 

Moment in Time)행사 참석 및 준비에 대해 

논의하였다. 2019년 춘계학술대회 장소 관련 

수원컨벤션센터와의 협약서를 최종 검토하였

으며, 협약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수

원시와 수원컨벤션센터 장기 사용에 대한 협약

식이 본회 하현준 회장, 수원시 백운석 부시장

이 참석한 가운데 6월 5일 수원시청에서 체결

되었다. 본 협약으로 본회의 춘계 학술발표회 

임대료를 장기 할인을 받게 됨과 동시에 본회 

춘계 학술발표회 기간과 전후 3주 동안 화학 

분야의 타 행사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

지 않게 되는 것으로 결정되어 본회의 학술발

표회가 타 행사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개최할 수 

있게 되었다. 홍보팀에서는 ‘고견을 듣다’, ‘운

영위의 서신’, ‘기기스페셜’, ‘우수선도 연구기

관’ 등의 코너들에 대한 일정을 보고하고 논의

하였다. 기획팀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화평법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으며, 화학

물질관리협회 자진신고에 대한 홍보메일을 회

원들께 전송하고 화학세계를 통해 이슈화하기

로 결정하였다. 또한, 최근 수능제도 개편 방안

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으며, 화학교육위

원회 위원장와 기과협 교육위원회 화학회 실무

이사를 중심으로 준비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결정하였다. 학술팀에서는 2018년 춘계학술발

표회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추계학술발표회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학회사무

국에서는 회원대상 각종 공지 및 외부 단체 요청 

각종 추천 현황을 공유하였다. 또한 화학을림피

아드 관련해서 2018년 협약을 완료하였으며, 

국제화학올림피아드 출전학생 4명 선발을 완료

하였으며 집중 합숙교육 실시를 준비하기로 하

였으며, 2018화학올림피아드여름학교 입교대상

자 선발 평가 준비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 7월 운영위원회

2018년 6월 8일(금) 및 6월 22일(금) 오후 4

시에 8, 9차 운영위원회가 대한화학회 회의실

에서 개최되었다. Bulletin지의 온라인 출판 

Wiley-VCH 위탁 관련 제안 사항에 대해 협의

하였으며, 다가올 추계학술대회에 Wiley 편집

장의 학회 방문 시 추가 논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재료화학분과회에서 대한화학회 회장

님을 통하여 한국연구재단의 RB명칭을 ‘나노

화학’에서 ‘재료화학’으로 변경하는 요청에 대

해 논의하였으며, 재료화학분과회의 요청을 받

아들이기로 결정하였다. 더불어 최근 이슈화되

고 있는 화평법·화관법에 관련하여 대한화학

회를 통해 공문을 작성하여 회원들에게 제공하

기로 하였다. 대외협력팀에서는 과학기술정책

연구원(STEPI)에서 진행 중인 해외 유수 학술

대회 유치방안을 위한 설문조사서에 답변을 작

성 제출하였다. 

IUPAC 100주년 기념 부대 행사인 ‘Global 

Women's Breakfast(Empowering Women 

in Chemistry: A Global Networking 

Event)’는 여성위원회 위원장 중심으로 기획 

준비하며,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여성과학총

회 등 여성과학기술 관련 협회들과 협력하여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2018년 

6~11월 기간동안의 2018년도 제52대 회장 

선거 일정을 확정하였으며, 6월 1일자로 선거

일정 및 후보등록 관련 안내공고를 완료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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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계학술대회 준비를 위하여 각 분과회에 

조직책임자/주제/요약문 및 각종 수상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여 진행중에 있다. 2019년 올림

피아드 계절학교 운영 준비에 대해 논의하였

다. 끝으로 하현준 회장의 특별기고문이 동아

일보(2018년 6월 22일)에 ‘과학자 격려하는 

사회 분위기 만들어야’라는 제목으로 실렸다.

▶ 8월 운영위원회

2018년 7월 20일(금) 오후 4시에 10차 운영

위원회가 대한화학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총무팀에서는 최진호(무기화학, 자연과학부 제

1분과) 회원님의 2018년도 대한민국학술원 신

임회원 선출을 보고하였으며, 과학기술회관 영

주입주권 관련 TFT 1,2차 회의록을 공유·검토

하였다. 연구재단의 책임전문위원 및 전문위원 

추천요청에 대해 회장단 및 각 분과회를 통해 

추천을 받아 대응하기로 하였다. 분석화학 분

과회에서 제의한 구두발표·심포지엄 중 하나

를 기업 후원 심포지엄으로 진행하는 안에 대

해 논의하여, 타 후원사들의 대한화학회 분과

후원방식과 동일하게 기업 후원을 진행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하였다. 또한 추계대한화

학회 학술발표회 때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

부 주관 ‘기초연구자들의 의견 수렴 간담회 개

최’ 여부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행사의 상세한 

계획을 파악 후 추후 결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초과학학회협의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능

과목구조 및 출제범위 의견서를 검토하고 최종

안을 확정하여 제출하였다. 추계 학술대회 아

이센스 여성화학자상 수상후보자들을 검토 후 

최종 수상자를 결정하였으며, 지부별 회원현황

과 학회 발전에 기여한 지부로서 2018년은 광

주전남을 우수지부상을 수여하기로 결정하였

다. 또한 학술위원회를 통한 추계학술대회 수

상인들을 보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운영위원회

의 확인이 있었다.

▶ 9월 운영위원회

2018년 8월 10일(금), 8월 24일(금) 오후 4시

에 11, 12차 운영위원회가 대한화학회 회의실

에서 개최되었다. 먼저 과학기술회관 영주입주

권 관련 TFT 3차 회의록을 공유·검토하였다. 

추계 대한화학회 관련 초록 접수현황, 전시회 

신청 접수현황을 파악하고, 산학협력심포지엄 

현황에 대해 검토하였다. SK이노베이션 후원 

심포지엄을 10월 17일(수)에 진행하기로 하였

으며, 세진시아이와 써모피셔사이언티픽 산학 

협력 심포지엄 일정도 가까운 시일에 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간담회, 연

구재단 간담회 등도 함께 개최하는 것으로 추

진하기로 하였으며, 실험실 안전교육 시간 조

정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영국화학회와의 협

약 갱신을 위한 미팅 일시를 곧 확정하고, 

Wiley-VCH와의 미팅과 협약을 준비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기조강연 연사, 영국화학회 및 

독일화학회 참석인들과 10월 18일(목)에 오찬

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추계학회는 국제학회로 

진행되므로 분과별로 외국초청연사들의 목록

을 모았으며 이 연사들의 학회 행사 참여 시 

대한 학회 측 지원사항을 논의하였다. 대한화

학회 제52대 회장 선거 후보 등록 결과 박승민

(경희대학교) 회원과 정옥상(부산대학교) 회원

의 출마를 확인하였으며 추후 선관위 개최 일

정과 투표 일정을 검토하였다. 교육부로부터 

내려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에 따

른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2018년 사

업계획서 내용을 살피고 2019년 IUPAC 100

주년 주기율표의 해에 관한 사업 내용 추가를 

검토하였다.

▶ 11월 운영위원회

2009년에 대한화학회와 일본의 JAIMA(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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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tical Instruments Manufacturers 

Association) 사이에 체결된 기술교류세미나 

협력 MOU 활동의 일환으로 그간 대한화학회

와 JAIMA는 매년 한국과 일본에서 번갈아 관

련 세미나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9월 5일부터 7일까지 일본의 마쿠하리 메

쎄에서 개최된 Japan Analytical Scientific 

Instruments Show(JASIS) 2018에서는 

“Analysis and Application of Single 

Elements”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되었으

며 본회 하현준 회장님을 비롯하여 류재정 분

석화학분과회 회장, 사무국장 및 분과회 관계

자 등이 참석하였고, 연사로 박종호 박사(한국

원자력연구원), 하지원 교수(울산대)가 참석하

였다.

2018년 9월 14일(금) 오후 4시에 한국과학

기술회관 아이리스홀에서 2018년도 제2차 이

사회가 개최되었고, 추계학술발표회에서 시상

할 각종 상의 수상 후보자 승인을 포함하여 

2019년도 임원, 사업계획, 일반회계 및 특별

회계 예산과 분석화학분과회에서 제안한 분과

회 세칙 등의 제정 및 개정이 승인되었다.

제13차 운영위원회는 9월 28일(금) 오후 4

시에 대한화학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먼저 

국내 학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주요 방

안으로 학술지의 활성화, 젊은 회원들의 학회 

참여 독려 등이 제안되었다. 홍보팀에서는 화

학세계 ‘고견을 듣다’ 코너에 2019년 1월호에

는 최중길(연세대) 전임회장님으로 정하였다. 

이후 ‘운영위 서신’, ‘기기스페셜’, ‘우수선도 

연구기관 소개’ 등의 코너에 대한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학술지 활성화를 위한 다양

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화학교육 분리출간 및 

영문화, JKCS 의 ESCI 등록, Guest editor 초

청과 Review article의 활성화, 또는 신규 저

널 출간 등이 논의되었다. IUPAC 100주년 기

념 부대 행사인 ‘Global Women's Breakfast 

(Empowering Women in Chemistry: A 

Global Networking Event)’ 를 한국화학 연

구원, 서울대, 경북대, 한국과학기술원에 있는 

여성회원들을 중심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또

한 내년 주기율표의 해를 기념하여 진행 중인 

‘주기율표 150’사업의 추진 사항에 대해 경과

보고를 하는 자리를 가졌다. 마지막으로, 추계 

대한화학회 학술발표회 실행 계획안에 대해 구

체적인 일정과 사무국, 운영위원들의 업무분장

에 대해 논의하였다.

11월 2일에는 제52대 회장선출을 위한 선거

관리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당일 마감된 온라

인 투표 상황과 집계 결과를 확인하는 자리를 

가졌다. 학회회장 선출을 해당 규정에 의거하

여 지난 2014년부터 전자투표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이에 학회에서는 선거권을 보유한 회원

들에게 암호화된 개별코드가 포함된 이메일 안

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안내문을 수신한 회

원들은 개인 인증을 거쳐 개별적으로 전자 투

표 시스템에 접속하여 투표하는 직접 선거의 

방식으로 학회회장이 선출된다.

▶ 12월 운영위원회

2018년 11월 9일(금) 오후 4시에 14차 운영

위원회가 대한화학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먼저 제52대 대한화학회 회장 선거 결과 부산

대학교 정옥상 후보자의 당선에 대해 보고하였

으며, 추계학술발표회 등록 집계 현황 및 향후 

더욱 원활한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

리고, 주기율표 150주년 기념사업 추진상황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다. 과학기술회관 재건축 

관련 영구입주기관 관련 학회 비상대책위원회

의 최종협약서를 검토하고 대한화학회의 입주

관련 향후 계획을 공유하였다. 홍보팀에서는 

화학세계 구성에 있어 신규·폐지·변경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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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하였으며 원고료의 현실화 방안을 논의하

였다. 또한 2019년 춘계 학술발표회 때부터 

네임택은 영문으로 발급하는 것으로 하고 세션

장 착석 인원 조사에 대해 좀 더 세분화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로 하였으며, 기조강

연 연사를 2인으로 확정하였다. 각종 회원 대

상 공지 및 외부 단체 요청 추천 현황을 검토

하였으며, 「Bulletin or the Korean 

Chemical Society」, 및 「대한화학회지」 논문

처리 상황을 점검하였다.

(학술발표회)

▶ 제121회 학술발표회, 총회 및 기기전시회

일 시: 2018년 4월 18~20일(수~금)

장 소: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발표논문: 1,613편

등록인원: 3,035명

Ÿ 개관

대한화학회 제121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가 지

난 4월 18일(수)~20일(금) 제주국제컨벤션센

터(ICC)에서 3,000명이 넘는 많은 회원들과 

기업체들의 참여하는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

었다. 수요일 KBSI와 NFEC 심포지엄의 성공

적 개최로 시작하여 목~금에는 분과별 학술발

표회, Daniel Nocera 교수의 기조강연, 총회

가 열띤 분위기 속에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동

시에 대한화학회 학술상, 우수논문상, 학술진

보상, 교육진보상, 한만정 학술상, CAS- 

Scifinder 화학자상이 수여되었으며, 산학심

포지엄인 동우화인켐 산학협력 심포지엄 및 한

국 다우케미칼에서 수여하는 대학원생 대상 우

수논문상 수상 및 수상자들의 구두 발표도 많

은 회원들의 활발한 참여 가운데 성황리에 진

행되었다. 

본 학술대회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학술발표회의 준비단계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열정적으로 수고해 준 운영위원들과 학회사무

국 직원들, 아낌없는 후원과 적극적인 참여를 

해 주신 공식 후원사 및 기기전시회 참여 업체

들, 활발한 학술활동을 아낌없이 펼쳐 준 본회 

모든 회원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Ÿ 첫째 날 [4월 18일(수)]

특별심포지엄 및 튜토리얼

이번 제121회 학술발표회에서는 KBSI 및 

NFEC 심포지엄이 ‘Tutorials for Cutting- 

Edge KBSI Analytical Technologies for 

Chemistry’와 ‘Advancement for 

Operating and Utilizing the National 

Research Facilities’라는 제목으로 각각 오

후 3~6시 사이에 개최되었다. 두 심포지엄 모

두 관련 분야 전문가들 및 학생연구자들이 활

발하게 참여하는 가운데 최신 KBSI 분석장비

에 대한 소개 및 튜토리얼, 국가연구시설장비

의 운영 및 활용의 고도화를 위한 의견수렴 및 

설명회로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평의원회

4월 18일(수) 오후 6시 ICC 내 델리지아 레스

토랑에서 평의원회가 열렸다. 하현준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평의원회에서는, 주요 회무 

및 회원현황,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집행현

황, 규정 및 세칙 개정현황, 지부와 분과의 

2017년도 사업 현황 및 2018년도 사업계획 

등에 대한 이상원 총무부회장의 보고가 있었

고, 총회 의결 안건인 2017년도 일반·특별 회

계 결산, 명시이월금에 대한 사전심의가 진행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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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둘째 날 [4월 19일(목)]

학술발표회

이번 대한화학회 제121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

에서는 화학의 각 분야에서 수행되고 있는 뛰

어난 연구 결과들이 활발하게 발표되었고 열띤 

토론이 있었다. 이번 학회에서는 기조강연 1

편, 기념강연 1편, 분과기념강연 6편, 분과별 

심포지엄 발표 138편, 일반 및 구두발표 112

편 및 포스터발표 1,355편의 포스터 발표 등

을 포함해서 총 1,613편의 학술발표가 있었

다. 동우화인켐에서 주관하는 특별심포지엄에

서는 ‘DONGWOO's Small Forum for the 

Future Technologies [The 13th Story of 

DONGWOO FINE-CHEM]’이라는 주제의 

발표에 저명인사들이 초청되어 첨단 연구 결과

들이 발표되었다. 한국다우케미칼 우수논문상

을 수상한 순수기초분야 및 재료화학분야 수상

자들의 발표에서는 매우 뛰어난 연구 결과들에 

대한 논문들이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목요일 오전 9시부터는 분과별로 활발한 구

두발표와 실험실 안전 교육, 과학기술혁신본부 

특별 세션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분과별 발표 

세션과 각 심포지엄은 제주국제컨벤션 센터의 

12개 발표장에서 분산 개최되었으며, 각 발표

회장은 많은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청

중들로 가득 채워졌으며 열띤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각 분과 심포지엄은 아래의 다양

한 주제로 오전과 오후에 걸쳐 진행되었고, 특

히 심상철학술상(유기화학), 입재물리화학상

(물리화학), 젊은분석화학자상(분석화학) 수상

기념강연이 개최되었으며, 고분자화학 분과에

서는 진정일 교수님의 30주년 기념강연이 있

었다. 분과별 심포지엄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고분자화학: Recent Updates in Polymer 

Synthesis / Recent Trends in Self-heal-

ing Polymers and Composites / 

Polymeric Materials for Energy 

Applications / 공업화학: Light Driven 

Carbon Recycling: Photocatalytic 

Carbon Dioxide Reduction / 무기화학: 

Established and Emerging Frontiers in 

Inorganic Chemistry / Bioinspired 

Inorganic Catalysis / Recent Trends in 

Porous Inorganic Materials / 물리화학: 

Recent Trends in Time- and Spatial-re-

solved Spectromicroscope / The World 

of Nanomaterials Viewed through the 

Windows of Physical Chemists / Recent 

Trends in Computational Chemistry: 

Big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 분석

화학: Recent Advances in Analytical 

Chemistry I: Optical Sensor Platform 

Based Nanobio Materials / Recent 

Advances in Analytical Chemistry II: 

Analysis of Environmental Pollutants / 생

명화학: Molecular Bioimaging and 

Cutting Edge Techniques / Special 

Session: Meet the Awardees of Samsung 

Research Funding in Life Chemistry / 

Current Trends in Biological Chemistry 

/ 유기화학: Current Trends in Organic 

Chemistry I: New Reactions and 

Methodology / Current Trends in 

Organic Chemistry II: Functional 

Organic Molecules / Current Trends in 

Organic Chemistry III: Enabling 

Methodologies / 의약화학: Recent Trends 

in Drug Discovery / 재료화학: Advanced 

Materials for Energy Storage & 

Conversion / Material Chemistry for 

Emerging Large Area Electronic 

Application / Func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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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ocomposite Materials / 전기화학: 

Recent Trends in Electrocatalyst / 

Advanced Electrochemical Analysis / 화

학교육: Current Trends in Chemistry 

Education / 환경에너지: Current Trends 

in Environmental and Energy Chemistry 

/ Special Session for 10th Year 

Celebration: Long-Term Vision and 

Development Plans for Environmental 

Energy

또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특별히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참

석하여 혁신본부의 R&D 규제혁파 방안을 소

개하는 특별세션이 열렸으며, 이 세션에서 규

제혁파 혁신방안에 대한 청취와 학회 회원님들

의 활발한 건의 및 토의가 이루어졌다. 이와 더

불어 분과회장, 지부장, 운영위 간담회를 통해 

원만한 학회의 운영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

간도 가졌다. 

포스터 발표

이번 제121회 학술대회에서도 포스터 발표를 

목요일과 금요일 11:00~12:30 에 분산 개최

하여 많은 학생들과 연구자들이 전체 학회기간 

동안 활발하게 교류하도록 하였다. 약 3,000

여 명의 등록회원들이 총 1,355편의 포스터를 

발표하면서 활발한 토론과 교류를 하였다. 발

표장에는 커피 및 도넛 등이 제공되었다. 각 분

과에서 위촉된 심사위원들이 엄격하게 심사를 

하여 총 46편의 우수포스터를 선정하였다. 이

들 우수포스터들은 다음날부터 학회가 끝날 때

까지 기기전시장에 상설 전시되도록 하였고, 1

차 선정된 우수포스터는 2차 심사를 통해 동우

화인켐 포스터상 2편, TCI 포스터상 2편, 

IUPAC 포스터상 2편, 대학원생 선정 동우화

인켐 포스터상 4편이 선정되도록 하였다.

기기전시회

제121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에서 기기전시회

는 포스터 발표가 진행된 이벤트홀에서 목요일

과 금요일 이틀 동안 열렸다. 이번 기기전시회

는 총 21개의 업체가 참여하여 데모장비와 최

신 제품들을 전시하며 자사의 이미지와 제품에 

대한 열렬한 홍보를 진행하였고, 회원들은 기

기전시회를 돌아보며 화학 관련 최신 제품들과 

그 특징 및 기술 수준에 대한 유용한 정보들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 지면을 빌어 기기전시회에 참여한 모든 

업체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부스를 설치하여 

기기전시에 참여한 업체들은 다음과 같다: 대

정화금㈜, 동우옵트론 주식회사, 동우화인켐㈜

*, 동일시마즈㈜*, ㈜비케이인스트루먼트, 세진

시아이*, 센게이지러닝, 신원데이터넷, 에이티

프런티어, 이월드에디팅닷컴 아이엔씨, 인실리

코, ㈜유켐, 자유아카데미, 케이엔에프뉴베르

거, ㈜코셈, ㈜케이오에스, 턴잇인코리아, 한국

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한국피셔과학㈜, 

한국화학연구원 (*특별부스).

Ÿ 총회 

1부: 기조강연

이번 학술발표회의 기조강연은 Harvard 대학의 

Daniel G. Nocera 교수를 초청하여 4월 21일

(목) 오후 1:30부터 한라홀A에서 이루어졌다. 

Nocera 교수의 기조강연에서는 인공 광합성을 

실현시키기 위한 인공 잎의 개발 등의 다양한 신

기술들이 상세히 소개되었다. 1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열띤 강연에는 300여 명 이상의 청중들

이 몰려 성황을 이루었는데, 특히 참석한 많은 

학생회원들에게 인공 광합성을 이해하는데 화학

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쉽게 인식시

켜 준 매우 인상적인 자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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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총회

전임회장과 원로 회원들이 함께 자리를 빛낸 

가운데 2부의 총회는 하현준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학회 최고의 권위를 지닌 대한화

학회 학술상이 김동호 교수(연세대)에게 수여

되었다. 또한 정원조 교수(인하대)가 우수논문

상, 장준경 교수(부산대)와 유건상 교수(안동

대)가 학술진보상, 김성기 선생님(광주과학고)

가 교육진보상을 수상하였고, 박남규 교수

(KAIST)가 CAS-SciFinder 화학자상, 강상욱 

교수(고려대)가 한만정 학술상을 수상하였다. 

그리고 동우화인켐㈜ 포스터상, IUPAC 포스

터상과 세진시아이 포스터상에 대한 시상이 거

행되었다. 

시상이 끝난 후에는 이상원 총무부회장이 

2018년 3월 말까지의 회무, 회원현황, 및 2018

년도 일반·특별 회계 집행현황을 보고하였다. 

이어서 규정·세칙 제정 및 개정현황, 지부 및 

분과 2017년도 사업성과 및 2018년도 사업 

계획 보고, 종신회비 인상에 대한 보고가 진행

되었다.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토의는 하현

준 회장의 진행으로 이루어졌다. 보고사항 이

후에 의결안건인 2017년도 일반·특별 회계 결

산, 명시이월금 보고와 감사의 2017년도 사무 

및 회계감사 결과보고에 관한 안건상정 및 보

충설명이 진행되었으며, 참석한 회원들에 상기 

안건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졌다.

Ÿ 셋째 날 [4월 20일(금)]

학술발표회

오전 9시부터 분과별 세션에서 구두발표가 활

발히 진행되었으며, 많은 질의응답을 통해 회

원들 간의 연구에 대한 많은 교류가 있었으며,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학회활동에 참여하였다. 

특히 신국조학술상(물리화학), 박인원학술상

(생명화학) 수상기념 강연이 개최되었다.

학술상 수상 기념 강연

학회 마지막 날인 4월 20일(금) 오후 1:30 – 
2:20에는 학술상을 수상한 김동호 교수(연세

대)의 기념 강연이 삼다홀A에서 개최되었다. 

‘A Journey to Molecular Excitonic World’

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김동호 교수의 기념 강

연에는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여 강연장을 메웠

으며, 우수한 연구 성과들에 대한 강연을 듣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부장 및 분과회장 간담회

4월 20일(금) 점심시간에 ICC내 오션뷰에서 

지부장 및 분과회장 간담회가 정덕영 기획부회

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하현준 회장의 개회

사로 시작된 간담회에서는, 김명숙 사무국장이 

분과회와 지부에 대한 본회의 지원사항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이에 대해 지부장 및 분과회장

의 질의와 운영위원들의 응답이 진행되었다.

경품추첨 및 물품 제공

학회가 개최된 3일 내내 등록처 근처에서는 매

일 경품 추첨이 있었는데, 수백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들뜬 분위기에서 추첨과 함께 푸짐한 

경품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학회에 참석하신 

회원들의 원활한 학회참석 및 기기전시회 참관

을 위해, 생수, 커피, 도넛 등이 제공되었다.

Ÿ 마무리

이번 학술발표회에서는 2박 3일동안 시행하는 

학술발표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

록 조정하여 학술발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총회를 개최되도록 

하였다. 특히 3,000명이 넘는 등록인원을 통

해 이번 학술대회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2018년도 춘계총회 및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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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발표회는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으

며, 부족했던 점들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앞

으로 지속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안을 마

련하여, 오는 10월 17~19일 대구 EXCO에서 

개최되는 제122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에서는 

보다 발전된 학술발표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

다. 아울러 이번 춘계총회와 학술발표회가 열

띤 학술발표, 토론과 성숙된 분위기에서 진행

된 것에 대해 참여해 주신 모든 회원 여러분, 

공식 후원사 및 기기전시회 참여기업체에 깊이 

감사드리며, 운영위원회 및 학회 사무국의 부

단한 준비와 노력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

린다.

▶ 제122회 학술발표회, 총회 및 기기전시회

일 시: 2018년 10월 17~19일(수~금)

장 소: 대구 EXCO(EXCO)

발표논문: 1,253편

등록인원: 2,389명

Ÿ 개관

대한화학회 제122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가 지

난 10월 17일(수)~19일(금) 대구컨벤션센터

(EXCO) 에서 2,400여 명의 많은 대한화학회 

회원들과 기업체들의 참여로 성황리에 개최되

었다. 수요일 IBS 심포지엄, 산학 협력 심포지

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평의원회가 진행되

었다. 3개의 심포지엄의 성공적 개최로 시작하

여 목~금에는 분과회별 학술발표회, Daniel 

Kahne(Harvard University) 교수의 기조강

연, 총회가 열띤 분위기 속에 순조롭게 진행되

었다. 총회에서는 이태규학술상, 기술진보상, 

초중등학교 화학교사상, 우수박사학위논문상, 

우수지부상, 화학경영자상, KCS-Wiley 젊은

화학자상, Sigma-Aldrich 화학자상, 아이센스

여성화학자상이 수여되었으며, 많은 회원들의 

활발한 참여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또

한 영국화학회(Royal Society of Chemistry)

와 스프링거사와 미팅을 진행하고 상호협력 증

진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학술대회가 순조롭

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학술발표회의 준비단계에

서부터 마무리까지 열정적인 참여와 수고를 아

낌없이 다해 주신 운영위원들과 학회사무국 직

원들, 적극적인 후원과 참여를 해 주신 공식 후

원사 및 기기전시회 참여 업체들, 활발한 학술

활동을 학회 기간 내내 펼쳐 준 본회 모든 회원

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Ÿ 첫째 날 [10월 17일(수)]

특별심포지엄

이번 제122회 학술발표회에서는 산학 협력 심

포지엄(SK Innovation)과 IBS 심포지엄이 개

최되었다. 산학협력심포지엄에서는 ‘유기금속

촉매의 현재와 미래(Frontiers in organo-

metallic catalysis)’와 IBS 심포지엄에서는 

‘탄소재료의 최근 발전 동향(Recent advances 

in carbon materials)’라는 주제로 각각 오후 

3~6시 사이에 많은 학계, 산업계 및 학생 회원

들의 참여 속에 진행되었다. 두 심포지엄 모두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유기촉매 분야의 발전 

과정과 최신 연구 동향, 탄소 재료를 이용한 최

신 연구 결과들을 우수한 강연을 통해 소개하

였다.  

평의원회

10월 17일(수) 오후 6시, 504호에서 평의원회

가 열렸다. 하현준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평

의원회에서는, 주요 회무 및 회원현황, 2018

년도 일반·특별회계 집행현황, 규정 및 세칙 

개정현황 등에 대한 이상원 총무부회장의 보고

가 있었고, 총회 의결안건인 2019년도 임원, 

일반·특별 회계 예산 및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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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가 진행되었다.

Ÿ 둘째 날 [10월 18일(목)]

학술발표회

이번 대한화학회 제122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

에서는 화학의 각 분야에서 수행되고 있는 뛰

어난 연구 결과들이 활발하게 발표되었고 열띤 

토론이 있었다. 이번 학회에서는 기조강연 1편, 

기념강연 1편, 분과회기념강연 10편, 분과회별 

심포지엄 발표 124편, 일반 및 구두발표 101

편 및 포스터발표 1,016편의 포스터 발표 등을 

포함해서 총 1,253편의 학술발표가 있었다. 

목요일 오전 9시부터는 각 분과회별로 젊은 화

학자 구두발표로 시작하여 다양한 주제의 학술

발표가 진행되었다. 분과회별 발표세션과 각 

심포지엄은 대구 컨벤션센터 발표장에서 분산 

개최되었으며, 각 발표회장은 많은 회원들의 

관심 속에 청중들로 가득 채워졌으며 우수한 

발표와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각 분과회 심

포지엄은 아래의 다양한 주제로 오전과 오후에 

걸쳐 진행되었고, 특히 다음과 같이 수상기념

강연이 개최되었다. 이대실 젊은 생명화학자상 

수상기념강연: 이준석(KIST), 젊은무기화학자

상 수상기념강연: 임미희(KAIST), 조재흥

(DGIST), KCS-Wiley 젊은학술상: 이은성

(POSTECH), 김명수학술상: 안태규(성균관

대), 장세희학술상: 문봉진(서강대), 분석화학

학술상: 한상윤(가천대), 분석기술상수상기념

강연: 김혁년(LG 디스플레이). 

고분자화학 분과회에서는 분과회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으로 강연들이 있었으며, 유기분과회

에서는 한독 연합 심포지엄 및 한폴 연합 유기

화학 심포지엄이 있었고, 물리분과회에서도 한

독 연합이 진행되었다. 각 분과회별 심포지엄

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고분자화학: 분과회 30주년 기념 심포지엄 / 

의료용 고분자의 최신 연구동향, 고분자 재료 

공동심포지엄: 유기·무기·고분자 하이브리드 

재료의 현재와 미래, 무기화학: 생무기화학(생

체내 금속들) / 고체 재료 화합물의 최근 연구

동향 / 나노다공성 무기화합물의 촉매 연구동

향, 물리화학: 에너지 수확 시스템에 대한 최신 

동향 / 데이타 기반 계산화학 / 한독연합심포

지엄: 분광학과 계산 화학의 최신 국제 연구동

향, 분석화학: 분석화학 세대 교류 심포지엄 / 

질병관련 바이오마커 검출을 위한 나노바이오

센서의 최신 연구동향, 생명화학: 막단백질의 

구조와 기능 / 유전자 편집 기술의 최신 동향 

/ 엑소좀 연구의 최신 동향, 유기화학: 유기화

학 최신 동향 I: 천연물 전합성 및 유기분자 합

성법 개발 / 유기화학 최신 동향 II: 유기합성

방법론과 촉매 반응 / 한폴 연합 유기화학 심

포지엄: 기능성 유기화합물 연구의 최신 연구

동향, 의학화학: 신약재창출 연구동향, 재료화

학: 재료화학의 프론티어: 응용 분야 / 재료화

학의 프론티어: 광과학 분야, 전기화학: 전기화

학적 에너지 변환/저장: 성과와 새로운 도전 / 

전기화학의 최신 동향: 물리전기화학 및 전기

분석화학, 화학교육: 화학교육의 최근 이슈와 

연구동향 / 과학영재를 위한 화학교육, 환경예

너지: 탄소비움사회를 위한 환경에너지 연구동

향 II

포스터 발표

이번 제122회 학술대회에서도 포스터 발표를 

목요일과 금요일 11:00~12:30 에 분산 개최하

여 많은 학생들과 연구자들이 전체 학회기간 

동안 활발하게 교류하도록 하였다. 약 2,400 

여 명의 등록회원들이 총 1,016편의 포스터를 

발표하면서 연구내용에 대한 정보 교류와 열띤 

토론이 있었다. 포스터발표장 앞에는 커피 및 

도넛 등이 제공되었다. 각 분과회에서 위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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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들이 엄격하게 심사를 하여 총 36편의 

우수포스터를 선정하였다. 이들 우수포스터들

은 123회 학술발표회 포스터발표장에 전시될 

예정이다. 1차 선정된 우수포스터는 2차 심사

를 통해 동우화인켐 포스터상 2편, TCI 포스터

상 2편, CAS 포스터상 3편을 선정한다. 별도로 

학생들의 스티커 투표로 선정되는 대학원생 선

정 동우화인켐 포스터상 4편이 선정되었다. 

기기전시회

제122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에서 기기전시회

는 포스터 발표가 진행된 그랜드볼룸에서 목요

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 열렸다. 이번 기기전시

회는 총 48개의 업체(61개 부스)가 참여하여 

데모 장비와 최신 제품들을 전시하며 자사의 

이미지와 제품에 대한 열렬한 홍보를 진행하였

고, 회원들은 기기전시회를 돌아보며 화학 관

련 최신 제품들과 그 특징 및 기술 수준에 대

한 유용한 정보들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

졌다. 이 지면을 빌어 기기전시회에 참여한 모

든 업체들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부스를 설

치하여 기기전시에 참여한 업체들은 다음과 같

다: 신원데이터넷, ㈜케이오에스, ㈜이엔에프

테크놀로지, ㈜모두테크놀로지, 세진시아이, 

영국화학회, ㈜기정메디사이언스, ㈜모듈싸이, 

㈜수림교역, STP America Research, ㈜마텍

무역, ㈜비케이인스트루먼트, ㈜이우과학교역, 

자유아카데미, 뷰키코리아, ㈜선일아이라, 저

널랩, 동일시마즈㈜, 덕산약품공업, 한국피셔

과학㈜, 주식회사와이엠씨코리아, ㈜바이텍켐

스, 케이엔에프뉴베르거, 나모텍, 영린기기, 센

게이지러닝, 주식회사 지티사이언, 케이랩, 머

크 주식회사, SK이노베이션, 엘스비어 코리아, 

에이티프런티어, 포항가속기연구소, 마크로젠, 

영인에스티㈜, 한국화학연구원, ㈜텍스코코리

아, ㈜이공교역, 큐빅 레이저 시스템, 로킷, 대

정화금㈜, 와일리, ㈜드림, 한국과학기술정보

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켐리시스, 

스프링거네이쳐 유한회사, 동우화인켐㈜.

Ÿ 총회 

1부: 기조강연

이번 학술발표회의 기조강연은 하버드대학의 

Daniel Kahne 교수를 초청하여 10월 18일

(목) 오후 1시 30분, 211호에서 이루어졌다. 

Kahne 교수의 기조강연에서는 ‘Peptidoglycan 

biosynthesis and outer membrane assem-

bly’의 메커니즘에 대해 오랜 기간 연구해오면

서 주요 발견 사항에 대해 연대기적으로 발표해 

주었으며 특히, 여과막 장벽(membrane bar-

rier)의 적절한 조합(assembly) 원리를 상세히 

설명하였다. 1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진지한 강

연에 강연장을 꽉 메운 많은 회원들이 경청하

는 의미있는 기조강연 시간을 가졌다.  

2부: 총회

전임회장 및 원로 회원들이 함께 자리를 빛낸 

가운데 하현준 회장의 개회사로 2부의 총회를 

진행하였다. 권위를 지닌 대한화학회 이태규 

학술상이 김성근 교수(서울대)에게 수여되었

다. 그 밖에 대한화학회상 수상자는 다음과 같

다: 기술진보상에 김양선(ASTA), 초중등학교 

화학교사상에 박철용(공주사대부고), 우수박사

학위논문상에 사영진(UNIST), 손정유(강원

대), 우수지부상에 광주전남지부, 화학경영자

상에 김재원(파마코스텍), KCS-Wiley 젊은화

학자상에 이민형(경희대), 이은성(POSTECH), 

Sigma-Aldrich 화학자상에 김준곤(고려대), 

이영호(POSTECH), 아이센스 여성화학자상에 

원종옥(세종대). 

시상이 끝난 후에는 이상원 총무부회장이 

2018년 10월 말까지의 회무, 회원현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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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일반·특별 회계 집행현황을 보고하

였다. 이어서 규정·세칙 제정 및 개정현황, 지

부 및 분과회 2018년도 사업성과 및 2019년

도 사업 계획 보고가 진행되었다.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토의는 하현준 회장의 진행으로 

이루어졌다.

영국화학회(RSC) 사와의 미팅

10월 18일 오전 10시, 324B호에서 영국화학

회의 사라 토마스 박사와 모임을 갖고, 2014년 

체결된 영국화학회와 대한화학회의 국제협력 

합의를 연장하는 데 상호 동의하였으며, 이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연구자 교환 프로그램을 재

개하고, 영국화학회의 월간지인 『Chemistry 

World』를 『화학세계』에 번역 소개하며 마찬

가지로 『화학세계』를 영국화학회에 번역 소개

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 또한 

2021년 대한화학회 75주년 기념 사업에 대한 

영국화학회의 협조에 대해 동의하였으며, 구체

적인 방안은 향후 계속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

였다.

Ÿ 셋째 날 [10월 19일(금)]

학술발표회

오전 9시부터 각 분과회별 세션에서 심포지엄

이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많은 질의응답을 통

해 회원들간의 연구에 대한 많은 교류가 있었

으며,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학회활동에 참여하

였다. 특히 아이센스 젊은 전기화학자상 기념

강연에 방진호(한양대), 젊은물리화학자상 기

념강연에 류순민(POSTECH) 수상자의 강연이 

진행되었다. 또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특별

심포지엄으로 산학협력 심포지엄 Thermo 

Fisher Technical Academia가 진행되었으

며 최신 Thermo Fisher사에서 개발된 제품

에 대한 기술적 설명 발표가 있었다. 또한 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에 있는 염한웅 부의장으로

부터 정부의 연구비 투자와 연구비 수혜 상황

에 대한 설명을 듣고, 대한화학회 회원들과 올

바른 연구비 투자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과

학기술정보통신부는 ‘The 2019 Provisional 

Operation Plans of the Basic Research 

Program in the Science and Engineering 

Field’에 대한 발표하고 이에 대한 대한화학회 

회원들의 건의 사항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와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실험실안전교육심포

지엄에서는 네 분의 연사를 모셔 연구자들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실 안전교

육의 필요성에 대해 일깨우는 시간을 가졌다.

학술상 수상 기념 강연

학회 마지막 날인 10월 19일(금) 오후 1시 30

분, 325AB에서 학술상을 수상한 김성근 교수

(서울대)의 기념 강연이 개최되었다. ‘Tracing 

the Work of a Leading Chemist of His 

Time from a Modern Perspective’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김성근 교수의 기념 강연에는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여 강연장을 가득 매웠으

며, 우수한 연구 성과들에 대한 강연을 듣고 토

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부장 및 분과회장 간담회

10월 19일(금) 점심시간에 504호 회의실에서 

지부장 및 분과회장 간담회가 하윤경 홍보부회

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하현준 회장의 개회

사를 시작으로 분과회와 지부에 대한 본회의 

지원사항 및 유의사항과 그 배경에 대한 상세

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품추첨 및 물품 제공

학회가 개최된 3일 내내 등록처 근처에서는 매

일 경품 추첨이 있었는데, 수백명의 회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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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하여 들뜬 분위기에서 추첨과 함께 푸짐한 

경품 행사가 진행되었다. 경품추첨 진행에는 

오문현(연세대), 윤효재(고려대)가 진행을 맡아 

매일 20명의 당첨자에게 상품권을 전달했다. 

마지막 날 경품추첨 장소에서는 포스터상 시상

이 함께 진행되었다. 19일 포스터발표에서 선

정된 TCI 포스터상, 동우화인켐 포스터상, 

CAS 포스터상과 18~19일에 선정된 우수포스

터상과 동우화인켐 대학원생 선정 우수포스터

상 수상자는 하현준 회장으로부터 상장과 함께 

부상을 수여 받았다.

Springer 사와 미팅

10월 19일 오전 9시 30분, 324B호실에서 스

프링거 사와의 미팅이 진행되었다. 스프링거 

사의 Dr. Elisabeth Mol 과 논의를 통하여 스

프링거 사에서 화학회 학술지 출판에 대한 협

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추계학

술 대회 직후 스프링거사에서 학술지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하기로 하

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화학회에서 스프링거 사

와의 협력 방안에 대한 향후 계획을 수립하기

로 하였다.

Ÿ 마무리

이번 학술발표 일정을 2박 3일 동안 시행하는 

학술발표회를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조정하였으며, 차분한 분위기하

에 총회를 개최되도록 하였다. 특히 2,400여 

명의 많은 등록인원을 통해 이번 학술대회는 

성공적이고 많은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2018년도 추계총회 및 학술발

표회는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추

후 부족했던 점들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앞

으로 지속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특히, 내년 4월 17~19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제123회 총회 및 학

술발표회에서는 보다 성숙되고 알찬 학술발표

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추계총회와 학술발표회가 열띤 

학술발표, 토론과 성숙된 분위기에서 진행된 

것에 대해 참여해 주신 모든 회원 여러분들 및 

공식 후원사, 기기전시회 참여기업체에 많은 

감사드리며, 운영위원회 및 학회 사무국의 부

단한 준비와 노력에 또한 깊이 감사를 드린다.

2019

(운영위원회)

▶ 1월 운영위원회

2018년 12월 4일(화)에 IUPAC 회장인 

Q-Peng Zhou 북경대 교수가 대한화학회를 

방문하여 하현준 회장, 양은경 대외협력 부회

장, 이상원 총무 부회장, 김준곤 총무 실무이사

와 함께 IUPAC 100주년 및 주기율표 150주

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사업에 대한 협력 방안

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특히 “Periodic 

Table of Younger Chemists”에 대한민국 

젊은 화학자가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였고, 

이메일 등 다양한 경로로 회원들에게 이 사업

의 취지를 안내하기로 하였다.

12 월 7 일(금)에는 2018 년 회무 및 회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지기환 감사와 유연구 감

사가 진행하였다. 여기에는 하현준 회장, 이상

원 총무 부회장, 차상원 총무 실무이사, 그리고 

김명숙 사무국장이 참석하여 제 자료를 제시하

고, 감사들의 질문에 응하였다. 감사 결과는 

2019 년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12월 14일(금) 오후 6시에 15차 운영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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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되었으며, 한해 동안 운영해온 대한화학회 

여러 행사에 대한 점검과 2019년 학회운영방

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2월 운영위원회

2019년 1월 25일(금) 오후 4시에 1차 운영위

원회가 대한화학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총

무팀에서는 2019년 멘델레예프 주기율표 탄생 

150주년이자 UN 지정 주기율표의 해를 맞이

하여 추진하고 있는 주기율표와 주기율표상의 

원소 118개에 대한 동영상 제작에 대한 진도 

상황을 점검·보고하였다. 또한 한국화학연구원

의 ‘화학의 가치 재정립을 위한 화학 대중화 사

업’에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하현준 회장님을 

연구책임자로 하였다. 홍보팀에서도 화학 대중

화 사업의 일환으로 과학동아와 공동기획을 통

해 대중에게 화학을 알리는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콘텐츠, 이벤트 마련을 위한 회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진도 상황을 보고하였다. 과

학동아 5월호부터 매달 주기율표에 대한과학 

기사(원소별 혹은 족별)를 싣기로 하고 9~10

월 중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해서 10월 추

계학술대회에서 수상작을 전시하기로 하였다. 

기획팀에서는 과총-학회공동포럼 제안서를 공

유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 기초과학의 역할’이

라는 주제로 공동포럼 구성안을 마련하기로 하

였다. 학술팀에서는 Bulletin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BKCS) 및 The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JKCS)의 

개선을 위한 출판위원회와 대한화학회 임원의 의

견 교환 및 향후 위원장의 결정을 돕기 위한 자료 

수집 및 의견 정리 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또한 

이에 대한 운영위의 의견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

졌다. 대외협력팀에서는 여성화학인 네트워킹 및 

역량 강화 멘토링을 목적으로 하는 IUPAC 100

주년 기념 부대행사인 ‘Empowering Women 

in Chemistry: A Global Networking 

Event’를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

원, 서울대학교 화학부에서 진행하기로 하였 

으며 그 상세 일정을 보고하였다.

▶ 3월 운영위원회

2019년 2월 22일(금) 오후 4시에 2차 운영위

원회가 대한화학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총

무팀에서는 한국화학연구원 ‘화학의 가치 재정

립을 위한 화학 대중화 사업’ 위탁과제 관련 진

도 상황을 보고하였다. 써모피셔사이언티픽코

리아 후원(후원액 5000만 원)이 확정되었음을 

보고하였으며, 이에 따른 학회의 지원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기획팀에서는 과총·기과협 

공동정책포럼의 최종제안서를 보고하였고 함

께 검토하였다. 학술팀에서 먼저 실험실안전위

원회에서 상정한(춘계·추계) 실험실안전교육 

관련 연사료 지원 방안을 보고하였고, 이에 대

해서는 실험실 안전교육을 본회에서 주관하여 

실험실 안전교육 세션이 지속해서 운영되도록 

연사료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JKCS 

학술지 개편 관련하여 화학교육분과회의 의견 

검토와 개선 방향을 논의하였으며, 개선방안에 

대해 최종안을 준비하여 이사회 상정을 하기로 

하였다. 사무국에서는 회원대상 각종 공지와 

외부 단체 요청 각종 추천 현황을 보고하였다. 

또한, 춘계 학술발표회 관련 제반 준비사항, 기

기전시회 접수현황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초

록접수현황을 검토하였으며 접수를 2월 28일

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학술팀과 총무팀이 4

월 5일 오전에 수원 컨벤션센터 답사를 진행하

기로 하였다.

▶ 4월 운영위원회

2019년 3월 6일(금) 오후 4시에 3차 운영위원

회가 대한화학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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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연구원 ‘화학의 가치 재정립을 위한 화학 

대중화 사업’ 위탁과제 선정됨을 보고하고 협

약서 내용을 논의하였으며, 한미약품 및 대웅

제약의 후원 결정에 대해 보고하였다. 2019년 

제1차 이사회 자료(2018년 제2차 이사회 회의

록 및 보고안건 3호, 의결안건 7호)를 운영위

원들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였다. 주기율표 동

영상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동영상 제작 계획과 

일정에 대한 계획서를 검토하였다. 춘계 학술

발표회에서 과기부 국가연구개발 혁신 입법 설

명회를 가지기로 결정하였으며, 생명화학분과

회와 한국펩타이드단백질학회 공동심포지엄 

개최됨을 보고하였다. 「과학동아」 원소주기율

표 공모전 및 기획 기사 진행상황을 보고하였

다. 사무국에서는 회원 대상 각종 공지 및 외부 

단체 요청 각종 추천 현황, 학술지 논문처리현

황, 춘계 학술발표회 관련 각종 상세 준비사항 

등 보고하였다. 회장, 학술팀, 총무팀 그리고 

사무국은 3월 27일 오후 5시 춘계 학술발표회 

장소인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축소운영위를 개

최하여, 춘계학술발표회 학술프로그램을 점검

하고, 분과별, 심포지엄별 강연장과 포스터, 기

기전시장을 답사하였다.

▶ 5월 운영위원회

2019년 4월 5일(금) 오후 4시에 4차 운영위원

회가 대한화학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한국

화학연구원 ‘화학의 가치 재정립을 위한 화학

대중화 사업’ 협력(위탁)과제 표준협약서를 검

토하였으며, 분석화학분과회 ‘화학분석기사 자

격증 시험' 관련 도서 발간 인세 수납 대행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기율표 제안 150주년 기

념 동영상 제작 상황 보고와 이에 대한 홍보 

방안을 논의하였다. 기획팀에서는 3월 25일 

참석하였던 화학관련학회연합회 20주년 기념

행사로 ‘화학관련 정책 포럼’을 개최하기로 결

정하였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주기율표 150

주년 기념 기사 연재 및 나만의 주기율표 그리

기대회(가제) 운영’과 관련하여 ㈜동아사이언

스와의 계약서를 검토하였다. 제123회 춘계 학

술발표회를 앞두고 관련 제반 준비현황에 대해 

최종적으로 점검하였으며, 특히 기조강연장, 각 

분과별, 각 후원사 관련 세션들, 한국연구재단 

특별세션, 실험실 안전교육 관련 세션장 배정

에 대해 확정하였다. 그밖에 각 운영위원들의 

업무분장과 상세 일정을 정리하였다.

4월 17일(수)~19일(금)에는 제123회 춘계 

대한화학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가 수원컨벤션

센터에서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 속에 

진행되었다. 이번 학술발표회에는 총 2,503명

의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였으며, 기조강연, 기

념강연, 심포지엄, 구두발표 및 포스터 등 총 

1,318편 발표가 진행되었다. 많은 기업체에서

도 기기전시회에 적극 참여하였다.

17일(수)은 NFEC심포지엄을 통해 ‘주도하

는 연구자, 그 뒤를 뒷받침하는 연구 장비 정

책’이라는 주제로 의견 수렴회 및 설명회를 성

공적으로 진행하였으며 많은 연구자 및 학생회

원들이 참여하였다. 18일(목)~19일(금)에는 각 

분과회 별 학술발표회, Dr. Richard D. 

Smith의 기조강연 및 총회가 열렸다. 또한 대

한화학회 학술상을 포함한 각종 수상이 이뤄졌

다. 예년과 같이 공동 산학심포지엄인 동우화

인켐 산학협력 심포지엄 및 애질런트 런치세미

나, 한국피셔과학㈜ 특별라운지 운영되어 회원

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NRF 세션에서 

‘2019년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사업 추진방향 

및 화학분야 현황’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고 

Ministry of Science and ICT 세션에서는 

‘국가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입법 방안’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어 학회 회원님들의 활발한 의견 

교류 시간을 가졌다. 실험실 안전교육 세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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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어 연구 활동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향상

시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분과회

장, 지부장, 운영위 간담회를 통해 원만한 학회

의 운영에 대해 논의하였다.

춘계총회와 학술발표회에 적극적으로 참여

해 주신 모든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 6월 운영위원회

2019년 5월 10일(금) 오후 4시에 5차 운영위

원회가 대한화학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지

난 4월 17~19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23회 춘계 학술대회의 개최 결과를 집계하

고 검토하였다. 전체 발표논문은 1,318편, 등

록인원은 2,503명에 달하였으며, 각 세션장 

별 착석률, 수입 및 지출 내역을 점검하였다. 

‘주기율표 제안 150주년 기념 동영상 구독 안

내 포스터’ 제작 및 발송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동영상 원고를 서적으로도 발간하는 안을 동영

상 제작팀과 운영위에서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하였다. 회원대상 각종 공지 및 외부단체 요청 

각종 추천 현황을 점검하였으며, 학술지 게재

료 지원 요청 현황 및 논문처리 현황을 검토하

였다. 또한, 10월 16~18일 창원에서 개최될 

추계 학술대회 관련 준비사항을 논의하였으며, 

『Bulletin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대한화학회지』를 포함하여 회원 대

상으로 학술지 인용을 장려하기로 결정하였다.

2019년 5월 17일(금) ‘나만의 주기율표 만

들기 대회’에 제출된 작품들의 심사가 과학동

아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주기율표 탄생 

150주년을 맞아 대한화학회와 한국화학연구

원이 과학동아와 함께 주관하는 본 대회에는 

총 130편(접수인원 기준 360명)의 개성 넘치

고 독창적인 주기율표가 전국 각지에서 접수되

었다. 전문가 심사를 통해 총 13편의 수상자

(단체)가 결정되었다.

▶ 7월 운영위원회

2019년 5월 31일 (금) 오후 4시에 6차 운영위

원회가 대한화학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주

기율표 영상자료 작성팀(고려대 김준곤 교수, 

포항공대 이은성 교수, 광운대 장홍제 교수)과 

대한화학회(회장 하현준) 간의 협약식이 진행

되었으며, 원소 동영상 포스터 및 안내지를 초

중고 각급 학교와 대학에 발송하기로 하였다. 

또한, 과학동아 주기율표 탄생 150주년기념 

관련기사 게재를 12월까지 매달 1회씩 하기로 

하였다. 기조연구연합에서 진행하고 있는 

2019년 기초연구성과사례에 추천인들을 정하

였으며, 대한화학회 홈페이지 개편을 추진하기

로 하였다. 

추계 대한화학회 학술발표회에서 SK이노베

이션심포지엄 관련 주제 및 연사선정 계획을 

수립하였고, 국방 분야 특별 세션 개설 관련 일

정, 세션 주제, 관련 분야, 향후 계획 등 대한 

협의를 학술팀에서 진행 후 경과를 보고하였

다. 사무국에서는 회원 대상 각종 공지 및 외부 

단체 요청 각종 추천 현황과 추계학술발표회 

관련 준비 사항을 보고하였다. 

▶ 8월 운영위원회

2019년 7월 19일(금) 오후 4시에 7차 운영위

원회가 대한화학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한

국화학연구원 위탁과제 화학 대중화 사업의 일

환으로 과학동아와 대한화학회 원소주기율표 

단행본 제작을 추진 중이며, 대상, 구성, 진행

방식, 추진 일정, 예산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

한, 대한화학회 홈페이지 개선을 위한 업체선

정 및 홈페이지 개선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학술팀에서는 7월 9일 IUPAC 행사 참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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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ey VCH사와 BKCS 러닝로열티(running 

royalty), 투고시스템(submission system) 

및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2021년 

대한화학회 특별호, 계약연장 등에 대해 논의

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 보고하였다. 또한, 기

술진보상, 화학경영자상. 아이센스 여성화학자

상 수상 후보자에 대해 논의하였다. 사무국에

서는 회원 대상 각종 공지 및 외부단체 요청 

각종 추천현황, 학술지 발간현황 등을 보고하

였다. 추계학술발표회 관련 준비의 일환으로 

CECO(창원컨벤션센터) 답사 일정과 계획을 

논의하였다.  

▶ 9월 운영위원회

2019년 8월 16일(금) 오후 4시에 8차 운영위

원회가 개최되었다. 대한화학회 원소 주기율표 

단행본 제작 관련하여 논의하였다. 집필진과 

발간 부수에 대해 정하였고, 발간은 과학동아, 

기획은 대한화학회와 화학연구원으로 할 것을 

잠정적으로 정하였다. 또한 주기율표 포스터 

제작·배포에 관하여서도 포스터 사이즈와 발행 

부수를 논의하였다. 추계학술발표회 관련하여 

10월 16일 수요일 개최예정인 KCS-RSC공동

심포지엄에 대해서 호텔예약, 심포지엄 일정 

및 장소, 만찬, 보드미팅 등에 대해 논의하였

다. KISTI 측에서 대한화학회 화학술어집 활

용에 대한 요청이 있어 이에 대해 좀 더 상세

한 활용 용도와 목적에 대해 파악 후 화학술어

위원회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였다. 

국제협력위원회 중심으로 IUPAC 멤버 교체 

및 Bureau Member 확보 등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하기로 하였다. 

FACS(Federation of Asian Chemical 

Societies) 관련 집행위원회 미팅 진행 상황과 

차기 미팅 시 상정안건 준비에 관하여 논의하

였다. 8월 17일(토) 운영위원들과 사무국 직원

들은 제124회 학술발표회, 총회 및 기기전시

회가 개최될 창원컨벤션센터(CECO)에 방문하

여, 학술발표회장 및 기기전시장을 둘러보고, 

분과별 학술발표장의 위치와 각종 행사장들을 

점검함으로써 추계학술발표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 10월 운영위원회

2019년 9월 6일(금) 오후 4시에 9차 운영위원

회가 개최되었다. 대한화학회 원소주기율표 단

행본 제작 관련하여 동아사이언스와의 계약서

를 검토하고 일부 필요사항에 대해 수정을 요

청하기로 하였으며, 집필부분과 저작권에 대해 

대한화학회의 지분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추계 대한화학회 학술발표회의 다양한 회원

혜택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또한 금년도 여성

화학자상 수상자와 우수지부 선정하였다. 사무

국에서는 회원 대상 각종 공지 및 외부단체 요

청 각종 추천현황, 학술지 발간현황, 추계학술

발표회 개최준비 및 초록, 포스터, 기기전시회 

접수현황을 보고하였다. 학술팀에서는 Wiley

와의 「BKCS」지 관련 논의 결과를 보고하였으

며, 대한화학회 홈페이지 개편 관련 진행상황

을 보고하였다.

▶ 11월 운영위원회

2019년 10월 4일(금) 오후 4시 10차 운영위

원회가 대한화학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원

소 주기율표 단행본 제작관련 진행상황에 대하

여 보고하였다. 과학동아 페이스북에 원소 및 

주기율표에 관한 공모공지를 올렸고, 이 내용

을 과학동아 정기구독자 대상으로 문자도 발송

하였다. 원소 관련 질문을 받아 30개 선정하여 

답변 집필을 할 예정이다. 추계 대한화학회 일

정별 운영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각 행사

별 담당을 정하였다.

10월 16일 (수)~18일 (금)에는 제124회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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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대한화학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가 창원컨벤

션센터(CECO)에서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 속에 진행되었다. 이번 학술발표회에는 

총 2,139명의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였으며, 

기조강연, 기념강연, 심포지엄, 구두발표 및 포

스터 등 총 1,203편 발표가 진행되었다. 또한 

많은 기업체에서도 기기전시회에 적극 참여와 

후원이 있었다. 16일(수)은 많은 연구자 및 학

생 회원들의 참여 속에 KCS-RSC Joint 심포

지엄을 통해 최신 유기화학분야 연구들이 소개

되었으며, KCS-SK Innovation Joint 

Symposium에서는 Green Chemistry 관련 

최근 연구 결과들이 소개되었다. 또한 ADD 관

련 연구들에 소개와 다이내믹 연성 소재 관련 

연구가 Defense Science 심포지엄과 IBS 심

포지엄에서 각각 소개되었다. 17일(목)~18일

(금)에는 분과회별 학술발표회, John F. 

Hartwig 교수의 기조강연 및 총회가 열렸다. 

또한 대한화학회 학술상, 이태규 학술상을 포

함한 각종 수상과 수상 기념 강연이 이뤄졌으

며, 써모피셔의 런치세미나, 머크의 시그마알

드리치상 수상자 런천심포지엄이 운영되어 회

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한국 다우케미칼

에서 수여하는 대학원생 대상 우수논문상 수상

자 구두발표도 회원들의 활발한 참여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KCS여성위원회 및 

KWSE 후원 특별 세션에서는 “여성화학자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발표가 진행

되어 여성 과학기술인간 교류 활성화 및 유대 

강화 기회를 확대하였다. 실험실 안전교육 세

션도 진행되어 연구 활동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향상시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분과회장, 지부장, 운영위 간담회를 통해 원만

한 학회의 운영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과 

더불어 향후 한국연구재단 연구과제 관련 운영 

방향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졌다. 추계총회와 

학술발표회에 열띤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한 적

극적 학문 교류에 참여해 주신 모든 회원 여러

분께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

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 12월 운영위원회

2019년 11월 7일(금) 오후 4시 11차 운영위

원회가 대한화학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원

소 주기율표 단행본 제작관련 진행상황을 보고

하였다. 10월 7일(월) 취합된 질문들을 대상으

로 30개 질문을 선정하는 회의를 진행하였으

며 이에 대한 답변 집필을 시작하였다. 원고 에

디팅을 완료할 예정이고 표지디자인 작업이 진

행 중에 있으며, 추후 본문 교정과 검토 과정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지난 제124회 추계 대한

화학회 학술발표회 관련 수입과 지출 사항에 

대해 결산보고가 있었으며 함께 검토하였다.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였으며 특히, 10월 16일

(수) 특별세션의 증가와 참여 회원들의 증가는 

고무적인 변화로 평가되었다. 또한 2019년 11

월 21일(금) 오후 4시에는 운영위원들이 함께 

모여 지난 2년간 진행해온 대한화학회 제반 행

사들에 대해 되돌아보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

다. 이 지면을 빌어 지난 2년간 대한화학회를 

적극적으로 지원과 후원을 해주신 학계 및 산

업계 회원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학술발표회)

▶ 제123회 학술발표회, 총회 및 기기전시회

일 시: 2019년 4월 17~19일(수~금)

장 소: 수원컨벤션센터(SCC)

발표논문: 1,318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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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원: 2,503명

Ÿ 개관

4월 17일(수)~19일(금)에는 제123회 대한화

학회 학술발표회, 총회 및 기기전시회가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

원 속에 진행되었다. 이번 학술발표회에는 총 

2,503명의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였으며, 기조

강연, 기념강연, 심포지엄, 구두발표 및 포스터 

등 총 1,318편 발표가 진행되었다. 많은 기업

체에서도 기기전시회에 적극 참여하였다. 

17일(수)은 NFEC 심포지엄을 통해 ‘주도하

는 연구자, 그 뒤를 뒷받침하는 연구 장비 정

책’이라는 주제로 의견 수렴회 및 설명회를 성

공적으로 진행하였으며 많은 연구자 및 학생회

원들이 참여하였다. 

18일(목)~19일(금)에는 각 분과회별 학술발표

회, Dr. Richard D. Smith의 기조강연 및 총회

가 열렸다. 또한 대한화학회 공로상, 학술상, 우

수논문상, 학술진보상, 교육진보상, 화학진보상, 

화학교육상, 한만정 학술상, CAS-Scifinder 화

학자상이 수여되었다. 예년과 같이 공동 산학

심포지엄인 동우화인켐 산학협력 심포지엄이 

열렸으며, 애질런트 런치세미나와 한국피셔과

학㈜ 특별라운지가 운영되어 회원들의 많은 관

심을 받았다. NRF 세션에서 ‘2019년 한국연

구재단 기초연구사업 추진방향 및 화학분야 현

황’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고, Ministry of 

Science and ICT 세션에서는 ‘국가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입법 방안’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

어 학회 회원님들의 활발한 의견 교류 시간을 

가졌다. 실험실 안전교육 세션도 진행되어 연

구 활동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향상시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 생각

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분과회장, 지부

장, 운영위 간담회를 통해 원만한 학회의 운영

에 대해 논의하였다. 춘계총회와 학술발표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Ÿ 첫째 날 [4월 17일(수)]

특별심포지엄

이번 제123회 학술발표회에서는 NFEC 심포

지엄이 ‘주도하는 연구자, 그 뒤를 뒷받침하는 

연구장비 정책’라는 제목으로 오후 3시에 개최

되었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 및 학생 연구자들

이 활발하게 참여하는 가운데 의견수렴 및 정

책 설명회로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평의원회

오후 5시 평의원회가 열렸다. 하현준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평의원회에서는, 주요 회무 

및 회원현황,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집행현

황, 규정 및 세칙 개정현황, 지부와 분과의 

2018년도 사업 현황 및 2019년도 사업계획 

등에 대한 이상원 총무부회장의 보고가 있었

고, 총회 의결 안건인 2018년도 일반·특별 회

계 결산, 명시이월금에 대한 사전심의가 진행

되었다.

KCS-RSC 협약식

오후 6시 30분 라마다 호텔 4층 진마오에서 

대한화학회와 영국화학회 간에 협력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지속적인 

우호적 관계 도모를 위해 자유롭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Ÿ 둘째 날 [4월 18일(목)]

학술발표회

이번 대한화학회 제123회 학술발표회에서는 

화학의 각 분야에서 수행되고 있는 뛰어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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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결과들이 활발하게 발표되었고 열띤 토론이 

있었다. 이번 학회에서는 기조강연 1편, 기념

강연 1편, 분과기념강연 5편, 분과별 심포지엄 

발표 110편, 일반 및 구두발표 152편 및 포스

터발표 1,049편의 포스터 발표 등을 포함해서 

총 1,318편의 학술발표가 있었다. 18일 오전 

9시부터 각 분과별로 활발한 구두발표가 진행

되었다. 오후 3시 30분 부터는 분과별 심포지

엄이 수원컨벤션센터의 11개 회의실에서 분산 

개최되었으며, 동우화인켐에서 주관하는 특별

심포지엄에서는 ‘초연결 무경계 사회를 위한 

미래기술(동우화인켐과 함께하는 미래 IT기술

의 세계, 14번째 이야기)’라는 주제의 발표에 

저명인사들이 초청되어 첨단 연구 결과들이 발

표되었다. 또한, 애질런트 런치세미나, 한국피

셔과학㈜특별라운지가 운영되어 회원들의 많

은 관심을 받았다. 각 발표회장은 많은 회원들

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문적 호기심과 열정

으로 채워졌으며, 열띤 발표와 질문, 토론이 이

루어졌다. 특히 심상철학술상(유기화학)에 윤

소원 교수(한양대), 입재물리화학상(물리화학)

에 김남준 교수(충북대), 젊은분석화학자상(분

석화학)에 이영복 교수(한양대)의 수상기념강

연이 개최되었다. 분과별 심포지엄은 아래의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었다.

고분자화학: 중견 고분자 연구자 특별심포지

엄 / 고분자 합성의 최신 연구동향 / 에너지 및 

환경 고분자의 최신 연구동향. 무기화학: 금속

유기구조체 최근 연구 동향 / 유기금속화학의 

최신 연구 동향 / 초분자 화학의 최근 연구동

향. 물리화학: 반응 동역학의 연구의 최근 동향 

/ 이론화학·계산화학의 최근 동향 / 에너지 환

경 소재의 물리 화학적 접근. 분석화학: 단백질 

동역학 연구를 위한 첨단 기기 분석 화학/삶의 

질과 분석 기술. 생명화학: 최신 바이오의약품 

연구 동향 / 질량분석기술을 이용한 화학생물

학 연구. 유기화학: 유기화학 최신동향Ⅰ: 유기

합성방법론 개발과 응용. 유기화학 최신 동향

Ⅱ: 유기합성방법론과 촉매반응 / 유기화학 최

신동향Ⅲ: 기능성 유기분자. 의약화학: 첨단 디

스커버리 화학 동향. 재료화학: 다기능성 나노 

촉매 소재의 합성과 응용 / 광전자 소자를 위한 

유기·무기 물질의 특성제어 / 인공광합성을 위

한 재료의 개발 및 응용.  전기화학: 전기화학 

분야의 새로운 프론티어: 기본에서 응용까지 / 

리튬 이온 배터리 이후 차세대 에너지 저장 기

술. 화학교육: 화학 교육의 연구 동향. 환경에

너지: 신규오염물질에 대한 최신 연구 동향

포스터 발표

포스터 발표를 18일, 19일 11:00~12:30에 분

산 개최하여 많은 학생들과 연구자들이 전체 

학회기간 동안 활발하게 교류하였다. 약 

2,500여 명의 등록회원들이 총 1,318편의 포

스터를 발표하면서 활발한 토론과 교류를 하였

다. 발표장에는 커피 및 도넛 등이 제공되었다. 

각 분과에서 위촉된 심사위원들의 엄격한 심사

를 통하여 총 31편의 우수포스터가 선정되었

다. 이들 우수포스터들은 다음 날부터 학회가 

끝날 때까지 기기전시장에 상설 전시되도록 하

였고, 1차 선정된 우수포스터는 2차 심사를 통

해 동우화인켐 포스터상 2편, TCI 포스터상 2

편, IUPAC 포스터상 2편, 대학원생 선정 동우

화인켐 포스터상 4편이 선정되도록 하였다.

기기전시회

기기전시회는 포스터 발표가 진행된 전시홀에

서 18일, 19일 이틀 동안 열렸다. 이번 기기전

시회는 총 38개의 업체가 참여하여 최신 장비

와 제품들을 전시하며 자사의 이미지와 제품에 

대한 열렬한 홍보를 진행하였고, 회원들은 기

기전시회를 돌아보며 화학 관련 최신 제품들과 

그 특징 및 기술 수준에 대한 유용한 정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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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 지면을 빌어 기기전시회에 참여한 모든 

업체들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부스를 설치하

여 기기전시에 참여한 업체들은 다음과 같다: 

㈜라이프사이언스, ㈜바이오액츠, ㈜바이텍켐

스, ㈜브이티아이코리아, ㈜선일아이라, ㈜수

림교역 your Vacuum Brand, ㈜이엔에프테

크놀로지, ㈜이우과학교역, ㈜이지켐텍, ㈜케

이오에스, ㈜켐리시스, ㈜티앤제이테크, ㈜프

로테크코리아, 네오사이언스, 대정화금㈜, 동

우옵트론 주식회사, 동우화인켐㈜*, 뷰웍스, 세

진시아이*, 센게이지러닝, 시마즈사인언티픽코

리아*, 신원데이터넷, 싸토리우스코리아바이오

텍 ㈜, 씨엔티교역, 영국화학회, 에드사이언, 

엘스비어 코리아, 자유아카데미, 주식회사 바

이오루츠, 주식회사 어벤션, 큐빅 레이저 시스

템, 턴잇인코리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한국애질런트테크

놀로지스㈜, 한국피셔과학㈜, 한국화학연구원, 

한일상사, 화신기계상사 (*특별부스).

Ÿ 총회 

1부: 기조강연

이번 학술발표회의 기조강연은 18일 오후 

1:30부터 컨벤션홀에서 이루어졌다. Pacific 

Northwest National Laboratory의 Dr. 

Richard D. Smith가 “High Resolution Ion 

Separations, Reaction, and Storage; 

Towards a Flexible Gas Phase Ion 

Chemistry Workbench based upon 

Structures for Lossless Ion 

Manipulations”의 제목으로 최근 초고감도 

생분자 검출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SLIM 기술

의 개발과정, 기술의 현주소 그리고 향후 기술

의 발전방향을 소개하였다. 컨벤션홀을 꽉 메

울 정도로 많은 청중들이 모인 중에 강연이 진

행되었다. 

2부: 총회

전임회장 및 원로 회원들이 함께 자리를 빛낸 

가운데 2부 총회는 하현준 회장의 개회사로 시

작되었다. 학회 최고의 권위를 지닌 대한화학

회 학술상이 이필호 교수(강원대)에게 수여되

었다. 또한 강성민 교수(충북대)가 우수논문상, 

노태희 교수(서울대)와 김대영 교수(순천향대)

가 학술진보상, 이재원 박사(서울대)가 교육진

보상, 여상인 교수(경인교육대)가 화학교육상, 

박재욱 교수(POSTECH)가 한만정 학술상, 이

재민 박사(한국화학연구원)가 CAS-SciFinder 

화학자상을 수상하였다. 그리고 동우화인켐㈜ 

포스터상, IUPAC 포스터상과 세진시아이 포

스터상에 대한 시상이 진행되었다. 

시상이 끝난 후에는 이상원 총무부회장이 

2019년 3월 말까지의 회무, 회원현황, 및 

2019년도 일반·특별 회계 집행현황을 보고하

였다. 이어서 규정·세칙 제정 및 개정현황, 지

부 및 분과 2018년도 사업성과 및 2019년도 

사업계획 보고, 종신회비 인상에 대한 보고가 

진행되었다.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토의는 

하현준 회장의 진행으로 이루어졌다. 보고사항 

이후에 의결 안건인 2018년도 일반·특별 회계 

결산, 명시이월금 보고와 감사의 2018년도 사

무 및 회계 감사 결과보고에 관한 안건 상정 

및 보충설명이 진행되었으며, 참석한 회원들에 

상기 안건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졌다.

Ÿ 셋째 날 [4월 19일(금)]

학술발표회

오전 9시부터 각 분과별 세션에서 구두발표를 

시작으로 오후 심포지엄까지 활발히 진행되었

으며, 연구내용 관련 많은 질의응답을 통해 회

원들 간의 연구에 대한 많은 교류가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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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이 적극적으로 학회활동에 참여하였다. 

특히 신국조학술상(물리화학)의 정연준(서울

대), 박인원학술상(생명화학)의 김양미 교수(건

국대)의 수상기념 강연이 개최되었다. 또한, 이

번 학술발표회에서는 한국연구재단(NRF) 세션

에서 ‘2019년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사업 추

진방향 및 화학분야 현황’에 대해서 발표가 있

었고 Ministry of Science and ICT 세션에

서는 ‘국가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입법 방안’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어 학회 회원님들의 활발한 

의견 교류시간을 가졌다. 실험실 안전교육 세

션도 진행되어 연구 활동종사자의 안전의식을 

향상시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확보를 위한 방

안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분

과회장, 지부장, 운영위 간담회를 통해 원만한 

학회의 운영에 대해 논의하였다.

학술상 수상 기념 강연

학회 마지막 날인 19일(금) 오후 1시 30분에

는 학술상을 수상한 이필호 교수(강원대)의 기

념 강연이 컨벤션홀에서 개최되었다. 

‘Development of New Synthetic Methods 

in Organic Synthesis’이라는 제목으로 발표

한 이필호 교수의 학술상 수상 기념 강연에는 

뛰어난 연구 업적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많

은 회원들이 참석하여 강연장을 메웠으며 강연

을 듣고 수상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품추첨 및 물품 제공

학회 기간 3일 동안 매일 등록처 근처에서 경

품 추첨이 진행되었다. 수많은 회원들이 참석

하여 활발한 분위기에서 추첨과 함께 경품을 

증정하였다. 학회에 참석하신 회원들에게 보다 

편안한 학회 참석 및 기기전시회 참관을 위해 

생수, 커피, 도넛 등이 제공되었다. 

Ÿ 마무리

이번 학술발표회에서는 2박 3일 동안 새로운 

학회 장소인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처음으로 진

행되었다. 학술발표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일정과 장소를 조정하여 학술발

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활발하고 열

띤 분위기에서 학회가 진행되도록 하였다. 특

히 2,500여 명의 등록과 1,300여 편의 논문 

발표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2019년도 춘

계총회 및 학술발표회는 여느 다른 장소에서 

진행될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순조롭게 진행되

었으며, 부족했던 점들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

고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오는 

10월 16~18일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개최되는 제124회에서는 학술발표 및 총회가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진행되도록 준비할 예정

이다. 아울러 이번 춘계총회와 학술발표회가 

열띤 학술발표, 토론과 성숙된 분위기에서 성

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모든 회

원 여러분, 공식 후원사 및 기기전시회 참여기

업체들에 깊이 감사드리며, 운영위원회 및 학

회 사무국의 면밀한 준비와 많은 노력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린다.

▶ 제124회 학술발표회, 총회 및 기기전시회

일 시: 2019년 10월 16~18일(수~금)

장 소: 창원컨벤션센터(CECO)

발표논문: 1,203편

등록인원: 2,359명

Ÿ 개관

10월 16일(수)~18일(금)에는 제124회 대한화

학회 학술발표회, 총회 및 기기전시회가 창원컨

벤션센터에서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 

속에 진행되었다. 이번 학술발표회에는 총 

2,359명의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였으며,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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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 기념강연, 심포지엄, 구두발표 및 포스터 

등 총 1,203편 발표가 진행되었다. 많은 기업체

에서도 기기전시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16일(수)은 많은 연구자 및 학생 회원들의 

참여 속에서 KCS-RSC연합심포지엄이 개최되

어 최신 유기화학분야 연구들이 소개되었으며, 

KCS-SK Innovation 연합심포지엄에서는 

Green Chemistry 관련 최근 연구 결과들이 

소개되었다. 또한 국방과학연구소(ADD) 관련 

연구들에 대한 소개와 다이내믹 연성 소재 관

련 연구가 Defense Science 심포지엄과 IBS 

심포지엄에서 각각 소개되었다. 

17일(목)~18일(금)에는 각 분과회별 심포지

엄과 구두발표를 시작으로 John F. Hartwig 

교수의 기조강연 및 총회가 열렸다. 또한 이태

규 학술상을 포함한 각종 수상과 수상 기념 강

연이 이뤄졌으며, 써모피셔의 런치세미나, 머

크의 시그마알드리치상 수상자 런천심포지엄

이 운영되어 회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한

국 다우케미칼에서 수여하는 대학원생 대상 우

수논문상 수상자 구두 발표도 회원들의 활발한 

참여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KCS 여성

위원회 및 KWSE 후원 특별세션에서는 “여성

화학자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발

표가 진행되어 여성 과학기술인 간 교류 활성

화 및 유대 강화 기회를 확대하였다. 실험실 안

전교육 세션도 진행되어 연구활동 종사자의 안

전의식을 향상시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확보

를 위한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

다. 또한 분과회장, 지부장, 운영위 간담회를 

통해 원만한 학회의 운영에 대해 의견을 나누

는 시간과 더불어 향후 한국연구재단 연구과제 

관련 운영 방향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졌다. 

추계총회와 학술발표회에 열띤 발표와 질의응

답을 통한 적극적 학문 교류에 참여해 주신 모

든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Ÿ 첫째 날 [10월 16일(수)]

특별심포지엄

이번 제124회 학술발표회에서는 다양한 특별

심포지엄이 구성되어 참여자들의 큰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KCS-RSC연합심포지엄으로 개최

된 “제6회 Organic Chemistry Frontiers 국

제 심포지엄”은 한국과 해외 전문가들 간의 새

로운 연구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는 자리가 되었다, 

KCS-SK Innovation 연합심포지엄에서는 

“사회적 가치 추구를 위한 Green Chemistry”

라는 주제로 Green Chemistry 분야의 최근 

연구 동향과 상업적 응용 가치를 지닌 미래의 

친환경 합성기술에 대해 토론하였다. 또한 

Defense Science심포지엄에서는 국방과학연

구소(ADD)에서 수행하는 연구들에 대한 소개

와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IBS 심

포지엄에서는 “다이내믹 연성물질의 세계”라

는 주제로 다이내믹 연성물질 분야의 최근 연

구 성과에 대한 소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평의원회

오후 5시 평의원회가 열렸다. 하현준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평의원회에서는, 주요 회무 

및 회원현황,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집행현

황, 규정 및 세칙 개정현황 등에 대한 이상원 

총무부회장의 보고가 있었고, 총회 의결 안건

인 2020년도 임원, 일반·특별회계 예산 및 사

업계획에 대한 사전심의가 진행되었다.

Ÿ 둘째 날 [10월 17일(목)]

학술발표회

이번 대한화학회 제124회 학술발표회에서는 

화학의 각 분야에서 수행되고 있는 뛰어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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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결과들이 활발하게 발표되었고 열띤 토론이 

있었다. 이번 학회에서는 기조강연 1편, 이태

규학술상 기념강연 1편, 분과기념강연 9편, 분

과별 심포지엄 발표 142편, 일반 및 구두발표 

116편 및 포스터발표 934편의 포스터 발표 등

을 포함해서 총 1,203편의 학술발표가 있었

다. 17일 오전 9시부터 각 분과별로 활발한 구

두발표가 진행되었다. 오후 3시 30분부터는 

분과별 심포지엄이 창원컨벤션센터의 11개 회

의실에서 분산 개최되었으며, 한국 다우케미칼

에서 수여하는 대학원생 대상 우수논문상 수상

자 구두 발표는 하현준 회장님 인사 말씀으로 

시작하여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과 기념 촬영이 

진행되었고 수상자들의 참신한 연구 발표가 이

어졌다. 점심때에 맞추어 써모피셔의 런치세미

나, 머크의 시그마알드리치상 수상자 런천 심

포지엄이 운영되어 회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

다. KCS-일본분석기기 제조자협회(JAIMA) 연

합 심포지엄에서는 분석화학에 대한 경험을 공

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각 발표회장은 많은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

여하여 학문적 호기심과 열정으로 채워졌으며, 

열띤 발표와 질문, 토론이 이루어졌다. 특히 분

과회별 학술상을 수상자의 수상기념강연이 다

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이대실 젊은 생명화학

자상: 이안(서울대), 아이센스 젊은 전기화학자

상: 황성필(고려대), 젊은무기화학자상: 이은성

(POSTECH)/유태수(충북대), 고분자분과회 학

술진보상: 송창식(성균관대), 김명수학술상(물

리화학분과회): 송재규(경희대), 장세희학술상: 

홍순혁(KAIST), 젊은 재료화학자상: 고두현, 

분석화학학술상: 오한빈(서강대), 분석기술상

수상기념강연: 남궁현(코오롱). 

분과별 심포지엄은 아래의 다양한 주제로 진

행되었다. 고분자화학: 중견 고분자합성 연구

자 특별심포지엄 / 신진 고분자화학 연구자의 

최신 연구동향 / 환경 고분자의 최신 연구동

향. 무기화학: 무기화학의 최신 동향 I: 생무기

화학 / 무기화학의 최신 동향 II: 유기금속화학 

및 무기소재화학 / 무기화학의 최신 동향 III: 

금속-유기골격체. 물리화학: 첨단 소재의 물리

화학적 이해/물리화학의 최신 연구 동향 / 이

론 및 계산화학의 최근 동향. 분석화학: 

JAIMA와의 공동 심포지엄 / 에너지·환경 소

재의 고도 분석 기술/질량분석법의 최근 동향. 

생명화학: 펩타이드 화학의 최신 동향 / 빛을 

통해 들여다보는 생명화학. 유기화학: 탄소-수

소결합 활성화 반응에 대한 최신 개발 / 유기

화학 최신 동향 I: 유기합성방법론과 촉매반응 

/ 유기화학 최신 동향 II: 유기합성방법론과 전

합성. 의약화학: 혁신적 치료제 및 진단제 연구 

동향. 재료화학: 재료화학의 현재와 미래 특별

심포지엄 / 양자점 소재의 합성 및 응용에 대

한 최근 연구 동향 / 하이브리드 발광체의 재

료 및 소자 측면 이해. 전기화학: 전기촉매반응 

연구에 새로이 부각되는 분석 기술: 오퍼란도 

분석법 / 광전기화학의 최근 연구 동향. 화학

교육: 화학교육의 최근 이슈와 연구동향 / 과

학영재를 위한 화학교육. 환경에너지: 환경에

너지 최신동향. 

포스터 발표

포스터 발표를 17일, 18일 11:00~12:30에 분

산 개최하여 많은 학생들과 연구자들이 전체 

학회 기간 동안 활발하게 교류하였다. 총 934

편의 포스터를 발표하면서 활발한 토론과 교류

를 하였다. 발표장에는 커피 및 도넛 등이 제공

되었다. 각 분과에서 위촉된 심사위원들의 엄

격한 심사를 통하여 총 31편의 우수포스터가 

선정되었다. 이들 우수포스터들은 다음 날부터 

학회가 끝날 때까지 기기전시장에 상설 전시되

도록 하였고, 1차 선정된 우수포스터는 2차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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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통해 동우화인켐 포스터상 2편, TCI 포

스터상 2편, CAS 포스터상 3편, 대학원생 선

정 동우화인켐 포스터상 4편이 선정되도록 하

였다.

기기전시회

기기전시회는 포스터 발표가 진행된 전시홀에

서 17일, 18일 이틀 동안 열렸다. 이번 기기전

시회는 총 44개의 업체가 참여하여 최신 장비

와 제품들을 전시하며 자사의 이미지와 제품에 

대한 열렬한 홍보를 진행하였고, 회원들은 기

기전시회를 돌아보며 화학 관련 최신 제품들과 

그 특징 및 기술 수준에 대한 유용한 정보들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 지면을 빌어 기기전시회에 참여한 모든 

업체들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부스를 설치하

여 기기전시에 참여한 업체들은 다음과 같다. 

㈜기정메디사이언스, ㈜바이오액츠, ㈜바이텍

켐스, ㈜비케이인스트루먼트, ㈜상기, ㈜수림

교역, ㈜씨엠코퍼레이션에이티, ㈜이엔에프테

크놀로지, ㈜이우과학교역, ㈜캑터스커뮤니케

이션즈코리아, ㈜케이오에스, ㈜티앤제이테크, 

㈜프로테크코리아, CAS 한국지사, 시마즈사이

언티픽 코리아, SK이노베이션, STP America 

Research, WILEY, 대정화금㈜, 덕산약품공

업, 뷰키코리아 유한회사, 세진시아이, 센게이

지러닝, 씨엔티교역, 알토스, 엘스비어 코리아, 

영인과학㈜, 영인에스티㈜, 영인크로매스, 오

엠에이, 자유아카데미, 주식회사 신코, 주식회

사와이엠씨코리아, 케이랩, 케이엔에프뉴베르

거, 큐빅 레이저 시스템, 테솔, 포항가속기연구

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

보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초

과학지원연구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피셔과학㈜.

Ÿ 총회 

1부: 기조강연

기조강연은 17일 오후 1시 30분부터 컨벤션홀

에서 이루어졌다. Prof. John F. Hartwig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가 

“Selective, Catalytic Functionalization of 

C-H Bonds”의 제목으로 complex 분자들에 

작용기를 도입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tran-

sition metal complexes를 개발하여 com-

plex 분자에 존재하는 C-H 결합들과 선택적 

반응을 하도록 하는 유기화학 방법론에 관한 

많은 연구업적들을 연구 연대기 순으로 발표하

였다. 다양한 작용기의 도입과 변환, tran-

sition metal complex와 반응하는 메커니즘 

관련 연구가 소개되었다. 발표에 많은 청중이 

참석하여 강연을 들었으며, 발표 후 연구 관련 

질문과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2부: 총회

전임회장 및 원로 회원들이 함께 자리를 빛낸 

가운데 2부 총회는 하현준 회장의 개회사로 시

작되었다. 이태규학술상이 주재범 교수(중앙

대)에게 수여되었다. 또한 화학경영자상에 라

인호(동우화인켐 대표이사), 기술진보상에 이

성준(SK이노베이션 기술혁신연구원 원장), 초

중등학교화학교사상에 조혜숙(학남고등학교), 

우수박사학위논문상에 김광우(UNIST), 김진

용(연세대학교), 박윤수(KAIST), 박정은(서울

대학교), 오주원(연세대학교), Sigma-Aldrich 

화학자상에 이남기(서울대학교), 김성환(경북

대학교), 아이센스 여성화학자상에 심은지(연

세대학교), 그리고 동우화인켐㈜ 포스터상, 세

진시아이 포스터상, CAS 포스터상에 대한 시

상이 진행되었다. 

시상이 끝난 후에는 이상원 총무부회장이 

2019년 10월 말까지의 회무, 회원 현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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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일반·특별 회계 집행 현황을 보고하

였다. 이어서 규정·세칙 제정 및 개정현황, 지

부 및 분과 2019년도 사업성과 및 2020년도 

사업 계획 보고, 종신회비 인상에 대한 보고가 

진행되었다.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토의는 

하현준 회장의 진행으로 이루어졌다. 

Ÿ 셋째 날 [10월 18일(금)]

학술발표회

오전 9시부터 각 분과별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오후까지 활발히 진행되었다. 연구내용 관련 

많은 질의응답을 통해 회원들 간의 연구에 대

한 많은 소통이 있었으며, 회원들이 적극적으

로 학술 교류에 참여하였다. 특히 최규원학술

상(전기화학분과회): 신운섭(서강대), 젊은물리

화학자상: 성봉준(서강대)의 수상기념 강연이 

개최되었다. 또한, KCS 여성위원회 및 KWSE 

후원 특별세션에서는 “여성화학자의 과거, 현

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어 여

성 과학기술인 간 교류 활성화 및 유대 강화 

기회를 확대하였다. 실험실 안전교육 세션도 

진행되어 연구 활동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향상

시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

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학술교류 

외에 분과회장, 지부장, 운영위 간담회를 통해 

원만한 학회의 운영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

간과 더불어 향후 한국연구재단 연구과제 관련 

운영 방향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졌다.

이태규학술상 수상 기념 강연

학회 마지막 날인 18일(금) 오후 1시 30분에

는 학술상을 수상한 주재범 교수(중앙대)의 기

념 강연이 컨벤션홀에서 개최되었다. “Highly 

sensitive in vitro diagnostics using 

SERS-based microdevices: current status 

& future”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주재범 교

수의 이태규학술상 수상 기념 강연에는 뛰어난 

연구 업적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회원

들이 참석하여 강연장을 메웠으며 강연을 듣고 

수상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품추첨 및 물품 제공

학회 기간 사흘 동안 매일 등록처 근처에서 경

품 추첨이 진행되었다. 수많은 회원들이 참석

하여 활발한 분위기에서 추첨과 함께 경품을 

증정하였다. 학회에 참석하신 회원들에게보다 

편안한 학회 참석 및 기기전시회 참관을 위해 

생수, 커피, 도넛 등이 제공되었다. 

Ÿ 마무리

이번 학술발표회에서는 2박 3일 동안 창원컨

벤션센터(CECO)에서 오랜만에 진행되었다. 

운영위와 사무국에서는 학술발표회를 보다 효

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일정과 장소를 조

정하여 학술발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활발하고 열띤 분위기에서 학회가 진행되도록 

하였다. 특히 2,359여 명의 등록과 1,203편의 

논문 발표가 진행되어 지난 학술대회와 비슷한 

규모로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전에 비해 

16일 수요일에 다수 특별심포지엄들이 개최되

었으며 많은 회원들이 수요일부터 참석하여 학

회가 좀 더 일찍부터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학회 진행 중에 차기 임원진, 운영위원들도 학

술발표장, 기기전시회 및 각종 행사장을 돌아

보며 내년 총회 및 학술발표회를 준비하였다. 

아울러 이번 추계총회와 학술발표회가 열띤 학

술발표, 토론과 성숙된 분위기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모든 회원 여러분, 

더불어 학회 발전과 학술발표회의 활성화를 후

원해 주신 공식 후원사 및 기기전시회 참여기

업체들에 깊이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운영

위원회와 학회 사무국의 면밀한 준비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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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린다.

2020

(운영위원회)

▶ 1월 운영위원회

2019년 12월 20일(금) 오후 4시 1차 운영위

원회가 대한화학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

번 운영위원회에는 정옥상 회장을 비롯하여, 

현재 국외출장 중인 2명의 운영위원 외 전원이 

참석하였으며, 주요사항으로 「Bulletin of 

Korean Chemical Society」 활성화 방안 논

의와 2020년도 화학회 전반적인 일정 및 

2020년도 대한화학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 장

소 및 프로그램 논의가 있었다. 춘계 학술대회

는 2020년 4월 22일(수)~24일(금), 수원컨벤

션센터, 추계는 10월 21일(수)~23일(금)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

되었다. 특히, 2020년에는 4월 세 번째 주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4월 15일 수요일)

와 Korea Lab 행사(4월 14일~17일) 일정을 

고려하여 4월 네번째 주에 총회 및 학술대회가 

개최됨을 회원들에게 다각도로 알리기 위한 방

안이 논의되었다. 또한, 학술대회 중 산학협력 

심포지엄 강화 사업을 위한 각 분과 총무진들

과의 논의를 계획하였고, 주요 학회 후원사와

의 지속적인 연대, 추가적인 산업체 연계 방안

을 논의하였다. 향후 2020년부터는 매월 2/4

주차 금요일에 정기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개최

하여 학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회원들의 

의견 반영 및 현안들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

정이다. 또한, 운영위원회가 학회의 모든 위원

회, 분과 및 각 지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모든 화학회 회원이 학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 2월 운영위원회

2020년 1월 17일 금요일 오후 4시에 20년도 

1차 운영위원회가 대한화학회 사무실에서 개

최되었다. 운영위에서는 2020년 1월 중 진행

된 한국화학관련학회연합회 신년하례식 및 교

류회, 한국대표학회 회장단 회의, 과학기술인 

및 방송통신인 신년하례식, 기초연구연합회 참

석에 대한 보고 및 충남대학교에서 진행 중인 

화학올림피아드 겨울학교와 여름학교 운영에 

대한 보고 및 계획, 주요 국책연구소와 협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기획팀에서는 학회 간

행물에 대한 연구 윤리 부분 업데이트를 위한 

초안 및 진행 경과를 보고하였으며, 「Bulletin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의 온라인 

제출 시스템 및 리뷰 시스템에 대한 업데이트

를 논의하였다. 추가로 2020년도 추계학술발

표회 및 총회의 기조강연자 섭외 및 운영에 대

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학술팀에서는 2020년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될 춘계 학술발표

회 및 총회 관련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하

였다. 특히, 운영위원회 한 주 전인 2020년 1

월 10일 금요일 오후에 대한화학회 사무실에

서 진행된 각 분과 총무간사 모임을 통해서 학

술발표회 진행에 대한 각 분과 의견 및 건의사

항을 수렴하였고 각 분과별로 학술발표회 세션 

조직시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며, 각 분과의 의견을 바탕으로 수

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될 춘계학술발표회의 

공간 및 시간배정을 진행하였다. 또한, 한국연

구재단에서 추진 중인 학문 분야별 연구지원체

계 정책 과제 관련하여, 무기분과를 제외한 분

과별 설명회 및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무기

분과의 경우 2월 중 분과회원 대상 설명회를 



380 (사)대한화학회 75주년 자료집

개최할 예정이다. 블록펀딩 관련 안건은 모든 

회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학술

발표회 기간에 별도의 장소와 시간에서 설명회 

및 공청회를 추가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교

육팀에서는 화학 대중화 사업 관린 상황보고를 

진행하였으며, 산학팀과 홍보팀에서는 기업체 

소개 및 화학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다

양한 의견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3월 운영위원회

2020년 1월 31일 금요일 오후 4시와 2020년 

2월 14일(금) 오후 4시에 2, 3차 운영위원회가 

대한화학회 사무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운영

위는 춘계 학술대회 준비에 초점을 두고, 학술

지 시스템 개선과 학문분야별 지원체계 정책 

과제 진행을 주도적으로 논의하였다. 지난 기

간 동안 운영위에서는 한국화학연구원장과의 

면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과 면담, 화학

대중화 사업에 대한 보고, 대한화학회 75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논의 및 위원장 방문, 과총 이

사회 참석, 한국공업화학회 창립 30주년 축사, 

대한화학회 사무국 신입직원 면접 등을 보고하

였고, 기획팀에서는 「Bulletin of Korean 

Chemical Society」의 온라인 제출 시스템 및 

리뷰 시스템 업데이트(ScholarOne)에 관한 

보고와 학술팀과 함께 편집장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한 피드백을 진행하였다. 학술팀에서

는 춘계 학술대회 프로그램에 대한 제반 사항

을 결정하였으며, 기조강연자의 구체적 일정 

및 수요일 세션 구성을 완료하였다. 이번 춘계 

학회의 수요일 튜토리얼 세션은 다양한 분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전기화학의 응용과 관련하여 

서울대학교 정택동 교수와 충북대학교 김종원 

교수를 연사로 모시는 안이 결정되었다. 또한, 

한국연구재단에서 추진중인 학문 분야별 연구 

지원체계 정책 과제 관련하여, 각 분과 운영진

과의 연석회의 후 연구재단 및 과기정통부와의 

중간점검회의에 참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출을 위한 보고서 작성과 공청회 준비를 진

행하고 있다. 교육팀에서는 한국화학연구원과 

논의 중인 화학대중화 사업 관련 아이디어 회

의를 바탕으로 다양한 안을 제시하였으며, 이

를 위한 연사 섭외, 시간, 공간, 대상에 대한 

추가 논의를 진행하였다. 홍보팀에서는 화학세

계의 다양한 콘텐츠 구성과 연구소 소개에 대

하여 논의하였다. 특히, 2월 14일 3차 운영위

에서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에 따른 

사회적 상황에 따라 각종 위원회, 분과회 모임 

및 학회 관련 행사들이 연기되거나 축소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변동 가능성, 기간의 여유 

및 대비책을 논의하였다.

  

▶ 4월 운영위원회

2020년 2월 28일 금요일 오후 4시, 2020년 3

월 13일 금요일 오후 4시, 및 2020년 3월 27

일 오후 4시에 20년도 4~6차 운영위원회가 

대한화학회 사무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3월 

운영위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서, 축소운영위로 최소 참가인원만 참석하여 

마스크 착용 및 개인 간 거리 등의 안전 지침

을 준수하며 진행되었으며, 나머지 위원들은 

각 개인 사무실 및 회의실에서 온라인으로 참

석하였다. 가장 중요 안건으로, 코로나19 사태

에 따른 춘계총회 및 학술대회 연기의 건을 논

의하였다. 전 국가 및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 

사태에 따라 모든 집회 및 단체 활동이 제안되

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활성화됨에 따라, 학회

의 효과적 운영과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며 

학술발표회 및 총회를 진행할 수 있는 수원컨

벤션센터 시설의 이용 가능한 날짜, 코로나19

의 예측 상황, 정부 및 다른 기관과 학회와의 

협력 사항 등을 고려하여 7월 6~8일 일정으로 



2. 연도별 주요 회무  381

연기하는 안건에 대하여 핵심적으로 논의하였

다. 또한, 학술팀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블록펀

딩 관련 공청회와 제반 준비사항에 관해서도 

모임 및 물리적인 회의 진행이 불가능함에 따

라, 온라인 회의를 중심으로 전환하였고, 이에 

따른 일정 조정 및 관련 안건을 논의하였다. 학

회의 다른 활동 및 사업도 모두 비대면, 온라인 

회의와 보고 형태로 전환하고, 사회적 거리두

기 실천 및 코로나19 사태의 조속한 종식을 위

해 협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 논의

하였다. 또한, 조정된 학술발표회 및 총회 일정

에 맞춰서 학회의 주요 사업과 회원들에 대한 

지원 등이 소홀해지거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

록 각 팀별 연락 체계와 시스템을 정비하였다.

 

▶ 5월 운영위원회

2020년 4월 10일 및 4월 24일 오후 4시에 

20년도 7차 및 8차 운영위원회가 대한화학회 

사무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4월 운영위도 지

난달에 이어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로 인

하여, 현장에서 최소 인원이 참가하는 축소운

영위로 개인 간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등의 

정부 지침을 지키며 진행되었으며, 나머지 위

원들은 각 개인 사무실 및 회의 공간에서 온라

인으로 참석하였다. 7차 및 8차 운영위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학술발표회 연기와 관

련된 진행상황을 보고하였으며, 이에 맞춰 일

정이 필요한 모든 사업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사회 및 화학 올림피아드 계절 학교의 경

우에도 기간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 외에 핵심적인 변화사

항으로 BKCS지의 제출 시스템이 Scholar 

One 시스템으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회원들에게 안내를 진행하는 안건도 논의가 되

었다. 코로나19 상황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추

진 중인 학문 분야 발 연구비 지원체계(블록 펀

딩) 정책과제의 진행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공

청회 및 수행기간에 대한 연장이 필요함을 논

의하였다. 이외에 신규 학술상에 대한 논의, 기

초과학협회협의체의 요청 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교육을 중심으로 화학 대중

화사업과 연계하여 기존의 화학 시화전을 

UCC 공모전의 형태로 다양하게 발전시키는 

방향을 논의하였다.

▶ 6월 운영위원회

2020년 5월 15일 2020년도 9차 운영위원회

가 대한화학회 사무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5

월 운영위도 지난달에 이어서 전 세계적인 코

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현장 참여인원을 축소

하고 개인 간의 거리 유지 및 마스크 착용 등

의 정부 지침을 지키며 진행되었으며, 나머지 

위원 및 현재 국외 체류 중인 위원들도 각 개

인공간에서 온라인으로 회의에 참석하였다. 

9차 운영위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7월 중으로 연기된 춘계 학술대회에 대한 준비

사항을 중점 점검하였으며, 특히 정부의 완화

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맞고,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대응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였다. 출입 인원에 대한 전원발

열 체크 및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비치를 기

본으로 하고, 본인의 건강상태 확인 및 개인정

보 제공 동의 등의 절차가 필요하며, 발표장 및 

각 공간별 최소 거리 유지 가능 인원 파악 등

을 진행하였다. 또한 5월 29일 개최 예정인 이

사회 논의 안건에 대한 준비를 진행하였으며, 

학술팀에서 진행 중인 한국연구재단 학문분야

별 블록펀딩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의견 교류 

및 공청회 준비(온라인 포함)을 진행하였다. 교

육팀에서 준비 중인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

로 하는 프로그램은 코로나19의 진정 상황에 

따라 추후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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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코로나19 상황 및 추계학술발표회 기간 

변경에 따라 연계 되어 있던 다양한 국제행사 

및 교류 행사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여 이에 대

한 확인작업을 실시하였다.

  

▶ 7월 운영위원회

2020년 6월 5일과 6월 19일에 20년도 10자 

및 11차 운영위원회가 대한화학회 사무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6월 운영위도 지난달에 이어

서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현장 

참여 인원을 축소하고 개인 간의 거리 유지 및 

마스크 착용 등의 정부 지침을 지키며 진행되

었고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춘계 학술발표회 및 

총회 준비를 위해서 팀별 핵심 인원이 참가하

여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10차 및 11차 운영

위에서는 7월 6~7일 양일간 개최하기로 한 온

라인 학술발표회 준비를 핵심으로 논의하였다. 

전반적인 온라인 학술발표회 플랫폼 결정 및 

준비가 가장 주요하게 진행되었다. 또한 세부 

일정 및 각 프로그램별 진행 여부 및 세부 사

항을 점검하였으며, 수원컨벤션센터 및 경기

도, 수원시 등 지자체의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필요사항 및 물품, 담당자에 대한 지정과 

점검을 핵심적으로 진행하였다. 추가로 학술 

프로그램 외에 총회 준비사항으로 논의 및 안

건 점검, 작년도 운영진 요청사항과 회계보고, 

이사회 결정 사항 안내 및 대응 사항이 진행되

었다. 특히, 전민제 전임회장님 가족의 기부에 

의한 학술상 재정에 관한 세칙 및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다. 6월에 진행된 BKCS지 편집위원

회 회의를 바탕으로 학술발표회에서의 홍보, 

특별호의 준비, 과총 학술지 지원 평가에 대한 

대응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학술팀에서

는 학술대회 첫째 날 진행할 블록펀딩 공청회 

관련 준비에 대한 보고와 추가 안건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주요 참가자 및 쟁점사항, 1차 

및 2차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

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관련 논의를 진행하

였다. 기획팀에서는 최근 「Angewandte 

Chemie」에 게재되었다가 철회되어 이슈가 된 

“Statement on inclusion and diversity in 

the chemical sciences”에 대한 상황 보고 

및 대한화학회의 참여를 논의하였다. 교육팀에

서 준비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UCC 공모

전의 경우, 코로나19 상황과 학생들의 등교 상

황을 고려하여 학술발표회 이후 기간에 추진하

는 것으로 논의하였다.

  

▶ 8월 운영위원회

2020년 7월 17일에 12차 운영위원회가 대한

화학회 사무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7월 운영

위도 지난달에 이어서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현장 참여 인원을 축소하고 개

인 간의 거리 유지 및 마스크 착용 등의 정부 

지침을 지키며 진행되었다. 이번 운영위원회에

서는 사상 첫 온라인 학술발표회로 진행된 춘

계 학술발표회 및 총회의 정리와 보고가 주요 

업무로 진행되었다. 또한, 동시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현장에서의 온라인 접속 문제, 현장 참

여 인원 제한 문제 등이 추가적으로 거론되었

으며 추계학술발표회에서 이에 대한 대비책이 

논의되었다. 추계학술발표회 준비를 위해 개최 

날짜 및 방식 논의, 기조강연, 발표방식, 학생 

발표 방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확정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각 분과운영위와의 

회의를 계획하였다(7월 31일 금요일), 추계학

술발표회에서는 국제학술대회의 성격에 맞춰 

특별심포지엄으로 우수 연구진으로 발표 구성

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중고등학생의 학회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미래 

화학자 연구발표대회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논의하였다. 추가로, 과총의 이공분야 학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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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지원사업과 연계하여 「Bulletin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의 경쟁력을 높

이기 위한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

되었으며, 이를 「BKCS」 편집위원회와 연계하

여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저널 형식 및 홈페이지 정비 등을 논의하였다.

▶ 9월 운영위원회

2020년 9월 11일에는 15차 운영위원회가 대

한화학회 사무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9월 운

영위도 코로나19 상황과 방역지침 준수를 기

반으로 현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온라인 

회의로 진행되었다. 이번 운영위에서는 2020

년 10월 온라인 중심으로 개최예정인 제126회 

추계학술발표회의 진행방법을 확정하고, 참여

를 독려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특히, 제125회 학술발표회 진행방법을 중심으

로 부족한 점과 보완점, 특히 학생회원들의 포

스터발표를 효율적으로 조직하고, 활발한 토의

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과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였다. 또한, 2020년 9

월 18일 개최되는 2020년도 제2차 대한화학

회 이사회의 준비를 위해서 2021년도 사업계

획과 예산안, 그리고 이사회 인준 사항에 대하

여 논의하였다. 특히, 제53대 대한화학회장 선

출을 위한 이사회 지명 단계에 대하여 보고 및 

준비를 진행하였다. 추가적으로 『Bulletin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의 위상 강

화를 위한 내용으로, 편집위원회 회의 내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지원책과 구체적 방법을 

논의하였다. 기획팀에서는 한국연구재단의 대

학원생 글로벌화 Camp 학술대회 관련 온라인 

간담회를 보고하고, 이를 위한 학회 차원에서

의 홍보와 지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교

육팀에서는 추계학술발표회 기간 중에 진행을 

준비 중인 미래화학자 연구발표대회와 화학 

UCC 공모대회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구성하였다.

▶ 10월 운영위원회

2020년 9월 25일과 10월 8일에는 15차 및 

16차 운영위원회가 대한화학회 사무실에서 개

최되었다. 이번 10월 운영위도 방역지침 준수

를 기반으로 현장 회의와 온라인 회의의 병행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번 운영위에서는 2020

년 10월 19일부터 21일 진행된 제126회 추계

학술발표회의 진행방법을 확정하고, 실제 운영

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으며, 많은 회

원들의 온라인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을 중점적

으로 논의되었다. 특히, 처음 시도해보는 포스

터발표의 활발한 토론을 위한 구성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사전 논의가 심도 있

게 이뤄졌으며,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하는 기

기전시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

의하였다. 또한, 9월 18일에 개최된 대한화학

회 이사회에 대한 보고사항과 『Bulletin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편집위원회

와 연계하여 Wiley와의 영상회의, 특집호 발

행 관련 핵심 사항을 보고하였다. 교육팀에서

는 추계학술발표회 기간중에 진행을 준비한 미

래화학자 연구발표대회와 화학 UCC 공모대회

의 실행 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 시대에 중

고등학생의 참여 독려와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모색하였다.

▶ 11월 운영위원회

2020년 11월 6일에는 17차 운영위원회가 대

한화학회 사무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11월 

운영위도 방역지침 준수를 기반으로 현장 회의

와 온라인 회의의 병행형태로 진행되었다. 이

번 운영위에서는 2020년 10월 19일부터 21

일까지 진행된 제126회 추계 학술대회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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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보고를 진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을 보고서로 화학 세계에 게재할 예정이다. 

또한, 2020년 11월 27일에 ‘화학 연구 동향과 

실전 1일 튜토리얼’이라는 제목으로 유전자 가

위, 코로나19 바이러스, 영어논문 작성법, 화

장품 연구의 최신 동향, NMR을 이용한 구조 

분석, X-선을 이용한 단결정 구조 분석에 관련

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을 준비

하였다. 또한, 2020년 11월 5일 진행된 

『Bulletin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편집위원회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방안과 

학술지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학술팀에서

는 2021년부터 시행되는 연구재단의 분야별 

지원체계에 정책보고서의 최종본 제출에 관한 

보고를 진행하였으며, 이번 추계학술발표회에

서 처음으로 진행된 e-포스터 발표방식에 대

한 의견 수렴 및 보완 방안을 논의하였다. 교육

팀에서는 미래화학자 연구발표대회 및 화학 

UCC 공모전에 대한 진행상황과 추후계획을 

논의하였으며, 홍보팀에서는 2021년 전반적인 

학회의 출판 및 홍보상황에 대한 보고와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다.

(학술발표회)

▶ 제125회 대한화학회 학술발표회, 총회

일 시: 2020년 7월 6일~7일(월, 화)

장 소: 온라인 미팅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

발표논문: 1,205편

등록인원: 1,700명

온라인 접속 시청 수: 2,993건

Ÿ 개관

당초 2020년 4월 22일(수)~24일(금) 수원 컨

벤션센터에서 계획되었던 제125회 대한화학

회 학술발표회 및 총회는 2019년 말부터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약 2개월 이상 연기되어 2020년 7월 6

일(월)~7일(화) 양일간 온라인학회 중심으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었다. 대한화학회 

운영위원회는 매일 국내 확진자가 발생하는 코

로나-19 상황 속에서 회원과 참여자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판단하에 사상 첫 온라인 

학회로의 전환을 기획하고 결정하였다. 온라인 

발표와 운영에 맞춰 현장 최소인원 참가, 기기

전시회 취소, 학술발표회 기간의 단축(기존 3

일에서 2일로)을 결정하고, 코로나19 관련 정

부와 지자체의 ‘생활 속 거리두기’ 방침을 준수

하여 학술발표회를 진행하였다. 현장에서는 컨

벤션센터 방문자 전원에 대한 발열체크 및 지

침 준수여부 확인, 발표장 내 제한된 사전등록 

인원만 참석, 좌석간 거리유지, 상시 마스크 착

용 및 수시 손소독과 실내소독을 준수하며 진

행되었다. 

학술대회 진행 측면에서는 기존에 기획하였

던 특별심포지엄을 축소하거나 추계 학술대회

로 연기하여 진행하였고, 분과별 심포지엄 및 

구두발표도 온라인 개최에 따라 사전 등록된 

현장 발표 및 개인 촬영 파일로 대체하여 진행

하였다. 기존 대형 홀에서 진행했던 포스터발

표는 PDF 파일 제출과 심사로 대체되어 운영

되었다. 구두발표 및 포스터 발표의 경우, 논문

으로 발표되지 않은 연구 결과나 보안이 필요

할 수가 있어, 사전에 등록을 마친 회원들만 접

속하여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플랫폼을 학회 

홈페이지 내에 구축하였으며, 발표 자료는 비

회원 및 외부에 공개하지 않도록 진행하였다. 

또한, 기존과 큰 차이로 현장 참여자 제한에 따

라 기기전시회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촉박한 

일정 속의 기기전시회 취소 결정을 이해해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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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참여해 주신 여러 대한화학회 후원업체 및 

참여 업체에 감사드린다.

Ÿ 첫째 날[7월 6일(월)] 

학술상 수상 기념 강연

사상 첫 온라인 학회 첫날, 개회 후 첫 강연은 

2020년도 대한화학회 학술상을 받은 김종승 

회원(고려대)의 기념 강연으로 진행되었다. 

“Small molecule-based drug delivery 

system and its bioimagings”이라는 제목으

로 최근 김종승 교수 연구팀에서 개발한 유기 

분자 기반 센서, 수송체, 이미징 및 관련 연구 

결과를 총정리하여 다뤄졌으며,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발표 내용에 맞게, 많은 회원이 온라

인 중계를 지켜보며 관심과 축하, 응원을 메시

지를 보내주었다.   

총회

오전 11시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지침에 따라 

현장에는 수용 가능한 최소인원으로 운영위원

회 위원들과 진행 인력만 참석한 가운데, 온라

인 총회가 정옥상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

다. 우선 학회 최고의 권위를 지닌 대한화학회 

학술상이 김종승 회원(고려대)에게 수여되었으

며, 2020년 한만정학술상은 이효철 회원

(KAIST)가 수상하였다. 그 밖에도 우수논문상

에 최현철 회원(전남대), 학술진보상에 민경훈 

회원(중앙대), 최애란 회원(이화여대), 교육진

보상에 박철용 회원(공주사대부고)의 시상과 

축하가 진행되었다. 

시상식을 마치고 금교창 총무부회장의 2020

년 6월 말까지의 회무, 회원현황, 예산진행 관련

업무 보고를 진행하였다. 이후 처음으로 진행하

는 온라인 학회에 보여주신 회원들의 관심과 적

극적인 참여, 온라인 학회의 개최에 따른 염려를 

전하고, 동시에 전 학회 차원에서 새로운 역량 

강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정옥

상 회장의 폐회사로 총회를 종료하였다.

튜토리얼

오후 1시 온라인 생중계로 시작된 제125회 학

술대회의 튜토리얼 세션은 “전기합성을 위한 전

기화학”이라는 주제로 최근 많은 관심이 있는 

전기화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유기화학 및 

합성에 전기화학을 응용하기 위한 개론의 성격

으로 진행되었다. 튜토리얼의 첫 번째 연사로 

김종원 회원(충북대)이 “Electrochemistry 

100, Basic concepts”라는 제목으로 전기화학

의 기본 개념에 대한 서론적이고 포괄적인 개념

을 소개하였고, 이어서 정택동 회원(서울대)이 

“Electrochemistry 101 for Electrosynthesis”

라는 주제로 직접 합성 화학 내에서의 전기화

학을 이용과 핵심을 소개하였다.

한국연구재단 블록편딩 공청회

오후 3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한국연구재

단 블록편딩 공청회는 “Town Hall Meeting 

for Strategic Roadmaps and Changes in 

Funding System for Basic Research in 

Chemistry”이라는 제목으로 이동환 학술부회

장(서울대)이 진행하였다. 패널로는 정옥상 회

장, 곽경원 학술실무이사, 이혜진 회원(경북

대), 이주원 과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연구

진흥과), 김주화 사무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

초연구진흥과), 고도경 단장(한국연구재단 자

연과학단), 류영대 실장(한국연구재단 기초연

구기획실), 박춘경 PO(한국연구재단 자연과학

단), 신민재 연구원(한국연구재단기초연구기획

실)이 참여하였다. 공청회에서는 2021년부터 

시행 예정인 연구비 지원 체계 변경(블록펀딩)

과 정부와 연구재단의 기초과학 지원 체계 및 

기본 전략, 기초과학으로서의 화학의 발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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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과 회원들이 원하는 연구 지원 체계 등에 대

하여 활발하고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Ÿ 둘째 날[7월 7일(화)]

분과별 심포지엄 및 구두발표

이번 온라인학술대회는 기존 3일에서 2일 일

정으로 축소 운영되면서, 둘째 날 오전 9시부

터 오후까지 분과별 온라인 발표가 진행되었

다. 이를 위해 촬영 시스템과 온라인 진행 데스

크가 구축된 9개의 회의실에서 각 분과의 심포

지엄 및 구두발표가 진행되었다. 대한화학회 

총 10개의 분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제한

된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참여와 흥미로운 연구 

주제를 바탕으로 활발한 발표 및 관련 논의들

이 진행되었다. 

정량적인 발표 참여 측면에서, 이번 학술발

표회에서는 기념 강연 1편, 분과별심포지엄 

97편, 분과별 구두발표 103편, 포스터 발표 

998편을 포함해 총 1,205편의 발표가 진행되

었다. 이를 구성하고 있는 분과별 심포지엄은 

아래의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었다.

[고분자화학] 중견 고분자 연구자 특별심포

지엄 / 신진 고분자화학 연구자의 최신 연구동

향 / 최신 고분자합성; [무기화학] 차세대 젊은 

무기화학자 심포지엄 / 나노-무기화학의 최신

연구 동향 / 배위 화학의 최근 연구 동향; [물

리화학] 물리화학자가 수행하고 있는 생물리화

학의 최근 연구 동향: 생물 정보학, 생 단분자 

분석 / 물리화학의 최근 연구 동향 / 이론 및 

계산화학의 최근 연구 동향; [분석화학] 분석화

학 최신동향: 바이오 및 화학 센서 / 분석화학 

최신동향: 빛과 물질 간 상호작용을 이용한 감

지 및 이미징 기술; [생명화학] 핵산과 핵산 유

도체 화학 / 나노바이오과학의 최근 동향; [유

기화학] 심상철 메모리얼 심포지엄: 광촉매 반

응에 대한 최신동향 / 유기화학 최신동향: 바

이오 기반 합성 화학 / 의약 화학 및 화학 생물

학의 현재 동향; [재료화학] 생물영감 재료 개

발 최신연구 동향 / 재료화학의 최신 연구 동

향 / 유기 재료 화학의 최신연구 동향. 전기화

학: 최근 전기화학 연구 동향: 물리전기화학에

서 응용까지 / 재생 가능 에너지의 저장 및 변

환에 관한 최신 기술; [화학교육] 학교 탐구실

험 활성화 방안 및 실험 안전 교육 내실화 방

안; [환경에너지] 철을 활용한 최신 환경에너지 

기술.

특히 분과별 학술상 수상자의 기념강연이 다

양하게 진행되었고, 지속적이고 훌륭한 연구 

및 학문 발전에 대한 기여로 학술상 수상의 결

실을 맺은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박인원

학술상: 김경규 회원(성균관대), 심상철학술상: 

박진균 회원(부산대), 입재물리화학상: 장준경 

회원(부산대), 젊은분석화학자상: 김민식 회원

(DGIST), 유기화학학술상: 허정녕 회원(한국화

학연구원), 신국조학술상: 석차옥 회원(서울대). 

Ÿ 마무리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불리는 사회적 대변화

를 불러온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우리 대한

화학회도 사상 첫 온라인학회 진행이라는 큰 

변화를 맞이하였다. 특히, 3,000명에 이르는 

인원이 참석하는 대형 국내 학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된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회원 여러분들

의 많은 불편함과 어색함이 있으셨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충분한 사전 논의와 이해, 프

로그램 변경에 대한 분과별 이해와 설득의 시

간이 부족했던 점에 대하여 지면을 빌어 죄송

함을 전해 드린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학회에 관한 관

심과 사랑으로 온라인학회가 무사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과 후원을 해주신 회원분들과 분과 

운영진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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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번 온라인 학회진행에 관한 결정과 변화

가 회원의 안전과 국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

며, 학문적 교류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학회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시도였음을 깊이 헤아려주

실 것으로 믿는다. 마지막으로 제한된 자원과 

시간 안에서 코로나19 관련 어떠한 이슈도 없

이 학술발표회 및 총회진행을 담당해준 운영위

원회 분들과 사무국 직원들, 그리고 현장 관계

자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 제126회 학술발표회, 총회 및 기기전시회

일 시: 2020년 10월 19일~21일(월~수)

장 소: 온라인 미팅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

발표논문: 757편

등록인원: 1,159명

온라인 접속 시청 수: 7,324건

Ÿ 개관

대한화학회 제126회 학술발표회, 총회 및 기

기전시회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10월 19일(월) 

~21일(수) 3일간 운영하였다.

e-기기전시회

코로나19로 인한 유례없는 언택트 시대를 맞

아 대한화학회에서는 국내 다른 학회에서는 시

도된 적이 없는 획기적인 온라인 전시회를 준

비하였다. 10월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 대

한화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e-기기전시회가 오

픈되었다. 비대면 시스템으로, 편리하게 시간

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회원 여러분과 산업체 

간의 새로운 커뮤니티가 형성되었기를 기대하

며 참가해주신 업체와 관심을 가지고 가상공간

에 준비된 전시장을 방문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이번 e-기기전시회에 참여한 업체

는 다음과 같다. TCI·세진시아이, 시마즈사이

언티픽 코리아, ㈜이지켐텍, 오엠에이, 신원데

이터넷, 주식회사와이엠씨코리아. ㈜이우과학

교역, ㈜수림교역, 한국피셔과학㈜, 포항가속

기연구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연구

시설장비진흥센터, 애플사이언스

e-포스터 발표

이번 학술발표회에서는 비대면 발표방식을 사

용한 지난번 제125회 학술발표회의 포스터 방

식에 변화를 주어 e-포스터를 PDF 파일과 본

인의 연구를 구두 또는 PPT로 설명하는 동영

상 소개자료를 발표자가 직접 녹화한 파일을 

학술발표회 기간(10/19~21, 3일간) 동안 참

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포스터 발표자들은 10월 

21일(수) 오후 4시 30분~오후 6시 사이에 지

정된 발표 시간과 지정된 줌 미팅(Zoom 

Meeting) 장소에 접속하여 간단한 연구 소개 

및 참가자 간의 질문 및 의견 교환을 바탕으로, 

더욱 깊고 활발한 소통이 이어지도록 하였다. 

학술발표회 종료 후 심사위원의 심사를 통해 

우수포스터 25편과 동우화인켐㈜ 포스터상(2

편), TCI 포스터상(2편)을 선정하였다.

Ÿ 첫째 날[10월 19일(월)] 

총회

오전 10시 정부와 지자체 방역지침에 따른 수

용 인원을 준수하며, 운영위원회 위원 및 수상

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옥상 회장(부산대)의 

개회사로 총회가 시작되었다. 이태규 학술상에 

이용록 회원(영남대), 화학경영자상에 김명운 

회원(디엔에프 대표이사), 기술진보상에 남궁

현 회원(코오롱 인더스트리 전문위원), 초중등

학교 화학교사상에 한미영 회원(대전과학고 교

사), 우수박사 학위 논문상에 김정훈 회원

(POSTECH), 양종희 회원(한양대), 장원준 회



388 (사)대한화학회 75주년 자료집

원(성균관대), 우수지부상에 울산지부, 공로패

에 김정곤 회원(전북대)가 선정되어 시상이 진

행되었다. 이번 학술대회 및 총회에서 처음 시

상한 전민제화학인상을 이효원 회원(충북대 명

예교수)이 수상하였으며, Sigma-Aldrich 화

학자상에 류도현 회원(성균관대), 장우동 회원

(연세대), 아이센스 여성화학자상에 정영미 회

원(강원대), KCS-Wiley 젊은화학자상에 송윤

주(서울대), 조승환(POSTECH)이 수상의 영예

를 안았다. 총회 현장에 직접 참석하지 못한 수

상자분들께는 상패와 부상을 별도로 전달해 드

렸으며, 지면을 빌어 수상자분들께 축하의 인

사를 전한다.

시상식을 마치고 금교창 총무부회장의 2020

년 9월 말까지의 회무, 회원현황, 예산 진행 상

황을 슬라이드로 보고하였다. 보고 이후 온라

인 학회의 개최에 따른 염려와 한편으로 새로

운 역량을 강화할 기회이자 발판으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정옥상 회장의 폐회사로 

총회를 종료하였다.   

기조강연

오전 11시부터 중계된 Prof. Jacqueline K. 

Barton (John G. Kirkwood and Arthur A. 

Noyes Professor of Chemistry,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의 기조강연은 

"DNA-mediated Signaling through 

Redox Chemistry"의 제목으로 흥미로운 연

구내용을 소개하였다.

국제심포지엄

오후 1시 30분 라이브로 시작된 국제심포지엄은 

“The Future is Already Here: Advancing 

Frontiers in Chemical Research”라는 주제

로 여러 유명 연사를 모셔 현재 빠르게 발전하

는 과학 기술은 우리 일상 속 미래 모습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예측하고 나

아가 화학 연구의 미래 방향을 토론하는 자리

를 마련하였다. 

김기문 회원(POSTECH)의 “Sound, 

Chemistry, and Patterns”에 대한 강연을 시

작으로, 장석복 회원(KAIST)의 “Mechanism- 

Driven C-H Amidation: Reaction 

Development and Asymmetric Catalysis”, 

김동호 회원(연세대)의 “Hückel, Möbius, 

Baird and 3-Dimensional Aromaticity in 

Various Expanded Porphyrins”, 남원우 회

원(이화여대)의 “Biomimetic Metal-Oxygen 

Intermediates in Dioxygen Activation 

Chemistry”, 천진우 회원(연세대)의 

“Nanomaterials Toolkit for Next 

Generation Imaging and Cell 

Manipulations”에 대한 강연이 이어져 회원

들의 관심을 받았다.

Ÿ 둘째 날[10월 20일(화)]

분과별 심포지엄 및 구두발표

둘째 날 오전 9시부터 촬영 시스템이 구축된 9

개의 회의실에서 11개분과의 심포지엄 및 구

두발표가 시작되었다. 학술대회는 현장 발표와 

사전에 각자의 공간에서 발표하는 모습을 촬영

한 영상을 송출을 이용하여 코로나19 시대에

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는 학문 교류의 장

이 마련되었다. 발표 통계 측면에서 이번 제

126회 학술발표회에는 기조강연 1편, 수상 기

념강연 1편, 분과별 수상기념 강연 12편, 분과

별 심포지엄 118편, 분과별 구두발표 72편, 

포스터 발표 553편을 포함해 총 757편의 학술

발표회가 진행되었다.

분과별 심포지엄은 아래의 다양한 주제로 구

성되었다. [고분자화학] 중견 고분자합성 연구

자 특별심포지엄 / 신진 고분자화학 연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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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연구 동향 / 최신 기판용 고분자 합성 화

학; [무기화학] 유기금속 고분자 촉매 연구 / 

생무기 화학: 생활 속 분자 이미징 / 고체화학

과 금속착물화학의 최신 연구 동향; [물리화학] 

바이오 분광학 방법론에 대한 최신 연구 / 광

전지 재료에 대한 최신 물리 화학 연구 동향 / 

고분자 물질에 대한 최신 이론 및 전산 모사 

연구; [분석화학] 면역친화 기반 질량분석법의 

최근 동향 / 환경질량분석의 최신 동향; [생명

화학] 화학생물학 최신 연구 동향 / 생명화학 

최신 연구 동향; [유기화학] 의약 화학의 현재 

동향 / 유기화학 최신 동향 II: 유기합성방법론

과 촉매반응 / 기초과학연구실 연합 유기화학 

심포지엄; [의약화학] 최신 의약화학 동향, 재

료화학: 재료화학 연구의 새 지평 / 광촉매 소

재의 최신 동향 / 차세대 광전소자 개발 동향; 

[전기화학] 컴퓨터로 하는 전기화학 시뮬레이

션 연구 /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기화학촉매; 

[화학교육] 화학교육의 최근 이슈와 연구 동향; 

[환경에너지] 전극과 에너지저장 기술

특히 분과별 학술상 수상자의 기념 강연이 

다양하게 진행되었고, 지속적이고 훌륭한 연구 

및 학문 발전에 대한 기여로 학술상 수상의 결

실을 본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고분자화

학] 학술진보상; 윤동기 회원(KAIST); [무기화

학] 젊은무기화학자상; 유영민 회원(이화여대), 

박명환 회원(충북대); [물리화학] 젊은물리화학

자상: 김태규 회원(연세대), 김우연 회원

(KAIST) / 김명수 학술상: 권찬호 회원(강원

대); [분석화학] 분석화학학술상: 황금숙 회원

(KBSI) / 분석기술상: 남학현 회원(아이센스); 

[생명화학] 이대실 젊은 생명화학자상: 정용원 

회원(KAIST); [유기화학] 장세희 학술상: 홍석

원 회원(GIST); [재료화학] 최진호 학술상: 박

남규 회원(성균관대) / 젊은 분석화학자상: 박

성진 회원(인하대); [전기화학] i-SENS 젊은 

전기화학자상: 변혜령 회원(KAIST) 

Ÿ 셋째 날[10월 21일(수)]

튜토리얼

오전 9시 온라인 생중계로 시작된 튜토리얼은 

“Computational Chemistry”라는 주제로 연

사를 모셔 현대 화학 연구에 필수적인 도구로

서 자리 잡은 계산화학을 다루어 보았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김우연 회원(KAIST)이 

“AI-based Acceleration of Drug- 

Discovery”라는 제목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화학 분야 연구의 기본 개념을 다루고, 이어서 

신약 개발 분야에서의 적용 예를 소개하였다. 

두 번째 강의에서는 이진용 회원(성균관대)의 

“How to Use DFT Calculations for 

Various Applications in Chemistry”라는 

제목으로 범 밀도 함수 이론(DFT)을 이용한 

다양한 분야 적용 사례를 소개하였다. 마지막 

강의는 이원용 회원(연세대)이 “Research 

Ethics: Understanding and Practice”라는 

제목으로 최근 연구실 안전 문제와 더불어 부

각 되는 연구윤리에 대한 문제를 논의해 보았

다. 이번 튜토리얼을 통해 계산화학에 대한 접

근성을 높여 계산화학과 다양한 학문 간 융합 

연구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태규학술상 수상기념강연

오전 11시 30분부터 이태규학술상을 수상하신 

이용록 회원(영남대)을 모시고, “New 

Methodologies for Construction of 

Biologically Interesting Aromatics and 

Heteroaromatics”라는 제목으로 뜻깊은 강

연이 진행되었다. 영예로운 수상에 축하의 인

사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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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심포지엄

오후 1시부터 “Public Communication to 

Overcome Chemophobia” 주제로 심포지

엄이 시작되었다. 우리 사회에서 빠르게 굳어

지고 있는 화학혐오증의 현실을 살펴보고, 화

학자의 사회적 책무와 교육을 대안으로 제시하

였다. 강석기 과학작가의 “Chemophobia: 

Fact and Future”, 이원용 회원(연세대)의 

“Social Responsibility of Chemists”, 이덕

환 회원의 “Chemophobia and Chemical 

Education” 강연이 이어졌다.

산학협력심포지엄

같은 시각 시작된 산학협력심포지엄은 세 분의 

연사를 모셔 “Green Chemistry for Social 

Value”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이성

기 회원(DGIST)의 “The development of 

new strong Brønsted acids and their 

applications”, 김정곤 회원(전북대)의 

“Solvent-free Mechano chemical 

Polymer Synthesis - Green Synthesis and 

New Material Development”, 강영수 회원

(서강대)의 “Photoelectrochemical CO2 

Reduction into Liquid Fuels: 

Thermodynamics and Kinetics Control”

에 대한 강연이 이어졌다. 최근 환경보호의 필

요성과 함께 환경 관련 규제는 지속해서 강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친환경 기술개발 및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역시 확

대되어 ‘Green Chemistry’ 분야의 최근 연구 

동향과 상업적 응용 가치를 지닌 미래의 친환

경 합성 기술에 관해 토론하였다. 

IBS 심포지엄

오후 1시 30분 기초과학연구원(IBS) 심포지엄

이 “Frontiers in Molecular Recognition 

and Self-assembly” 여러 발표자의 참여로 

중계되었다. 장영태 회원(POSTECH), 박승범 

회원(서울대), 박경민 회원(IBS), 유제중 회원

(성균관대), 백종범 회원(UNIST), 백강균 회원

(IBS), 황일하 회원(IBS), Rahul Dev 

Mukhopadyay 회원(IBS), 김영훈 회원(IBS)

은 복잡계에서 분자인지 및 자기조립 연구의 

최신 동향에 대해 발표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

향에 대해 토론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Ÿ 마무리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코로나19로 인

해서 학술활동과 학문교류의 기회가 현저하게 

감소한 상황에 따라, 우리 대한화학회는 회원

들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학문의 교류를 진행할 방법을 모색하였다. 특

히, 지난번 제125회 춘계 학술대회 및 총회 운

영을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새로

운 e-기기전시회 및 e-포스터 발표 방식에 획

기적인 변화를 주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

어넘을 수 있는 가상공간의 장점을 최대한 활

용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새

로운 시스템에 대한 불편함과 어색함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학술발표회의 준비와 운영의 

측면에서 부족했던 점들을 지면에 빌어 죄송함

을 전해 드린다. 1년여간 지속하고 있는 코로나

19 상황과 사회적-생활 속 거리두기 속에서 회

원 여러분의 학회에 관한 관심과 사랑으로 비대

면, 온라인 학술발표회가 무사히 진행될 수 있

었다고 생각하며, 진행을 위해 다양한 지원과 

후원을 아끼지 않아 주신 각 분과 운영진 및 지

부 운영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방역 지침 준수와 새로운 발표 방

식 속에 확진자 발생 등의 코로나19 관련 이슈 

없이 제126회 학술발표회 및 총회의 진행을 담

당해준 운영위원회와 사무국 직원들 그리고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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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관계자들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21

(운영위원회)

▶ 1월 운영위원회

2021년 1월 15일 금요일 오후 4시에 21년도 

1차 운영위원회가 대한화학회 사무실에서 개

최되었다. 이번 운영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

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현장

에는 4명의 인원만 참석하고 온라인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운영위에서는 2020년 12월에 마

무리된 회무 및 회계 감사 보고와 이태규 선생 

기념사업회 관련 진행 상황 보고, 주요 학회로 

요청된 추천상황 및 분과 요청사항들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기획팀에서는 2021년도 기초과학

협의체의 활동 준비에 관한 보고 및 관련 논의

를 진행하였으며, 학술팀에서는 2021년도 춘

계총회 및 학술발표회의 진행과 초록 접수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현 코로나19 및 거리

두기 상황에서는 비대면 학술발표회로 진행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한 대비와 연사 

섭외, 각 분과 요청 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였으

며, 지난 2020년 춘계와 추계학술발표회 진행 

경험을 바탕으로 학술발표회 운영과 포스터 발

표 및 학생들의 참여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다

양한 아이디어를 논의하였다. 홍보팀에서는 

2021년 화학세계 핵심 콘텐츠에 대한 보고를 

진행하였고, 교육팀에서는 2021년도 미래화학

자 연구발표대회, 화학 시화 및 포스터 대회 운

영을 위한 준비를 위한 기본 논의를 진행하였다.

▶ 2월 운영위원회

2021년 1월 29일 금요일 오후 4시와 2월 19

일 금요일 오후 4시에는 21년도 2차 및 3차 

운영위원회가 대한화학회 사무국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두 차례 운영위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4명의 인원만 현장 참석하고 온라인 중심

으로 진행되었다. 운영위에서는 이태규 선생 

기념사업회 관련 진행 상황 보고와 대한화학회 

75주년 기념사업 준비에 관한 보고를 진행하

였으며, 3월에 계획 되어 있는 이사회 준비사

항을 논의하였다. 그 외에 『Bulletin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편집인 요청사

항들에 대한 논의 및 결정을 진행하였으며, 일

반화학실험 교재 현행화 TF를 구성하여 관련 

작업을 시작하였다. 학술팀에서는 춘계총회 및 

학술발표회 관련 사항으로 초록 및 등록 상황 

보고, 기간 연장 대한 내용을 논의 및 결정하였

으며, 기조강연과 특별 세션에 대한 구성을 중

점적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학생회원들의 적

극적인 포스터 발표를 장려하기 위한 논의를 추

가적으로 진행하였다. 학술팀에서는 추가로 ‘화

학연구비전위원회’ 구성 및 활동에 대한 보고를 

진행하였다. 기획팀에서는 외부 기관 요청 인사 

추천 및 기초과학협의체 관련 보고와 교육정책 

포럼 진행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홍보팀에서는 

21년도 화학세계 핵심 콘텐츠에 관한 준비상황 

및 논의 사항들을 보고하였고, 2020년 추계학

술발표회의 특별심포지엄 내용이었던 “Public 

Communication to Overcome 

Chemophobia” 관련 특별기고문의 준비 사

항을 논의하였으며, 고 함시현 회원 추모 관련 

컨텐츠에 대한 준비사항을 보고하였다. 교육팀

에서는 기초과학협의체 활동과 2021년도 미래

화학자 연구발표대회 진행 및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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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운영위원회

2021년 3월 5일 금요일 오후 4시와 3월 19일 

금요일 오후 4시에는 21년도 4차 및 5차 운영

위원회가 대한화학회 사무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두 운영위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강화

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현장 참석인

원을 최소화하고, 온라인 중심으로 진행되었

다. 운영위에서는 Bulletin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편집인 회의와 연계하여, 

로고 변경, 표지 개선, 논문 양식 개정, 홈페이

지 개편 등을 보고하고, 핵심 사항을 정리하여 

회원들에게 보고하기로 하였다. 또한, 작년부

터 적극 추진중인 각 특별호의 출간 상황을 확

인하였다. 또한, 3월 5일 개최된 기금위원회 

논의 사항을 보고하였으며, 3월 26일 금요일

에 진행된 이사회 관련 준비사항 및 보고사항

을 논의하였다. 학술팀에서는 3월 2월 운영위

에 이어 4월에 개최되는 춘계총회 및 학술대회 

관련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 및 논의하였다. 

총회 및 기조 연설과 각 구두발표 및 심포지엄 

구성을 확인하였으며, 각 특별세션의 준비상황

도 점검하였다. 특히, 세 번째로 진행되는 온라

인 기반 포스터발표를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하

고,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방

안을 논의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총 869편의 

포스터 발표에 대한 분과별 발표 구성안을 정

리하였다. 기획팀에서는 2월 24일에 진행된 

학술위원회 관련 보고사항과 Royal Society 

of Chemistry와 진행하는 대한화학회 75주년 

기념 Themed Collection에 대한 진행 상황 

보고, 과총-기과협 연합 포럼에 대한 보고사항

을 진행하였다.

▶ 4월 운영위원회

2021년 4월 2일 금요일 오후 3시에는 21년도 

6차 운영위원회가 대한화학회 사무실에서 개

최되었다. 이번 운영위는 코로나19 사태를 고

려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형태로 진

행되었다. 운영위에서는 3월 26일 진행된 

2021년도 제1차 이사회 진행을 보고하고, 관

련 사항을 논의하였으며, 한만정 학술상 및 학

술위원회 회의 내용들을 논의하였다. 그 외에 

Bulletin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홈페이지 배너 변경 관련 승인과 화학 연구비

전 위원회 진행 상황을 보고하였다. 교육팀에

서는 미래화학자 연구발표대회 진행 상황과 기

과협 교육정책위원회 관련 내용을 보고하였으

며, 홍보팀에서는 화학세계 진행 및 준비상황

을 보고하였다. 운영위원회의 그 외의 시간은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제127회 대한

화학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 준비상황 점검에 

할애하였다. 시간대별 준비상황과 발표 진행 

방식, 좌장 등의 상황을 확인하였고, 수요일에 

진행된 분과회 운영진과의 간담회 준비상황을 

확인하였다. 목요일에는 각 분과별 심포지엄 

및 구두발표가 독립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간표 및 구성 확인과 전체 일정과

의 조율을 확인하였으며, 금요일에는 튜토리얼 

세션부터 학생들 온라인 포스터발표 세션의 진

행과 시상에 대한 안건을 논의 및 결정하였다. 

또한, 전체적으로 경기도 및 수원시의 방역지

침과 학회 기간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할 상황에 

대한 대비 및 온라인 시스템과 현장 화면 송출

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여,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 중심으로 진행되는 학술발표회이

지만, 회원들 간의 학문교류와 학회활동에 지

장이 없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하고자 했다.

▶ 5월 운영위원회

2021년 5월 14일 금요일 오후 4시에는 21년

도 7차 운영위원회가 대한화학회 사무실에서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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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병행한 형태로 개최되었다. 이번 운영위에

서는 지난 4월 21일(수)~23일(금)에 진행된 

제127회 대한화학회 학술발표회 및 총회 관련 

보고 및 정리 사항 위주로 진행하였다. 특히, 

학술발표회의 참가인원, 발표인원, 포스터참여 

및 동영상 시청과 토론이 지난번 온라인 학술

발표회에 비하여 최대 154%까지 크게 증가하

였다. 학술팀에서는 총 869편의 발표 포스터 

중 각 분과별 심사위원의 추천을 받아 총 16편

의 우수포스터를 선정하였으며, 그중 4편의 최

우수포스터 발표 또한 선발하였다. 비대면 발

표방식인 우수동영상의 경우도 16편을 선정하

여 시상하였다. 지난 학술발표회의 결산과 별

개로 제128회 추계학술발표회 준비도 바로 착

수하여, 기조강연 및 심포지엄 조직에 관한 기

본 방침과 각 분과 안내 사항을 결정하였다. 그 

외에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학문 분야별 지

원체계가 처음 적용된 올해 상반기 연구과제에 

대한 분석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자료 

요청 및 계획을 논의하였다. 교육팀에서는 미

래화학자 연구발표대회의 구체적 진행안과 기

과협 교육정책위원회 준비를 논의하였으며, 홍

보팀에서는 2021년도 하반기 『화학세계』컨텐

츠 안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화학세계』의 우

수 컨텐츠들이 비회원들, 특히 중고등학생들의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색 가능한 데이

터베이스로 확장하는 안에 대하여 활발하게 논

의하였다.

▶ 6월 운영위원회

2021년 6월 11일과 6월 25일 금요일 오후 4

시에는 21년도 9차 및 10차 운영위원회가 대

한화학회 사무실에서 코로나19 방역지침과 사

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을 병행한 형태로 개최되었다. 이번 운영위에

서는 그간 지정 기부금단체로 인정되었던 대한

화학회를 법령 개정에 따라 “공익법인”으로 지

정받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는 추후 학

회의 기금과 기부금 운용에 직접 관련된 부분

으로, 학회의 공익법인 활동과 학회자산 운영

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운

영위에서는 또한, 10월에 개최될 예정인 제

128회 대한화학회 총회 및 학술대회이자 대한

화학회 창립 75주년 행사준비를 위한 논의를 

중점적으로 진행하였다. 각 요일별 심포지엄들

과 구두발표를 구성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 분과 운영진과 추가 논의를 하기로 하였다. 

추가로 특별세션과 기조강연 등을 회원들에게 

관심과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기획하였

다. 특히, 방역지침에 따라 개최예정지인 부산

BEXCO에 입장할 수 있는 인원이 달라지기 때

문에, 경우에 따라 포스터발표 및 기기전시회 

등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방안을 학술팀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교육팀에서는 미래화학

자 연구발표대회와 기과협 2차포럼 준비 및 진

행 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였고, 홍보팀에서는 

2021년도 하반기 화학세계 주요 콘텐츠에 대

한 내용을 준비하여 논의하였다. 특히, 우리 대

한화학회 75주년에 맞아, 이를 회원들과 축하

하고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준

비를 진행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과 백

신의 보급에 맞춰서 오는 10월에 학회에서는 

더 많은 회원들의 참여와 활발한 학문 교류의 

장이 열리고, 무엇보다 지난 75년간 화학 분야

의 발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 우리 대한화

학회를 축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열리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7월 운영위원회

2021년 7월 8일과 23일 금요일 오후 4시에 

21년도 11차 및 12차 운영위원회가 대한화학

회 사무실에서 코로나19 방역지침과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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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를 고려하여 온라인 중심으로 진행되

었다. 이번 운영위에서는 『Bulletin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의 국제학술지 

지원 관련 이슈를 중점적으로 논의하여, 과총

의 학술지 평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논의하

였다. 그리고 운영위의 주요 내용으로 다가오

는 10월에 개최될 예정인 제128회 대한화학회 

총회 및 학술대회이자 대한화학회 창립 75주

년 행사 준비를 위한 논의로 진행하였다. 학술

팀 중심으로 각 요일별, 프로그램별, 분과 행사 

별 일정과 장소 등을 확정하였으며, 기조강연 

등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추진을 완료하였다. 

추가로 기획팀에서는 신진연구자를 위한 국제

학술 심포지엄 관련하여 각 분과 추천 인사 및 

프로그램 진행을 알차게 구성하는 안을 추진하

였다. 특히, 7월 중 심각해진 코로나19 상황에 

예의주시하여, 부산BEXCO 및 관계 당국과 긴

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안전한 학회 진행을 위

한 준비사항을 논의하였다. 또한, 75주년 기념

행사 준비와 관련하여 각계 인사의 축하 인사 

및 메인 행사 진행에 대하여 핵심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지난 75년

간 화학분야의 학문과 산업의 발전에서 중추적

인 역할을 한 우리 대한화학회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장

이 열리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8월 운영위원회

2021년 7월 8일과 7월 13일 금요일 오후 4시

에 21년도 11차 및 12차 운영위원회가 사무실

과 온라인에서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과 사

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하여 온라인 중심으로 진

행되었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Bulletin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의 국제

학술지 지원 관련 이슈를 중점적으로 논의하

여, 과총의 학술지 평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운영위의 주요 내용으로 

다가오는 10월에 개최될 예정인 제128회 대한

화학회 총회 및 학술대회이자 대한화학회 창립 

75주년 행사준비를 위한 논의로 진행하였다. 

학술팀 중심으로 각 요일별, 프로그램별, 분과 

행사 별 일정과 장소 등을 확정하였으며, 기조

강연 등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추진을 완료하

였다. 추가로 기획팀에서는 신진연구자를 위한 

국제학술 심포지엄 관련하여 각 분과 추천 인

사 및 프로그램 진행을 알차게 구성하는 안을 

추진하였다. 특히, 7월 중 심각해진 코로나19 

상황에 예의주시하여, 부산BEXCO 및 관계 당

국과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안전한 학회 진

행을 위한 준비사항을 논의하였다. 또한, 75주

년 기념행사 준비와 관련하여 각계 인사의 축

하 인사 및 메인 행사 진행에 대하여 핵심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지

난 75년간 화학 분야의 학문과 산업의 발전에

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 우리 대한화학회의 지

난 시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전을 모도할 

수 있는 장이 열리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9월 운영위원회

2021년 8월 6일과 8월 금요일 오후 4시에는 

2021년도 13차 및 14차 운영위원회가 대한화

학회 사무실과 온라인에서 코로나19 관련 방

역 지침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하여 온라인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운영위에서는 8월 

18일 수요일 각 분과 회장단 및 운영진을 모시

고 진행한 제128회 대한화학회 추계학술발표

회이자 우리 대한화학회 75주년 기념행사 진

행 안내에서 논의된 안건을 중심으로 학술발표

회와 기념행사 준비를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초록 접수현황 및 등록현황을 바탕으로 공간 

배정 및 프로그램 준비를 확정하였으며, 그 사

이 달라진 방역지침과 부산의 사회적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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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학회 운영 방침, 오프라인에서 현장 발표로 

진행되는 학회이지만, 공간당 참여인원 제한 

문제 등에 따른 온라인 운영 방침에 대하여 논

의하고 준비하였다. 학술행사와 더불어 75주

년 기념행사에는 다양한 기관과 각계각층의 축

하와 기념행사, 강연 등을 조직하여, 지난 75

년간 우리 대한화학회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의 

도약을 위한 다짐의 기회를 만들고자 행사를 

기획하였다. 또한 75주년 기념행사이자 학술

활동으로 Wiley 및 RSC 출판사와 진행하고 

있는 대한화학회 75주년 기념호 발간 관련 중

점 사항을 논의하고, 회원 대상 안내 발송 등을 

결정하였다. 이오에 8월 17일 화요일에 진행

된 「Bulletin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편집위원회 회의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및 내년도 학술지 운영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9월 16일 

진행 예정인 이사회 안건 준비와 2021년 남은 

기간의 화학세계 콘텐츠 준비상황에 대한 점검 

및 기과협 교육정책포럼 진행과 추후 회의 준

비에 대한 안건을 논의하였다. 아무쪼록 추계

학술발표회까지 남은 기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어 보다 안전한 상황에서 회원들이 코로

나19 상황이후 처음으로 직접 학술활동을 공

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기를 희망하

고, 운영위원회와 사무국은 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 10월 운영위원회

2021년 9월 29일 수요일 오후 3시에는 제15

차 운영위원회가 대한화학회 사무실과 온라인

에서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여 오프라인·온라인 병행 형태

로 진행되었다. 이번 운영위에서는 2021년 10

월 13일 수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부산, 

BEXCO에서 진행되는 학술대회 및 총회 준비

를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우선, 요일별 시간

대별 프로그램 진행과 공간 사용에 대한 시뮬

레이션을 완성하고, 특히 이번 학술대회 및 총

회가 우리 대한화학회의 7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이니만큼, 75주년 기념 프로그램 운영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상황

으로 인해 오랜만에 현장에서 진행하는 학술대

회이디 때문에, 회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각 

상황에 대비하여 논의와 준비를 진행하였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의거하여, 한 발표장에 

참석 인원이(현재 기준) 20명으로 제한되기 때

문에, 그 외의 인원이 문제없이 온라인 형태로 

심포지엄 발표를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

고 해당 내용을 회원들에게 공지하기로 하였

다. 동시에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포스터 

발표 현장에 대한 점검 및 주요 이동 동선에 

대한 파악, 방역 지침 준수 방안에 대하여 중점

적으로 논의하였다. 남은 기간 코로나19 상황

이 안정되어, 보다 안전한 상황에서 회원들의 

학술교류의 장이 마련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이를 위해 운영위원회 및 사무국은 최선의 노

력을 다하고자 한다.

▶ 12월 운영위원회

2021년 11월 12일 금요일과 19일 금요일 오

후 4시에는 제16차 및 17차 운영위원회가 대

한화학회 사무실과 온라인에서 코로나19 관련 

방역 지침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여 오프

라인-온라인 병행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번 운

영위원회에서는 2021년 10월 13일 수요일부

터 15일 금요일까지 부산BEXCO에서 진행된 

제128회 대한화학회 학술대회, 총회 및 기기

전시회의 결산과 보고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추계학술대회에는 약 2,700여 명의 등록

인원과 약 1,500여 편의 포스터 발표가 진행

되어 코로나19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규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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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우리 대한화학회 75주년 기념

행사와 기조강연 등 주요 행사도 성황리에 개

최될 수 있었다. 방역지침에 따라 현장 세션장

에 배석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된 불편함이 있

었지만, 온라인을 통해 강연에 동시 접속할 수 

있었고, 2년여 만에 처음으로 포스터발표와 토

론을 진행해본 학생 연구자들 성장의 기회를 

줄 수 있었던 학술대회였다. 학술대회 보고 외

에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 이태규 

학술상 및 기념사업회 정상화에 대한 진행 상

황 등을 논의하였고, 화학세계 발간 현황과 추

계 학술대회 기간 진행된 미래화학자 연구발표

회 결과 및 차년도 이후 활성화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다시 한번 제128회 학술대회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보여주신 많은 회원들과 현장에서 진행 

및 준비를 담당한 운여위원회와 사무국 및 관

계자 분들게 감사드리며, 이를 바탕으로 2021

년을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2년 더욱 

많은 발전과 교류가 있는 우리 대한화학회가 

되기를 바란다.

(학술발표회)

▶ 제127회 대한화학회 온라인 학술발표회 및 총회

일 시: 2021년 4월 21일(수)~23일(금)

장 소: 온라인 기반 학술발표회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현장 진행)

발표논문: 1,104편

등록인원: 1,025명

온라인 접속 시청 수: 4,124건

Ÿ 개관

대한화학회 제127회 학술발표회 및 총회를 

2021년 4월 21일(수)~23일(금) 3일간 진행하

였다.

e-포스터 발표 및 토론 진행

e-포스터 발표는 학술발표회 기간보다 2일 전

인 4월 19일(월)부터 학술발표회 종료일인 4

월 23일(금)까지 더 많은 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5일간 진행되었다. e-포스터 발표 형식

은 발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PDF 파일 

형태로 개시된 포스터 본문과 본인의 연구를 

구두 또는 PPT로 설명하는 동영상 소개자료 

업로드 방식으로 복합 구성되었다. 또한, 포스

터 발표자들은 양방향 토론을 위해, 지정된 발

표 시간에 온라인 ZOOM 미팅에 접속하였으

며, 실시간 질문 및 답변을 통해 활발한 소통과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지도록 준비 및 진행하

였다. 학술발표회 종료 후 심사를 통해 우수포

스터, 최우수포스터, 동우화인켐㈜ 포스터, 우

수토론자, 우수 동영상, 최우수 동영상 등의 발

표상을 선정하여 우편으로 상장과 상품을 발송

하였다. 또한, 발표자 외에 일반 참가자의 적극

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최다 포스터 접속

자, 최다 동영상 접속자를 선정하여 추첨 후 상

품을 지급하였다.

Ÿ 첫째 날[4월 21일(수)]

총회

오전 10시 방역 지침에 따라 수용 가능한 운영

위원회 위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

는 정옥상 회장(부산대)의 개회사로 시작되었

다. 학술상에 김상규 회원(KAIST), 전민제화

학인상에 여인형 회원(동국대), 한만정 학술상

에 황성주 회원(연세대), 우수논문상에 김철 회

원(서울과기대), 화학교육상에 고한중 회원(전

주교대), 학술진보상에 이재인 회원(덕성여대) 

및 남정희 회원(부산대), 교육진보상에 정대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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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서울대)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총회 현

장에 참석하지 못한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

을 따로 전달하였다. 지면을 빌어 다시 한번 수

상자분들께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

시상식을 마치고 금교창 총무부회장(KIST)

이 2021년 3월 말까지의 학회의 회무, 회원현

황, 예산 진행 관련 업무를 슬라이드로 보고하

였다. 보고 이후 3일간 진행될 온라인 학술발

표회를 통한 학문 교류와 발전에 대한 기대와 

올 가을 진행될 제128회 학술발표회의 오프라

인 대면 개최(개최예정지: 부산)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정옥상 회장의 폐회사로 총회를 

종료하였다.

기조강연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기조강연은 Prof. 

Nathanael S. Gray(Professor of Chemical 

and Systems Biology, Chem-H and 

Stanford Cancer Institute, Stanford 

School of Medicine, Stanford University, 

USA.)의 “Protein Degradation as A New 

Drug Discovery Approach”라는 제목으로 

신약 개발 관련 새로운 전략과 흥미로운 내용

으로 진행되었다.

SRC 심포지엄

오후 2시 라이브로 시작된 SRC 심포지엄은 

“유기합성의 새로운 동향 및 발전”이라는 주제

로, 조천규 회원(한양대)이 단장으로 있는 차세

대 유기합성 연구센터(Center for New 

Directions in Organic Synthesis; CNOS)

의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유기합성 분야의 새로

운 반응 개발과 목표 지향적 전합성에 관한 연

구의 최근 주요 결과와 동향에 관해 발표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

였다. 각 연사 별로는, 신승훈 회원(한양대)의 

“Progress in Enantioselective Gold 

Catalysis”에 대한 강연을 시작으로, 조은진 

회원(중앙대)의 “Ni-Catalyzed Heterocycle 

Synthesis”, 홍순혁 회원(KAIST)의 “Highly 

Active Ruthenium Olefin Metathesis 

Catalysts Enabling Ring-Opening 

Metathesis Polymerization of 

Low-Strained Cyclic Olefins”, 윤소원 회원

(한양대)의 “Facile One-Pot Synthesis of 

2-Aminoindoles from Simple Anilines 

and Ynamides”, 김현우 회원(KAIST)의 

“Direct Chiral NMR analysis and Its 

Applications to Simultaneous Chiral 

Analysis”, 하현준 회원(한국외대)의 

“Aziridines in Natural Product 

Synthesis”, 오창호 회원(한양대)의 “Total 

Synthesis of [6,m,6] Tricyclic Natural 

Compounds by Gold-Catalyzed 

Cyclization”, 천철홍 회원(고려대)의 “Total 

Synthesis of Hinckdentine A”, 조천규 회원

(한양대)의 “Intramolecular Fischer Indole 

Synthesis as Novel Approach to 

3,4-Fused Tricyclic Indole-Containing 

Natural Alkaloids”에 대한 강연이 이어져 회

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IBS 심포지엄

같은 시간대에 별도의 세션으로 진행된 IBS 심

포지엄은 “나노입자의 화학적 이해 및 응용 연

구의 최신 동향”이라는 주제로 현택환 회원(서

울대)이 단장으로 있는 기초과학연구원(IBS) 

나노입자 연구단의 연구내용을 중점으로 나노

입자 합성, 자기조립, 형성 원리, 생명공학 및 

에너지 분야에서의 최신 연구 결과를 발표하

고, 앞으로의 연구 동향 및 방향을 토론하는 자

리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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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택환 회원(서울대)의 “Frontiers in 

Nanoparticles Chemistry and Their 

Applications”에 대한 강연을 시작으로, 이진

우 회원(KAIST)의 “Next-Generation 

Sulfur Cathode: Electrocatalyst to 

Accelerate Sulfur Conversion Reaction”, 

박정원 회원(서울대)의 “Crystallization and 

3D Structures of Nanoparticles by In 

Situ TEM” 윤소정 회원(이화여대)의 

“Dynamic Nanostructures from 

Self-Assembly of Functional Polymers 

and Nanoparticles”, 남좌민 회원(서울대)의 

“Scalable Surface-Enhanced Raman 

Scattering Nano-probes for 

Next-Generation Biomedical 

Diagnostics”, 남기태 회원(서울대)의 

“Peptide Induced Chirality in Single Gold 

Nanoparticle”에 대한 강연이 순서대로 진행

되며, 여러 회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Ÿ 둘째 날[4월 22일(목)]

분과별 심포지엄 및 구두발표

둘째 날 오전 9시부터는 별도의 독립적인 촬영 

시스템과 음향 시설이 구축된 10개의 회의실

에서 11개 분과의 심포지엄 및 구두발표가 시

작되었다. 각 심포지엄 및 구두발표의 진행은 

좌장이 담당하여 현장에서의 직접 발표뿐만 아

니라, 각자의 공간에서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

표하는 모습을 미리 촬영한 영상을 송출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진행되었으며, 코로나19 시

대 공간의 제약을 넘어 활발한 학문적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통계적 측면에서 살펴본 학술

발표회에는 기조강연 1편, 학술상 수상 기념강

연 1편, 분과별 수상 기념강연 7편, 분과별 심

포지엄 120편, 분과별 구두발표 106편, 포스

터 발표 869편을 포함해 총 1,104편의 학술발

표가 진행되었다. 분과별 심포지엄은 아래의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었다.

[고분자화학] 신진 고분자화학 연구자의 최

신 연구동향 / 중견 고분자 연구자 특별심포지

엄 / 거대분자의 초분자화학; [무기화학] 에너

지와 환경을 위한 대한민국 무기화학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대한민국 배위화학의 과

거, 현재 그리고 미래 / MOF 화학: 기초에서 

응용까지; [물리화학] 생물 물리화학 연구 최신 

동향 / 분광학 및 동역학 연구의 최근 동향 / 

이론 및 계산화학 연구의 최근 동향; [분석화

학] 질병진단을 위한 융합 분석화학 기술 / 광

학현미경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고감도 영상기

술 및 다양한 응용; [생명화학] 퇴행성 뇌질환

에 대한 화학적 연구 / 오믹스 연구의 최신 동

향; [유기화학] 차세대 신진 국외 유기화학자 

심포지엄 / 합성유기화학의 최근 연구 동향; 

[의약화학] 최신 의약화학 동향, [재료화학] 무

기나노재료의 촉매적 활용 / 친환경 에너지와 

청정 자원을 위한 첨단 전기화학 촉매 소재 / 

적외선 나노물질의 최신 동향; [전기화학] 분자

전기화학 및 응용 분야의 새로운 지평 / 물리

전기화학 및 전기분석화학의 새로운 지평; [화

학교육] 화학교육의 연구 동향; [환경에너지] 

황을 활용한 최신 환경 / 에너지 기술 

특히 분과별 학술상 수상자의 기념 강연이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되었고, 훌륭한 연구 업

적 및 지속적인 학문 발전에 대한 기여로 각 

분과 학술상 수상의 결실을 본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분석화학] 젊은분석화학자상: 하지원 회원

(울산대); [환경에너지] 환경에너지분과 학술

상: 인수일 회원(DGIST); [유기화학] 심상철학

술상: 박철민 회원(UNIST); [생명화학] 박인원

학술상: 송현규 회원(고려대); [물리화학] 입재

물리화학상: 강영수 회원(서강대), 성재영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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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 신국조학술상: 장락우 회원(서울시

립대). 또한, 목요일 오전에 진행된 유기화학 

분과회의 ‘차세대 신진 국외 유기화학자 심포

지엄’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으로 해외 연사의 

초청에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각

국의 신진 유기화학자를 초청하여, 시차를 극

복하고 진행된 국제 심포지엄의 형태로 진행되

었다. 스위스 ETH의 Bill Morandi, 미국 코

넬대학교의 Todd Hyster, 미국 퍼듀대학교의 

Christopher Uyeda 교수가 연사로 참여하였

고, 방송을 통한 실시간 질의응답과 채팅창을 

이용한 텍스트 질의응답까지 활발하게 이뤄져

서, 추후, 온라인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국제학술대회 및 대한화학회 중심의 다자간 회

의 시스템을 위한 초석을 마련할 수 있었다. 

Ÿ 셋째 날[4월 23일(금)]

튜토리얼

오전 9시 시작된 튜토리얼은 “Mass 

Spectrometry: Beyond Routne Analysis”

라는 주제로 새롭게 대두되는 질량분석의 기초 

및 활용 분야에 대해 다루어 보았다. 첫 번째 

튜토리얼 강의에서는 서종철 회원(POSTECH)

이 “Mass Spectrometry for the Structural 

Analysis”라는 제목으로 질량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구조연구법을 소개하고 이들의 활

용사례를 살펴보았다. 두 번째 튜토리얼 강의

에서는 차상원 회원(동국대)이 “Direct 

Ionization Mass Spectrometry: Imaging 

and Other Applications”라는 제목으로 직

접 이온화 질량분석법에 관하여 소개하고, 이

를 활용한 질량분석 이미징법과 실시간 화학반

응 관찰 등에 대해 다루었다. 이번 튜토리얼을 

통해 화학 분야 내 다양한 연구진들이 질량분

석을 활용한 최신 연구법들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다양한 융합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계기

를 마련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질량분석기 업체 세미나

같은 시각 시작된 질량분석기 업체 세미나에서

는 “Recent Trends in Mass Spectrometry 

Technology” 주제로 다양한 질량분석기를 개

발하고 판매하고 있는 국내외 5개 업체 연사를 

모시고 심포지엄이 시작되었다. 강신권 연사

(브루커 코리아)의 “Next Generation High 

Resolution Mass for SpatialOMx”발표를 

시작으로 김효영 연사(워터스)의 “Let’s Go to 

the Future with Waters”, 임주환 연사(한국

애질런트)의 “Smart Mass Detection for 

Everyone”, 유연웅 연사(써모피셔사이언티픽)

의 “Lead Discovery; Delivering Broader 

and Deeper Insights Orbitrap Exploris 

GC Series”, 이동균 연사(시마즈사이언티픽 

코리아)의 “Structural Analysis with New 

Small MALDI Mass Spectrometer” 강연이 

이어졌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화학 및 생명과

학을 포함한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질량분석기의 최신 기술 동향과 

응용 분야들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술상 수상 기념 강연

오전 11시 30분, 2021년도 대한화학회 학술

상을 받은 김상규 회원(KAIST)의 기념 강연으

로 진행되었다. 현장에서 제한된 참여 인원이지

만 간단한 시상과 축하의 말씀을 나눈 후, 그간 

김상규 회원의 연구 분야를 소개하고 핵심 연구

내용을 포함하는 “Nonadiabatic Reaction 

Dynamics in the Excited States of 

Polyatomic Molecules”이라는 제목으로 강

연이 진행되었으며, 온라인 중계를 지켜보는 

많은 회원의 관심과 축하 속에 수상 강연이 마



400 (사)대한화학회 75주년 자료집

무리되었다.

NFEC 심포지엄

오후 1시 시작된 NFEC심포지엄은 “교육부 기

초과학연구역량강화사업 소개”라는 주제로 회

원들의 다양한 연구 중 필요한 연구장비를 지

원할 수 있는 센터와 시스템에 관한 소개를 포

함하여 진행되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KBSI)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에서

는 대학 내 흩어져 있는 연구 장비를 집적하여 

전문적인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연구지

원센터 조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더불어 핵심

연구지원센터만이 지원할 수 있는 연구 장비 

구축지원과제, 공동연구 활성화 지원과제를 통

하여 연구 장비 신규 구축 및 노후장비 교체를 

지원하고, 연구 공동체 형성을 도모하여 대학 

내 R&D 역량을 향상하고, 효율적인 연구생태

계 조성에 이바지하는 사업을 소개하고 토론하

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여인동 회원(KBSI)의 

“Introduction of Basic Science Research 

Capacity Enhancement Project” 강연을 시

작으로, 김성환 회원(경북대) “Introduction 

to Mass Spectrometry Convergence 

Research Core-facility i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이상원 회원(고려대)

의 “Introduction to Center for 

Proteogenome Research Core-facility at 

Korea university”, 김정권 회원(충남대)의 

“Introduction to CNU Chemistry 

Core-facility i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한상윤 회원(가천대)의 

“Introduction to the Core-Facility for 

Bionano Materials at Gachon 

University”, 정영미 회원(강원대)의 

“Introduction to Kangwon Radiation 

Convergence Research Support Center 

in Kangwon National University”에 대한 

강연이 이어져서, 각 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

고 있는 센터 및 프로그램의 소개와 최신 연구

내용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다. 

연구실안전위원회 토론회

같은 시각 동시 중계된 연구실안전위원회 토론

회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연안

법) 개정 추진을 위한 화학 연구자 토론회”라

는 주제로 이익모 회원(인하대), 정영희 회원

(전남대), 윤민영 회원(경북대)의 발표에 이어 

연안법에 대한 구체적 소개와 최근 실험실 내 

안전사고를 통해 경험한 현장 연구진들의 개정 

필요성 발의 및 개정방향 제시와 함께 국가연

구안전본부, 대한연구환경안전협회, 화학회 연

구실안전위원회 등의 기관 전문가를 패널로 모

셔 토론이 진행되었다.

Ÿ 마무리

2020년 이후 지속하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

에서, 우리 대한화학회는 온라인 학술발표회를 

대규모로 진행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벌써 세 번째 비대면-온라인 학술발표회를 성

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직접적인 모임이 제한된 

상황에서, 다양한 학문의 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진행한 이번 학술발표회 및 

총회를 통해서, 작년보다 늘어난 인원이 온라인 

발표 및 토론에 참여하였고, 학문 후속세대인 

대학원생들의 참여가 더욱 증가된 점은 매우 고

무적인 요소로 생각된다. 하지만, 여전히 직접 

현장에서 생생하게 전달되는 연구내용과 다자

간의 활발한 토론의 시간을 그리워하는 목소리

들도 커, 올 10월에 진행되는 제128회 학술발

표회 및 총회는 나아진 코로나19 상황 속에 현

장에서 진행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번 비대면 학술대회도 여러모로 어려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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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속에서도 회원 여러분들의 학회에 대한 큰 

사랑과 관심으로 무사히 진행될 수 있었다고 생

각하며, 학회의 준비와 진행을 위해 물심양면 

지원과 후원을 해주시면 각 분과 운영진 및 지

부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

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여 학회 및 관련 행사의 진행을 담당해준 

운영위원회와 사무국 직원들 및 현장 관계자들

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 제128회 학술발표회, 총회 및 기기전시회

일 시: 2021년 10월 13일(수)~15일(금)

장 소: 부산 BEXCO

발표논문: 1,467편

등록인원: 2,700명

Ÿ 개관

2021년 10월 13일(수)~15일(금) 동안, 제128

회 대한화학회 학술발표회, 총회 및 기기전시

회가 부산 BEXCO에서 개최되었다. 2년 만에 

온라인이 아닌 현장에서 진행된 학술대회이기

에 운영위원회와 사무국 및 관계자들은 정부 

방역 지침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여 행사

를 준비하였으며, 오랜 기간 학술대회에서의 

만남과 토론을 기다려온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

여와 협조 속에 대면 행사로 진행되었다. 통계

적 측면에서 살펴본 학술발표회에는 기조강연 

1편, 이태규 학술상 수상기념 강연 1편, 분과

별 수상기념 강연 16편, 분과별 심포지엄 141

편, 분과별 구두발표 112편, 포스터발표 

1,196편을 포함해 총 1,467편의 학술발표가 

진행되었다. 또한, 국내외 화학 관련 기업체와 

연구소에서도 기기전시회를 다양한 홍보와 소

통의 장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13일(수) 학술대회 첫째 날에는 많은 연구자 

및 학생회원들의 참여 속에서 대한화학회 창립 

75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올해로 

75주년을 맞이한 대한화학회의 발자취를 살펴

보고 빛나는 미래를 향해 전진할 대한화학회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그밖에 선도연구센터

(SRC) 심포지엄과 신진연구자를 위한 국제학

술 심포지엄이 개최되어 각 분야의 흥미롭고 

우수한 연구내용이 소개되었다.

14일(목)~15일(금)에는 분과회별 심포지엄

과 구두발표를 시작으로 연세대학교 김동호 회

원의 기조강연과 대한화학회 총회가 열렸다. 

또한, 대한화학회 공식 후원사인 동우화인켐 

심포지엄이 개최되어 산학 교류의 자리가 마련

되었다. 이태규 학술상을 받은 UNIST 나명수 

회원의 수상 기념 강연은 많은 회원의 축하 속

에 진행되었다. 전시홀에서는 포스터발표와 기

기전시회가 회원들의 활발한 참여 가운데 성황

리에 개최되었다. 

Ÿ 첫째 날 [10월 13일(수)]

KAIST-SRC 심포지엄

13일(수, 13:30~16:30), 101호에서 개최된 

KAIST-SRC 심포지엄은 “멀티스케일 카이랄

성 연구의 최신 동향”이라는 주제로 멀티스케

일 카이랄 구조체 연구센터(Center for 

Multiscale Chiral Architectures; CMCA)

의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최신 연구 동향에 대

해 발표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센터장인 이희승 회원

(KAIST)의 ‘Foldamer-Based Chiral 

Molecular Architectures’에 대한 강연을 시

작으로, 이해신 회원(KAIST), 공진택 회원

(KAIST) 한상우 회원(KAIST), 윤동기 회원

(KAIST), 송현준 회원(KAIST), 김병수 회원(연

세대), 한순규 회원(KAIST) 강연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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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CH-SRC 심포지엄

13일(수, 13:30~16:30), 102호에서 개최된 

POSTECH-SRC 심포지엄은 “전자 및 진동 양

자결맞음의 측정과 이론”이라는 주제로 양자동

역학 연구센터의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진행되

었다. 양자동역학 연구센터에서는 양자동역학 

이론 연구 도구로 원뿔형 교차점을 포함한 퍼

텐셜 전 구간에서 안정적으로 들뜬 상태를 계

산할 수 있는 양자화학 전자 구조 이론, 빠른 

분자동역학 시뮬레이션을 위한 퍼텐셜, 비단열 

분자 동역학시뮬레이션 방법론, 비단열 커플링

과 다중 전자 상태 사이의 양자 결맞음 계산법, 

레이저 전 기장과 물질의 상호작용을 양자역학

적으로 기술하는 이론 등을 개발하고 있다. 이

번 심포지엄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최근 동향과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센터장인 

주태하 회원(POSTECH)의 "Molecular 

Reaction Dynamics in Excited State by 

Measuring Nuclear Wave Packets"에 대한 

강연을 시작으로, 김동호 회원(연세대), 최철호 

회원(경북대), 방윤수 회원(GIST), 김성제 회

원(POSTECH), 곽경원 회원(고려대), 심지훈 

회원(POSTECH), 박선아 회원(POSTECH), 

이영민 회원(KAIST), 이남기 회원(서울대), 서

종철 회원(POSTECH), 김경환 회원

(POSTECH)의 발표와 연구 결과 공유가 이어

졌다.

신진연구자를 위한 국제학술 심포지엄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배위화학, 광화학 및 생

무기화학분야에서 세계적인 석학인 Shunichi 

Fukuzumi 교수를 초청하여 그 분야의 학문적 

맥락, 발전과정, 해결해야 할 난제, 최근 연구 

동향, 미래의 연구 방향에 대한 전문가적 전망

을 국내 신진 화학자와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

하였다. 오사카대학교 Shunichi Fukuzumi 

교수의 "Molecular Functional Models of 

Photosynthesis"를 시작으로 국내 신진연구

자인 김현우 회원(이화여대)), 윤홍석 회원(한

양대), 김영수 회원(영남대), 김형준 회원(인천

대), 임성열 회원(경희대), 이우석 회원

(KAIST), 최경원 회원(POSTECH), 강준수 회

원(KAIST), 최동선 회원(고려대), 홍용석 회원

(연세대), 최창혁 회원(KAIST), 한상명 회원

(연세대), 강형철 회원(동국대)의 강연이 이어

졌다.

대한화학회 창립 75주년 기념 심포지엄

대한화학회 창립 75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75

여 년간 대한민국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이바

지하고 화학의 기반 확대를 위해 끊임없이 헌

신한 업적을 살펴보고, 화학이 미래 사회의 새

로운 요소이자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화

학자들의 연구 개발 역량을 높이고 미래를 선

도할 수 있는 과학기술의 기반 마련을 위해 나

아갈 도전 과제와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

련하였다. 이덕환 회원(서강대)의 “For 

Quantum Jump toward the Centennial of 

the KCS” 강연을 시작으로 김근배 교수(전북

대), 이미혜 박사(한국화학연구원), 김용주 대표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 장홍제 회원(광운대)

의 강연이 이어졌다. 그리고 대한화학회 75주

년 기념 “산소” 공연이 10월 14일, 15일 두 차

례 205호에서 상영되었으며, 대한화학회 홈페

이지를 통해서도 공연을 관람할 수 있었다. 

Ÿ 둘째 날 [10월 14일(목)]

총회

총회는 14시 30분에 시작하여, 15시 30분까

지, 205호에서는 방역 지침에 따라 입장 가능

한 운영위원을 비롯한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옥상 회장(부산대)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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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학술상에 나명수 회원(UNIST), 기술진

보상에 황종연 회원(화학연), 초중등학교화학교

사상에 김기향 회원(대전과학고), 우수박사학위

논문상에 곽인혜 회원(고려대), 박성만 회원(강

원대), 조홍일 회원(서강대), 우수지부상에 대

전·충남·세종지부, 화학경영자상에 김용주 대

표이사(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 KCS-Wiley 

젊은화학자상에 박정원 회원(서울대), 정광섭 

회원(고려대), Sigma-Aldrich 화학자상에 곽

경원 회원(고려대), 신현석 회원(UNIST), 아이

센스 여성화학자상에 황금숙 회원(KBSI)이 수

상의 영예를 안았다. 총회 현장에 참석하지 못

한 수상자분들께는 상패와 부상을 따로 전달해 

드렸다. 지면을 빌어 수상자분들께 큰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

시상식을 마치고 금교창 총무부회장의 2021

년 9월 말까지의 회무, 회원 현황, 및  일반‧특
별 회계 집행 현황을 보고하였다. 이어서 규

정·세칙 제정 및 개정현황, 지부 및 분과 2021

년도 사업성과 보고가 진행되었고, 신석민 차

기회장(서울대)의 2022년도 사업계획 보고가 

진행되었다. 이후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토

의가 이루어졌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최초

로 진행된 대면 학술발표회에 대한 감회와 기

대를 담은 정옥상 회장의 폐회사로 총회를 종

료하였다.                         

기조강연

이번 학술발표회의 기조강연은 연세대학교 김

동호 회원을 초청하여 10월 14일(목, 13:30~ 

14:20), 205호에서 이루어졌다. 기조강연은 “A 

Journey to Molecular Excitonic World”의 

제목으로 김동호 회원 연구팀과 공동 연구진의 

흥미로운 연구내용이 소개되었다. 방역수칙 준

수에 따라 입장 가능한 인원이 제한되어 회의실

에 입장하지 못한 다른 참가자들은 Wi-Fi 존에

서 노트북, 휴대폰 등의 기기를 이용하여 실시

간 스트리밍 강연을 시청하였다. 

동우화인켐 심포지엄

오후 15시 30분, 103호에서 시작된 동우화인

켐 심포지엄은 “‘초연결’ 창조 사회 실현을 위

한 미래 정보화 기술” 이라는 주제로 차세대 IT 

첨단 소재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동우화인켐

에서 최근 반도체 동향과 반도체 중요 소재를 

소개하고,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임상우 회원(연세대)의 

‘Challenges in Wet Chemical Processes 

for Semiconductor Scaling Down’에 대한 

강연을 시작으로, 안진호 회원(한양대)의 

‘EUV Lithography: Principles and Key 

Materials’, 윤호규 회원(고려대)의 ‘Rational 

Design of Epoxy Molding Compound for 

Reliability and Workability’에 대한 강연이 

이어져 회원들의 관심을 받았다.

분과별 심포지엄 및 구두발표

분과별 심포지엄은 아래의 다양한 주제로 구성

되었다.

[고분자화학 분과] 중견연구자 생체재료 심

포지엄 / 패터닝 소재의 최신연구동향 / 신진 

고분자화학 연구자의 최신 연구동향; [무기화

학 분과] 대한민국 에너지 화학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무기화학의 최신동향 I: 유기금

속 / 무기화학의 최신동향 II: 생무기; [물리화

학 분과] 소재 및 표면 물리화학 연구의 최근 

동향 / 최신 물리화학 연구 / 이론 및 계산화

학 연구의 최근 동향; [분석화학 분과] 인간 외 

생물 분석의 최신 연구동향 / 바이오 및 환경 

분석을 위한 미세 분자 감지 기술의 최근 동향; 

[생명화학 분과] 고분자 치료제의 다양성 / 구

조연구 기반 생체 거대분자 기능의 이해;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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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분과] 새로운 반응과 유기합성방법론에 

대한 최신 연구 동향 / 의약 화학 및 제약 공정

에 대한 최근 연구 동향 / 화학 생물학과 생유

기 화학의 최근 연구 동향; [의약화학 분과] 화

학 생물학과 생유기 화학의 최근 연구 동향; 

[재료화학 분과] 카이랄 나노소재의 합성 및 응

용 / 차세대 전지를 위한 첨단 전극 소재 / 최

첨단 분석 기술의 재료화학에의 응용; [전기화

학 분과] 포스트 리튬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서

의 전기화학 / 친환경 에너지 변환을 위한 전

기화학 촉매 반응의 활용; [화학교육 분과] 예

비교사를 위한 화학교육론 교재 개발; [환경에

너지 분과] 이온교환막 전기화학의 환경 및 에

너지 적용

특히 분과별 학술상 수상자의 기념 강연이 

진행되었고, 훌륭한 연구 업적 및 학문 발전에 

대한 기여한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고분자화학 분과] 학술진보상: 최태림 회원(서

울대); [분석화학 분과] 분석기술상: 소헌영 회

원(시마즈사이언티픽코리아), 조혜성 회원(LG

에너지솔루션) / 분석화학학술상: 조원련 회원

(원광대);  [생명화학 분과] 이대실학술상: 김석

희 회원(서울대); [유기화학 분과] 장세희학술

상: 김인수 회원(성균관대); [재료화학 분과] 최

진호학술상: 이완인 회원(인하대) / 젊은 재료

화학자상: 오제민 회원(동국대);  [전기화학 분

과] 최규원학술상: 이재준  회원(동국대) / 아

이센스전기화학자상: 김병권(이화여대); [무기

화학 분과] 김시중학술상: 박준원  회원

(POSTECH) / 젊은무기화학자상: 박진희 회

원(DGIST), 윤민영 회원(경북대); [물리화학 

분과] 김명수학술상: 김지환 회원(서울대) / 젊

은물리화학자상: 김준수 회원(이화여대), 김형

준 회원(KAIST)

포스터발표

포스터발표는 전시홀 1에서 14일(목)과 15일

(금)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이틀

에 걸쳐 분과를 나누어 분산 개최하였다. 약 

2,700여 명의 등록회원들이 총 1,196편의 포

스터를 발표하면서 연구내용에 대한 정보 교류

와 열띤 토론이 있었다. 각 분과에서 위촉된 심

사위원들이 엄격하게 심사하여 총 42편의 우

수포스터를 선정하였다. 이들 우수포스터들은 

내년에 개최될 제129회 학술발표회 포스터 발

표장에 전시될 예정이다. 1차 선정된 우수포스

터 중 학술위원회의 2차 심사를 통해 동우화인

켐 포스터상 2편이 선정되었다. 별도로 학생들

의 투표로 선정되는 대학원생 선정 동우화인켐 

포스터상 4편도 선정되었다.

기기전시회

기기전시회는 14일(목)과 15일(금) 오전 9시부

터 오후 4시 30분까지, 이틀 동안 전시홀 1에

서 개최하였다. 이번 기기전시회는 총 36개의 

업체(43개 부스)가 참여하여 데모 장비와 최신 

제품들을 전시하며 자사의 제품과 비전이 주목

받을 수 있도록 열띤 홍보를 진행하였다. 회원

들은 기기전시회를 돌아보며 화학 관련 최신 

제품들과 그 특징 및 기술 수준에 대한 유용한 

정보들을 습득할 기회를 얻었다. 이 지면을 빌

어 기기전시회에 참여와 협조를 해주신 업체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부스를 설치하여 기기전

시에 참여한 업체들은 다음과 같다.

㈜지앤아이솔루션, ㈜카스, ㈜비케이인스트

루먼트, ㈜선일아이라, ㈜세진씨아이, ㈜수림

교역 your Vacuum Brand, ㈜이우과학교역, 

㈜이지켐텍, ㈜케이오에스, ㈜코리아사이언텍, 

CAS 한국지사, Shimadzu Scientific 

Korea, 덕산약품공업, 동우옵트론 주식회사, 

동우화인켐㈜ <대한화학회 공식후원사>, 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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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러닝코리아㈜, 스마트잭, 시프트테크놀로

지스코리아, 신원데이터넷, 싸토리우스코리아, 

씨엔티교역, 알토스, 에코프로비엠, 영인에스

티㈜, 영인크로매스, 이카코리아 유한회사, 주

식회사 셀젠텍, ㈜어벤션, ㈜와이케이테크, ㈜

프리클리나, 케이랩, 케이엔에프뉴베르거, 큐

빅 레이저 시스템, 태신바이오사이언스, 한국

과학기술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Ÿ 셋째 날 [10월 15일(금)]

학술상 수상 기념 강연

오후 13시 30분~14시 20분, 205호에서 이태

규 학술상 수상 기념 강연이 개최되었다. 2021

년도 대한화학회 이태규 학술상은 나명수 회원

(UNIST)이 수상하였으며, “Postsynthetic 

Modifications of Metal–Organic 

Frameworks and their Applications” 제목

으로 강연장에 참석한 회원과 라이브 스트리밍

을 보는 회원들의 관심과 축하를 받으며 진행

되었다.

경품추첨 및 물품 제공

14일(목), 15일(금) 2일 동안 경품 추첨이 진

행되었다. 특히, 학생 회원들의 많은 관심을 받

은 행사이니만큼 가장 넓은 공간에서 거리두기

를 유지하며 진행되었다. 운영위원회 임미희 

이사와 정낙천 이사의 진행과 학생 회원들의 

기대감 속에서 추첨을 통해 경품 쿠폰을 증정

하였다. 경품은 학술대회 종료 후 우편으로 발

송되었다.

Ÿ 마무리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

해, 지난 2년간 대한화학회의 학술대회는 온라

인 중심으로 진행되었지만, 높은 백신접종률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제128회 대한화

학회 학술대회 총회 및 기기전시회는 대면으로 

개최되었다. 마스크 착용, 체온 측정, 방문 기

록 남기기 및 거리두기 등과 같은 기본 지침을 

준수하며 큰 무리 없이 학술대회를 진행할 수 

있었지만, 한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됨에 따라, 많은 회원들이 현장 참여 외에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스트리밍 발표를 듣는 불

편함도 나타났다. 하지만, 2020년 이후 가입한 

학생 회원들은 처음으로 현장에서 진행하는 포

스터발표 및 토론을 통해 직접적인 학술 교류

의 장을 접할 수 있었으며, 공간별로 제한된 인

원이지만 동시에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하

는 방식을 통해 또 새로운 학문 교류의 방법을 

모색할 수 있었던 경험으로 생각된다. 무엇보

다 이번 제128회 대한화학회 학술대회, 총회 

및 기기전시회는 우리 대한화학회의 75주년 

기념이 되는 학술대회로, 여러 내빈을 모시고 

회원들과 함께 우리 화학회가 지나온 길을 돌

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

은 자리가 될 수 있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회원 여러분의 학회에 

관한 관심과 사랑으로 이번 학술대회가 무사히 

진행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진행을 위해 다

양한 지원과 후원을 아끼지 않아 주신 각 분과 

운영진 및 지부 운영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방역지침 준수와 

새로운 온라인/오프라인이 함께 진행된 발표 

방식 속에 무탈히 제128회 학술발표회 및 총

회의 진행을 담당해준 운영위원회와 사무국 직

원들 그리고 현장 관계자들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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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회 연혁

1946년 Ÿ 조선화학회 창립(7.7)

Ÿ 임시 사무소를 경성대학 이공학부 내에 설치

1948년 Ÿ 제1회 연회 및 총회 개최(9.6~7, 서울대학교)

1949년 Ÿ 대한화학회로 개칭

Ÿ 대한화학회지 창간

1951년 Ÿ 임시 수도 부산에서 간사회 개최(2.26) 및 학회 부활

Ÿ 이화산업주식회사 내 학회 사무소 설치

1958년 Ÿ 경북지부 결성

Ÿ 간사장 제도 시행

1961년 Ÿ 「화학과 공업의 진보」 창간

Ÿ 경남·부산지부 결성

Ÿ 국립공업연구소 내 사무실 설치

Ÿ 과학기술진흥협회 가입

Ÿ 대한화학회상 제정

1962년 Ÿ 대전·충남지부, 전남지부 결성

1963년 Ÿ 국제순수·응용화학연합(In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 

IUPAC) 가입

1965년 Ÿ 화학교육위원회 설치

1966년 Ÿ 화학초록위원회 설치

Ÿ 본회 휘장 결정

Ÿ 외국화학자 표기법 작성

1969년 Ÿ 종신회원제도 설정

Ÿ 한국화학회관 기공식(6.27)

1970년 Ÿ 전북지부 결성

1971년 Ÿ 한국화학회관 건립 

Ÿ 창립 25주년 기념 학술 행사 개최(9.6~7, 한국과학기술연구소)

Ÿ 강원지부, 충북지부, 경기지부 결성

1972년 Ÿ 울산지부 결성

1974년 Ÿ 「화학교육」 창간

Ÿ 「화학술어집」 발간

1976년 Ÿ 「일반화학실험」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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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창립 30주년 기념 학술 행사 개최(4.23~24, 서울대학교)

Ÿ 사단법인 대한화학회 인가 및 정관 승인(과학기술처, 8.11)

1977년 Ÿ 「표준 일반화학실험」 (초판) 발간

1979년 Ÿ 아시아화학연합(Federation of Asian Chemical Societies, FACS) 가입

Ÿ 「화학술어집」 (개정·증보판) 발간

1980년 Ÿ 「Bulletin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발간

1981년 Ÿ 「유기화합물명명법」 발간

Ÿ 「Bulletin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SCI 등재 (국내 최초)

1982년 Ÿ 「무기화합물명명법」 발간

Ÿ 유기화학분과회 결성

Ÿ 「표준 일반화학실험」 (개정판) 발간

Ÿ 「화학과 공업의 진보」를 격월간에서 월간으로 증간하는 것으로 결정

Ÿ 「Bulletin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를 계간에서 격월간으로 증간하는 

것으로 결정

Ÿ (「대한화학회지」는 홀수 월에 발간하고, 「Bulletin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는 짝수 월에 발간하는 것으로 결정)

1983년 Ÿ 무기, 물리, 분석화학분과회 결성

1984년 Ÿ 제10회 중앙문화대상 학술부문 수상

Ÿ 「화학술어집」 (개정·증보판) 발간

1986년 Ÿ 「화학술어집」 (제3판) 발간

Ÿ 공업화학분과회 결성

1987년 Ÿ ASCHEM 87 개최(6.29~7.3, 롯데호텔)

Ÿ 「효소명명법」 발간

1988년 Ÿ 「일반화학실험」 (제3개정판) 발간

Ÿ 인천지부 결성

Ÿ 고분자, 의약, 생화학분과회 결성

1989년 Ÿ 「화학인력총람 1989」 발간, 일반화학실험 비디오 제작 및 공개

1990년 Ÿ 「화학제품, 생산업체 총람」 발간

1991년 Ÿ 직선제 회장 취임

Ÿ 「대한화학회지」 제호를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로 개칭

Ÿ 「Korean Journal of Medicinal Chemistry」 창간

Ÿ 「화학과 공업의 진보」를 「화학세계(CHEMWORLD)」로 개칭

1992년 Ÿ 「눈으로 보는 화학」 (비디오 56편) 제작

Ÿ 24회 국제화학올림피아드 (24th International Chemistry Olympi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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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7.11~22, 미국 피츠버그)에 한국 대표단 최초 참가

Ÿ  - 장세희 교수(서울대, 단장), 우규환 교수(서울대, 부단장)

1993년 Ÿ 「화학인력총람 1993」, 「화학술어집」 (제4차 개정 증보판), 「일반화학실험」 (제4차 

개정판) 발간

Ÿ 「Bulletin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를 격월간에서 월간으로 증간하는 

것으로 결정

1994년 Ÿ 학술지 상임편집위원 제도 시행

Ÿ 「화학제품, 생산업체 총람」 (제2판) 발간

Ÿ 고체화학분과회 결성

Ÿ 학회 창립 50주년 홍보 스티커 ‘화학이 지구를 푸르게’ 제작, 배포

Ÿ 제주지회 결성

1995년 Ÿ LG그룹 故구자경 명예회장의 본 학회의 특별 후원을 기념하고자 본 학회 사무실을 

상남회관으로 명명

Ÿ 전기화학분과회 결성

Ÿ 학회 웹사이트 구축

Ÿ 안암동 화학회관에서 역삼동 상남회관으로 학회 사무실 이전

1996년 Ÿ 학회 창립 50주년 기념 세계한민족화학학술대회 개최(5.22~25, 연세대&롯데호텔)

Ÿ 학술논문D/B 제작, KCSnet 서비스 개시

Ÿ 「Bulletin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SCOPUS 등재

1997년 Ÿ 「화학인력총람 1997」 발간

1998년 Ÿ 간사장 제도 폐지

1999년 Ÿ 「대한화학회 50년사」, 「물리화학실험서」, 「유기화합물명명법I,II」, 「무기화합물명명법」, 

「일반화학실험」 (제5개정판) 발간

2000년 Ÿ 「화학이랑 놀자」, 「Didac Ⅲ」 발간

2001년 Ÿ 「화학인력총람 2001」, 「고분자화학시리즈」, 「Didac Ⅰ, Ⅱ, Ⅳ, Ⅴ」 발간

Ÿ 「The Korean Journal of Medicinal Chemistry」가 「Bulletin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에 흡수 통합

Ÿ 「Bulletin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KCI 등재

Ÿ 제37대 회장(2003년 취임)을 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

Ÿ 생화학분과회가 생명화학분과회로 개편

2002년 Ÿ 「화합물명명법 요약서」, 「산소」, 「안동혁 전 회장 회고록」 발간

Ÿ 제38대 회장(2004년 취임)을 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

Ÿ 대한화학회지 KCI 등재

2003년 Ÿ 학회 로고 수정 및 학회 기 제작

Ÿ 중등화학분과회 폐지 및 초·중등교사분과회 창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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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전국과학교사협회 창립

2004년 Ÿ 화학알림이 포스터 제작

Ÿ Small Scale Chemistry 키트 개발

Ÿ Bulletin지 온라인 투고 시스템 개발

Ÿ 고체화학분과회를 재료화학분과회로 개편

2005년 Ÿ 제11차 아시아화학학술대회(Asian Chemical Congress, 11th ACC) 개최(8.24~26, 

고려대)

Ÿ 학회 영문 홈페이지 제작

Ÿ Journal Publishing Agreement: Chemistry an Asian Journal: WILEY-VCH 협약 

체결

Ÿ 여성위원회 창립

2006년 Ÿ 제38회 국제화학올림피아드(38th International Chemistry Olympiad, 

IChO-2006) 국내 개최 (2006.7.2~11, 영남대)

Ÿ 제38회 국제화학올림피아드 (38th International Chemistry Olympiad, 

IChO-2006) 개최 기념 “제1회 화학시화대회” 개최

Ÿ 제19회 국제화학교육대회(19th ICCE) 개최(8.12~17, 숙명여대)

Ÿ 2006 화학의 해(과기부 지정) 행사 개최

Ÿ 학회 사무실 이전

(12월 17일, 과총회관 신관 703호에서 안암동 한국화학회관 4층으로 이전)

Ÿ 학회 창립 60주년 기념 총회 및 학술발표회 개최 

Ÿ (4.20~21, 일산 KINTEX, 10.19~20,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Ÿ 대한화학회지 SCOPUS 등재

2007년 Ÿ 대한화학회 제100회 기념 총회 및 학술발표회 개최(10.18~19, 대구 EXCO)

Ÿ 기초과학학회협의체(기과협) 양해각서 체결

2008년 Ÿ 「화학인력총람 2008」, 「화학술어집」 (5 개정판) 발간

Ÿ 학술지(Bulletin지, 대한화학회지) 영문 온라인 투고 시스템 개발

2009년 Ÿ 48th IUPAC General Assembly & 45th Congress 국내 개최 유치 확정

Ÿ 일본 분석기기공업회(Japan Analytical Instruments Manufacturer's Association, 

JAIMA)와 양해각서 체결

Ÿ 영국왕립화학회(Royal Society of Chemistry, RSC)와 국제 교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Ÿ KISTI와 업무협력 협정서 체결

2010년 Ÿ Ree-Natta Lectureship 협정

Ÿ 국제학생학술발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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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Ÿ UN이 선포한 ‘세계 화학의 해(International Chemistry Year 2011)’ 관련 행사 개최

Ÿ 학회 웹사이트 개편

Ÿ 지부의 광역화 학술 행사 추진

Ÿ 「Physical Chemistry Chemical Physics」 파트너쉽 협약

Ÿ Journal Publishing Agreement: Asian Journal of Organic Chemistry, 

WILEY-VCH 협약 체결

Ÿ 「Bulletin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SCIE 등재

Ÿ Pacifichem 2015 Co-sponsoring Organization 참여, Signing Ceremony 참여

2012년 Ÿ 동우화인켐과 공식 후원 협약 체결

Ÿ 대한석유협회와 정유 및 화학 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업무 협약 체결

Ÿ 독일화학회(Gesellschaft Deutscher Chemiker, GDCh)와 상호협정 체결

Ÿ 2012년 탄소문화상 시행

Ÿ 「화학교육」 휴간 결정

2013년 Ÿ 동우화인켐과 공식 후원 협약 체결

Ÿ 세진시아이와 공식 후원 협약 체결

Ÿ 환경부와 공식 업무 협약 체결 및 심포지엄(주제: 화학 물질 안전 관리와 대응 체계) 개최

Ÿ 탄소문화원 설립 및 2013년 탄소문화상 시행

Ÿ 한국다우케미칼과 한국다우케미칼어워드 시행 및 화학올림피아드 후원 협약 체결

2014년 Ÿ 화학적성시험(Chemistry Aptitude Test, CAT) 시행

Ÿ 동우화인켐과 공식 후원 협약 체결

Ÿ 세진시아이와 공식 후원 협약 체결

Ÿ 동일시마즈와 공식 후원 협약 체결

Ÿ 영국왕립화학회(Royal Society of Chemistry, RSC)와 국제 교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연장 체결

Ÿ Wiley-VCH와 Bulletin 지의 온라인 발간 위탁 계약 체결

Ÿ Wiley-VCH와 ChemNanoMat 발간을 위한 협약 체결

Ÿ Asian Chemistry Editorial Society, ACES 파트너로 참여

Ÿ 한국다우케미칼과 한국다우케미칼 우수논문상 시행 및 화학올림피아드 후원 협약 체결

Ÿ 대전·충남지부를 대전·충남·세종지부로 개편

2015년 Ÿ Bulletin 지의 Wiley-VCH를 통한 온라인 발간 시작

Ÿ 동우화인켐과 공식 후원 협약 체결

Ÿ 세진시아이와 공식 후원 협약 체결

Ÿ 학회 웹사이트 개편

Ÿ IUPAC-2015 General Assembly 개최(8.6~13, 부산 BEXCO), 45th World 

Chemistry Congress 개최(8.9~14, 부산 BEXCO)

Ÿ 한국다우케미칼과 한국다우케미칼 우수논문상 시행 및 화학올림피아드 후원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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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Ÿ 동우화인켐과 공식 후원 협약 체결

Ÿ 세진시아이와 공식 후원 협약 체결

Ÿ 학회 창립 7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개최(10.12, 벡스코 APEC Hall)

Ÿ 연구실안전위원회 설립

Ÿ 한국다우케미칼과 한국다우케미칼 우수논문상 시행 및 화학올림피아드 후원 협약 체결

Ÿ Pacifichem 2020 co-sponsoring Organization 참여 결정, Signing Ceremony 참여

Ÿ 중국화학회(Chinese Chemical Society, CCS)와 학술 교류 협력 양해각서 체결

2017년 Ÿ 동우화인켐과 공식 후원 협약 체결

Ÿ 세진시아이와 공식 후원 협약 체결

Ÿ 한국다우케미칼과 한국다우케미칼 우수논문상 시행 및 화학올림피아드 후원 협약 체결

Ÿ 한국화학연구원과 연구실험실 안전문화 확산 협약 체결

Ÿ 독일화학회(Gesellschaft Deutscher Chemiker, GDCh)와 상호협정 연장 체결

Ÿ 미국화학회(American Chemical Society, ACS)와 CAS-SciFinder 화학자상, 

포스터상 시행 협약 체결

Ÿ 초·중등교사분과회 폐지 및 화학교육분과회로 통합

Ÿ 네이버 화학백과 제작(1차: 2017.3.1~2018.5.31)

2018년 Ÿ 동우화인켐과 공식 후원 협약 체결

Ÿ 세진시아이와 공식 후원 협약 체결

Ÿ 한국다우케미칼과 한국다우케미칼 우수논문상 시행 및 화학올림피아드 후원 협약 체결

Ÿ 네이버 화학백과 제작(2차: 2018.8.1~2019.7.31)

2019년 Ÿ 동우화인켐과 공식 후원 협약 체결

Ÿ 세진시아이와 공식 후원 협약 체결

Ÿ 한국다우케미칼과 한국다우케미칼 우수논문상 시행 및 화학올림피아드 후원 협약 체결

Ÿ 영국왕립화학회(Royal Society of Chemistry, RSC)와 국제 교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연장 체결

Ÿ UN 제정, 주기율표 150주년 기념의 해(International Year of Periodic Table, 

IYPT 2019), IUPAC 창립 100주년 기념 학술 활동 시행

Ÿ 학회 웹사이트 개편

Ÿ 네이버 화학백과 제작(3차: 2019.10.15.~2020.10.31)

Ÿ 학회 75주년 기념사업 위원회 설립 및 위원장 선임[위원장: 이덕환 교수(서강대)]

2020년 Ÿ 동우화인켐과 공식 후원 협약 체결

Ÿ 세진시아이와 공식 후원 협약 체결

Ÿ 대한화학회 창립 75주년 (2021년) 기념사업 추진

Ÿ 네이버 화학백과 편찬 3차 지속(빼는 것이 어떨지)

Ÿ 학회 창립 75주년 기념 학술 활동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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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Ÿ 동우화인켐과 공식 후원 협약 체결

Ÿ 네이버 화학백과 제작(4차: 2021.1.1~12.31)

Ÿ 학회 창립 75주년 기념 학술발표회, 총회 및 기기전시회 개최(10.13~15, 부산BEXCO)

Ÿ 학회 창립 75주년 기념 학술 활동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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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화학 및 그 응용에 관한 학술과 기술의 발전 및 보급에 기여함으로써 과학과 기술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대한화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19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공익을 위한 사업을 행한다. 

  1. 연구발표회, 강연회 및 강습회의 개최 

  2. 회지, 학술 간행물 및 도서의 간행 

  3. 연구의 장려와 우수한 업적의 표창 

  4. 학술의 국제교류 

  5.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본회가 제4조에 규정한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불특정 다수의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

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지부 및 지회) 본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부 및 지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지부 

및 지회는 각각 적합한 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7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회의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

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자는 회원이 된다. 입회승인에 관한 절차는 별도 정한 세칙에 따른다.

  1. 정회원: 본회의 정회원은 화학, 공업화학, 화학공학 및 기타 화학과 관련된 학문을 이수하였거나 

또는 그 분야에서 다년간 종사한 자 

  2. 교육회원: 초등 및 중등 교육계에서의 과학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3. 학생회원: 대학(대학원 포함)에서 화학, 공업화학, 화학공학 및 기타 관련된 학문을 수학하고 있는 

자 

  4. 단체회원: 학교, 도서관, 연구소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단체 또는 기관 

  5. 특별회원: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특별회비를 납부하는 단체 또는 개인 

4. 학회 정관,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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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명예회원: 화학, 공업화학, 화학공학 및 기타 화학과 관련된 분야에 공헌이 현저하거나 또는 본회

의 발전에 공적이 큰 자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입하고 이 정관에 정한 의무를 지며, 학회의 학술활

동과 학회운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별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 기타 권리를 

갖는다.

제9조(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징계) 회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징계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정한 세칙에 따른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회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3. 본회에 대한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차기회장 1인

  3. 부 회 장 10인 이내 

  4. 이 사 15인 이상 20인 이내 

  5. 감 사 2인 

  ② 회장, 차기회장 및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은 그 임기 중 이사의 지위를 겸한다.

  ③ 직전회장은 자신의 임기만료에 이은 2년간 이사의 직을 수행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으며 연임할 수 있다. 

  1. 회장 : 2년

  2. 부회장 : 2년 범위 내에서 회장이 지정한 기간

  3. 이사 : 4년

  4. 감사 : 2년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

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회장은 회장선출 규정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적

어도 취임 1년 전에 선출하며, 회장으로 선출된 자는 1년간의 차기회장직을 수행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③ 이사와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총회가 선출한다.

  ④ 임원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⑤ 임기전의 임원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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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 차기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차기회장, 총무담당 부회장 순으로 잔여임

기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

항을 처리한다. 

  ④ 임원은 직급에 따라 소정의 임원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에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때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16조(명예회장 및 고문) 본회의 발전에 공적이 큰 이로서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인준을 거쳐 명예회

장 및 고문 약간 명을 회장이 추대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 사항 

제18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 1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19조(총회의결 정족수) 총회는 재적 정회원 1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정회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

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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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

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본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2조(총회회의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3조(평의원회) ① 학회의 제반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② 평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5장 이 사 회

제24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 사항 

제25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6조(의결제척 사유) 회장, 차기회장 및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학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7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 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 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

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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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9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30조(운영위원회) ① 본회의 이사회가 의결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운영위

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는 이사회가 정하는 운영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1조(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

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제32조(재산의 관리) ①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② 본회가 매수, 기부체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회의 재산으로 편

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3조(재산의 평가) 본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

산은 재평가 금액으로 한다.

제34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재산에서 생기는 과실 

  3. 기부금품 

  4. 기타 수입 

제35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6조(임원 등의 보수 제한) 정수 범위 내에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임직원(임원과 직원)을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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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37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본회의 재산은 본회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본회의 설립자 

  2. 본회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본회와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본회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8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①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 본회의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는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회계연도 경과 후 2월 내(다음 연도 2월)에 주무관청에 

지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③ 본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매년 3월 본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39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 외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40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청산인은 자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 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한다. 

제41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회를 해산했을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42조(정관 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

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변경 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 구 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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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43조(시행 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4조(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 본회의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명        주소               임기

회  장  최상업 서대문구 창천동 470―1    2년

부회장  김황암 용산구 이태원동 58         ″

        한상준 성북구 하월곡동 39―1      ″

        김영생 용산구 이촌동 300―10      ″

        전민제 동대문구 창신3동산 6       ″

이  사  최규원 관악구 사당동 419―35      ″

        장세헌 서대문구 충청로 3가 3―17  ″

        심문택 동대문구 회기동산 4―51    ″

        심정섭 마포고 서교동 460―45      ″

        마경석 서대문구 녹번동 43―51     ″

        한만운 성북구 성북동 173―8       ″

        최재시 서대문구 연희동 194―49    ″

        장세희 성북구 삼선동 3가 15(2/1)   ″

        박태원 서대문구 천연동 80―138    ″

        이종근 마포구 아현동 85―891      ″

감  사  박기채 성북구 길음동 1024         ″

        한태희 마포구 서교동 398―1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임원의 임기에 관한 제12조의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2016년 1월 1일 이전 임원의 임기는 정관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한다. 단, 개정된 정관에 따라 

2016년 선출되는 이사의 경우에 한하여 그 일부의 임기를 2년으로 할 수 있다.

  ① 1976년 8월 11일 과학기술처로부터 승인

  ② 1986년 4월 4일 과학기술처로부터 개정 승인 

  ③ 1986년 4월 10일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06호로 등기를 필함 

  ④ 1990년 2월 14일 과학기술처로부터 개정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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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1991년 7월 11일 과학기술처로부터 개정 승인

  ⑥ 1994년 6월 27일 과학기술처로부터 개정 승인 

  ⑦ 1995년 12월 1일 과학기술처로부터 개정 승인

  ⑧ 1995년 12월 29일 서울지방법원 제2098호로 등기를 필함

  ⑨ 1996년 7월 10일 과학기술처로부터 개정 승인

  ⑩ 1996년 12월 4일 과학기술처로부터 개정 승인

  ⑪ 1997년 6월 17일 과학기술처로부터 개정 승인

  ⑫ 1998년 12월 30일 과학기술부로부터 개정 승인

  ⑬ 2001년  5월 19일 과학기술부로부터 개정 승인

  ⑭ 2010년 1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개정 승인

  ⑮ 2014년 5월 27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개정 승인

  ⑯ 2021년 12월 16일 국립과천과학관으로부터 개정 승인

<별지목록 1>

기본재산 목록

(단위: 원)

재산 구분 수량 (단위) 평가액 취득 연도 취득 원인 비고

주식

(맥쿼리인프라)
20,000(주) 280,000,000 2020 기부(한만정) 한만정학술상

주식

(맥쿼리인프라)
20,000(주) 280,000,000 2021 기부(한만정) 한만정학술상

합계 56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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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선출 규정

  1989년 10월 10일 제정

1991년  4월 17일 개정, 1992년  4월 10일 개정

1993년 10월 13일 개정, 1994년  4월 14일 개정

1996년  5월  2일 개정, 1996년 10월 11일 개정

1997년  4월 18일 개정, 1998년 10월 23일 개정

2001년  4월 20일 개정, 2003년 10월  8일 개정 

2005년 10월 11일 개정, 2012년  2월  3일 개정

2014년  3월 28일 개정, 2016년  3월 24일 개정

제1조(회장의 선출) 회장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투표는 비밀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한다. 무기명 비밀투표의 원칙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편, 인터넷 등을 사용한 다양

한 투표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2조(선거관리위원회) 이사회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해당 연도 4월말까지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선거관

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연도 회장으로 보하며 당연직 위원은 운영위원 중 7인을 회장이 선임한다.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제3조(선거관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공고, 후보의 등록, 투표, 개표 및 당선자 공고 등 모든 

선거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선거일정)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정을 학회 홈페이지 및 “화학세계”에 8월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회장 선출은 11월말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최근 연속 3년 이상 정회원 또는 교육회원의 자격을 유지한 회원에게만 선거권이 있다.

  (2) 최근 연속 5년 이상 선거권을 유지한 회원에게만 피선거권이 있다.

제6조(후보등록) 회장 후보는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추천받아 후보등록 마감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다만 등록 후보가 2명 미만인 경우 위원장은 이사회에 후보 지명을 요청해야 한다.

  (1) 선거권이 있는 회원 50명 이상의 연명 추천을 받는다.

  (2) 평의원 20명 이상의 연명 추천을 받는다.

  (3) 이사 5명 이상의 연명 추천을 받는다.

제7조(선거운동) 

  (1) 후보자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회장선출 규정을 준수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가 되도록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의 이력과 소견을 “화학세계”와 학회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후보자는 선거관

▮제세칙·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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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위원회에 요청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서신을 회원들에게 전자메일로 3회에 한하여 보낼 수 있다. 

총회, 분과회 및 지부의 공식 모임을 통한 선거운동을 권장한다. 단, 개별적인 방문, 전화, 문자 등

의 선거운동은 금지한다.

제8조(당선자 확정) 

  (1)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가 당선된 것으로 한다. 다만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그들만으로 재투표를 실시한다.

  (2)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제1조의 방법에 따른 투표에서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어야 당선된 

것으로 한다.

제9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평의원회 규정

 

1983년 11월 29일 제정

1994년 10월 14일 개정, 1996년  5월  2일 개정 

1997년  4월 18일 개정, 1998년  1월 16일 개정 

1998년  4월 10일 개정, 2001년  4월 20일 개정

2002년  4월 20일 개정, 2012년  3월 30일 개정

 

제1조 본회 정관 제23조에 의거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제2조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본회 운영에 관한 자문과 지원

  (2) 학회 발전을 위한 사업 및 업무 추진에 관한 자문

  (3) 총회 의결 사항에 대한 사전 심의

  (4) 이사회가 위임하는 사항

제3조 평의원회는 현 회장, 부회장, 지부장, 분과회장 및 역대회장, 부회장, 간사장으로 구성한다.

제4조 평의원회 의장은 본회 회장으로 한다. 

제5조 정기 평의원회 회의는 매 정기총회 전에 소집한다. 단, 필요에 따라 의장이 임시 평의원회를 소집

할 수 있다.

제6조 평의원회는 사업 및 업무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실무위원회는 평의

원외에 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

제7조 평의원회 주요활동 내용은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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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규정

 

1996년  5월  2일 제정, 1997년  4월 18일 개정 

1998년  1월 16일 개정, 1998년 10월 23일 개정 

2009년 10월 23일 개정, 2011년  4월  7일 개정 

2014년  3월 28일 개정

제1조 본회 정관 제4조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동 제27조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2조 운영위원회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회무를 집행한다.

제3조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위원장 : 회장

  위  원 : 차기회장 및 당해 연도 부회장 및 부회장급 인사

제4조 각 부회장은 회장이 위임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다음의 직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 

  (1) 총무: 사무국 관리 및 일반 회무 업무, 규정 관리

  (2) 기획: 본회의 사업 기획, 대외협력업무

  (3) 학술: 학술관련 업무, 학술대회 및 분과회 관련 업무

  (4) 재무 및 기금 관련 업무

  (5) 회원관리 및 지부 관련 업무

  (6) 산학협력, 국제협력 및 환경, 안전 관련 업무

  (7) 본회 학술지 및 출판, 홍보 업무

  (8) 화학교육 관련 업무

제5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정관에 명시된 바를 따르며 임기 개시연도 1월 1일에 시작하여 임기 

종료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부회장을 보좌하는 약간 명의 실무이사를 둘 

수 있다.

제7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운영위원회의 업무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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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입회 및 징계 규정

 

1998년 10월 23일 제정, 2014년  3월 28일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본회 정관 제7조의 회원 입회 승인과 제10조의 회원 징계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회 승인) 회원의 입회 승인은 운영위원회에서 입회원서와 정관 제7조의 회원 자격 기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한 후 결정한다.

제3조(회원의 징계) 

  (1) 회원의 징계는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고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2) 운영위원회와 이사회는 필요시 회원 징계 사안의 조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는 징계 발의 전에 해당 회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징계는 경고, 일정기간의 회원 자격정지(정기간행물 투고 제한 포함), 제명으로 구분한다.

제4조(제명 회원의 회비) 제명된 자의 기납부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부칙  본 규정은 이사회 의결시부터 시행하되, 개정 정관이 주관 부처의 승인을 받지 못할 때에는 즉시 

그 효력이 정지된다.

지부, 지회 및 분회 규정

 

1991년 4월 17일 제정, 1998년 10월 23일 개정 

2009년 4월 10일 개정

 

제1조 본회 정관 제6조에 의거하여 지부, 지회 및 분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절차를 정한다.

제2조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 지부, 지회 및 분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직할시 및 각 도의 필요한 곳에 정회원 50명 이상으로 지부를 구성할 수 있다. 단, 지역적으로 

지부 본부와 떨어져 있고, 여러 직장이나 단체가 모여 있는 경우 정회원 30명 이상으로서 본회 

또는 지부 소속의 지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본회 및 지부에는 동일직장 또는 단체에 속하는 정회원 5명 이상으로서 분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3조 지부 및 지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고, 분회는 지부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다. 단, 본회 직속 분회의 설치는 회장이 이를 승인한다.

제4조 지부 및 지회는 본회의 총회, 이사회 및 각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하며, 분회는 

지부의 지휘를 받는다. 단, 본회 직속 분회는 본회의 지휘를 받는다.

제5조 지부 및 지회에는 다음 임원을 두며, 분회에는 분회장 1명만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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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부(회)장 : 1명

  지부(회) 간사장 : 1명

  기타 임원 : 약간 명

제6조 지부 또는 지회의 임원은 지부 또는 지회의 규약에 따라 선출하고, 지부(회)장, 지부(회) 간사장은 

지부 및 지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지부 소속의 분회장은 지부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

이 임명한다. 단, 본회 직속의 분회장은 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제7조 지부장, 지회장 및 분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임기는 당해 연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만료된다.

제8조 지부장 및 지회장은 당해 연도 9월에 다음해의 임원 명단과 사업계획을, 그리고 1월에 전년도 

회무 및 감사보고서를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회원의 변동이 있을 시는 즉시 본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9조 지부 및 지회의 규약은 지부 및 지회에서 작성하되, 본회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 본회는 지부에 소속하는 정회원 및 학생회원의 회비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부의 운영비로 

보조할 수 있다. 단, 본회 직속의 지회에는 상기 금액을 본회가 직접 보조할 수 있다.

학술지 간행위원회 규정

 

2013년 9월 27일 제정, 2014년 2월  7일 개정 

2014년 3월 28일 개정

 

제1조(설립) 대한화학회(이하 학회) 정관 제4조 제2항의 사업 중 학술지 발간 사업을 담당하는 학술지 

간행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립한다. 

제2조(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학회 회원(이하 회원) 중에서 학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의 제청에 따라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학회 회장(이하 회장)이 임명한다.

  3) 위원은 회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며 회장이 임명한다. 단, 당해 연도 학술부회장, 학술실무이

사, 차기 학술부회장, 차기 학술실무이사 등 4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위원장은 위원 중 1인을 

부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4) 위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역할 및 운영) 

  1) 위원회는 Bulletin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이하 Bulletin지), 대한화학회지(이하 회

지), 그리고 학회가 참여하여 출판하는 제반 학술지의 발간 업무를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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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위원회는 제반 학술지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실행한다. 단, 학술지

의 휴간, 복간, 폐간, 신규 발간 및 기타 중요 사항은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3) 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며, 주요 활동사항을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위원회 산하에 Bulletin지 편집위원회와 회지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4조(편집위원회) 

  1) 각 편집위원회는 편집장과 약간 명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Bulletin지 편집장과 회지 편집장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단, Bulletin지 편집장은 회지 편집장을 겸할 수 있다.

  3) Bulletin지 편집위원과 회지 편집위원은 각 편집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4) 편집장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편집장의 직무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장

은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편집장을 해임할 수 있다.

  5)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6) Bulletin지 및 회지 편집장은 당연직 위원회 위원이 된다. 

제5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칙

제6조 본 규정은 2013년 9월 27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첫해 위원의 임기는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 본 규정에 따른 편집위원회의 구성이 완료되기 전까지 이전 Bulletin지·회지 편집위원회의 지위

와 업무는 구 규정에 따른다.

 

화학교육지 편집위원회 규정

 

1991년  1월 22일 제정, 1991년  4월 17일 개정 

1993년 10월 13일 개정, 1998년 10월 23일 개정 

2011년  2월 17일 개정

 

제1조 본회 정관 제4조 제2항의 사업 중 화학교육지의 편집을 위하여 화학교육지 편집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칭함)를 둔다.

제2조 위원회는 편집규정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 위원회에는 다음 임원을 둔다.

  위원장 : 1명

  부위원장 : 3명

  상임위원 : 약간 명

  위원 : 약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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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위원장은 회원 중에서 이사회가 선출하여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제5조 교육실무이사 1인과 홍보실무이사 1인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당연직 부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은 위원장이 교육부회장과 협의하여 제청하고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제6조 당연직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매 1년마다 그의 반수를 교체한다. 임기

는 당해 연도 1월 1일에 시작하여 마지막 해 12월 31일에 만료된다.

제7조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8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화학세계지 편집위원회 규정

 

1983년  1월 19일 제정, 1985년 10월 17일 개정 

1990년  4월 12일 개정, 1991년  4월 17일 개정 

1993년 10월 13일 개정, 1998년  1월 16일 개정 

1998년 10월 23일 개정, 2009년 10월 23일 개정

 

제1조 본회 정관 규정 제4조 제2항의 사업 중 화학세계지의 편집을 위하여 화학세계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제2조 위원회는 편집규정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 위원회에는 다음 임원을 둔다.

  위원장 : 1명

  부위원장 : 약간 명

  상임위원 : 약간 명

  위원 : 약간 명

제4조 위원장은 당해 연도 홍보부회장으로 보한다.

제5조 부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임기는 당해 연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만료한다.

제7조 위원회에는 약간의 기자를 둘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사업은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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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술어위원회 규정

 

1966년  4월  7일 제정, 1972년  3월  7일 개정 

1976년 10월 22일 개정, 1982년  2월 24일 개정 

1983년  1월 19일 개정, 1990년  4월 12일 개정 

1991년  4월 17일 개정, 1993년 10월 13일 개정 

1995년  7월  5일 개정, 1998년  1월 16일 개정

 

제1조 본회 정관 제4조의 사업 중 다음 사항을 심의 집행하기 위하여 화학술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1) 화학술어의 제정

  (2) 화합물 명명법에 관한 사항

제2조 위원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위원장 : 1명

  부위원장 : 1명

  상임위원 : 약간 명

  위    원 : 약간 명

제3조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제청에 따라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제4조 학술실무이사는 당해 연도에 한하여 당연직 위원이 되며 상임위원과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따

라 회장이 이를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기는 당해 연도 1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12월 31일에 만료된다.

제6조 위원회의 사업은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기금위원회 규정

 

1972년  3월  7일 제정, 1976년 1월 29일 개정

1976년 10월 22일 개정, 1982년 2월 24일 개정 

1983년  1월 19일 개정, 1986년 4월 17일 개정 

1990년  4월 12일 개정, 1991년 4월 17일 개정 

1995년  7월  5일 개정, 1998년 1월 16일 개정 

1998년 10월 23일 개정, 2008년 4월  4일 개정

 

제1조 본회의 기금의 조성과 운용을 위하여 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제2조 위원회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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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회의 운영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그 확장 

  (2) 기금의 운용 

  (3) 기타 기금조성 및 그 확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3조 위원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위원장 : 1명

  부위원장 : 1명 

  위원 : 약간 명 

제4조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제청에 따라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제5조 총무부회장과 총무실무이사 1인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각각 당연직 부위원장과 위원이 되며 위

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기는 당해 연도 1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12월 31일에 만료된다. 

제7조 위원회의 사업은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칙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기금관리에 관한 세칙

 

2000년 10월 20일 제정, 2006년 12월  1일 개정 

2007년  7월 27일 개정, 2008년  4월  4일 개정 

2012년  3월 30일 개정, 2013년  3월 29일 개정 

2014년  2월  7일 개정, 2015년  2월  6일 개정 

2016년  3월 24일 개정

 

제1조(목적) 본 세칙은 정관 제34조 및 기금위원회 규정 제2조에 의거하여 본회의 기금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구성한다.

  (1) 종신회비

  (2) 외부 기부금

  (3) 학회 운영 잉여금

  (4) 기금 운영 과실금

  (5) 분과회 또는 지부의 위탁관리기금의 운영 과실금 

  (6) 기타

제3조(기금의 명칭) 기금의 명칭은 기탁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4조(기금의 목적) 기금은 학회, 분과회 및 지부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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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금의 운용) 기금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기금위원회가 운용한다.

제6조(기금 과실금의 활용) 기금의 과실금은 기금에 편입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가 따

로 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년도 과실금의 범위안에서 용도를 명시하여 일반회계로 전출시킬 

수 있다.

부칙  제7조(기타)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8조 이 세칙은 2016년부터 시행한다.

부록  표1. 기금 현황(2016년 3월 현재)

1. 학회발전기금

2. 종신기금

3. 학술상기금

4. 화학교육상기금

5. 특별사업기금

6. 분과회·지부 위탁 관리 기금

7.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협력위원회 규정

 

1980년  1월 26일 제정, 1981년 10월 13일 개정 

1984년  1월 27일 개정, 1989년 10월 10일 개정 

1990년  4월 12일 개정, 1991년  4월 17일 개정 

1993년 10월 13일 개정, 1995년  7월  5일 개정 

1998년  1월 16일 개정, 1998년 10월 23일 개정 

2005년 10월 11일 개정, 2006년  4월 11일 개정 

2012년  3월 30일 개정, 2014년  2월  7일 개정

제1조 본회 정관 제4조의 사업 중 다음 사항을 심의 추천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1) IUPAC(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과의 협력업무

  (2) FACS(Federation of Asian Chemical Societies)와의 협력업무

  (3) ACES(Asian Chemical Editorial Society)와의 협력업무

  (4) 국제학술회의 관련 업무  

  (5) 기타 외국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업무

제2조 위원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위원장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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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위원장 : 2명

  위원 : 약간 명

제3조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제청에 따라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제4조 기획실무이사 또는 국제협력실무이사는 당해 연도에 한하여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

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이를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단, Physical Chemistry 

Chemical Physics의 담당위원은 물리화학분과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제5조 위원장의 임기는 4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기는 당해 연도 1월 1일에 시작하여 임기

가 끝나는 해 12월 31일에 만료된다. 

제6조 위원회의 사업은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다.

제7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출판위원회 규정

 

1980년 1월 26일 제정, 1983년  1월 19일 개정 

1990년 4월 12일 개정, 1991년  4월 17일 개정 

1994년 4월 14일 개정, 1995년  7월  5일 개정 

1998년 1월 16일 개정, 1998년 10월 23일 개정 

2008년 8월  8일 개정

제1조 본회 정관 제4조의 사업 중 정기간행물 및 이사회가 정한 간행물을 제외한 학회의 제반 간행물의 

출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추진하기 위하여 출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제2조 위원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위원장 : 1명

  부위원장 : 1명

  위원 : 약간 명

제3조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제청에 따라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제4조 총무실무이사는 당해 연도 한하여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이를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기는 당해 연도 1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12월 31일에 만료된다.

제6조 위원회의 사업은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는 독자적인 기획에 의하거나 본회의 타 위원회의 의뢰에 의한 학회 명의로 간행되는 모든 

출판물의 기획과 출판을 심의하여 인쇄 및 배포를 운영위원회에 의뢰한다. 

제8조 출판물의 간행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충당한다. 그러나 일반회계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본회의 기금에서 차용할 수 있다.

제9조 출판된 출판물의 배포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은 “일반회계”의 수입으로 한다. 단 기금을 사용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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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이를 우선적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제10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

부칙  제11조 본 규정은 2008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학술위원회 규정

 

1990년  4월 12일 제정, 1991년 4월 17일 개정 

1995년  7월  5일 개정, 1998년 1월 16일 개정 

1998년 10월 23일 개정, 2001년 4월 20일 개정

 

제1조 본회 정관 제4조의 사업 중 다음 사항을 심의 추천하기 위하여 학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

를 둔다.

  (1) 본회와 관련된 제반 시상 및 수상후보 추천업무

  (2) 본회가 주관하는 학술발표회와 학술심포지엄에 관한 업무

  (3) 기타 본회 학술진흥에 관한 사업

제2조 위원회에는 다음 임원은 둔다.

  위원장 : 1명

  부위원장 : 1명

  위원 : 약간 명

제3조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제청에 따라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회장이 이를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4조 학술실무이사 1인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회장

이 이를 위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기는 당해 연도 1월 1일에 시작하여 마지막 해 12월 31일에 

만료된다.

제6조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사업은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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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올림피아드위원회 규정

 

1991년  4월 17일 제정, 1993년 10월 13일 개정 

1995년  7월  5일 개정, 1998년  1월 16일 개정 

1998년 10월 23일 개정, 2008년 10월  6일 개정

 

제1조 본회 정관 제4조의 사업 중 다음 사항을 심의 집행하기 위하여 올림피아드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칭함)을 둔다.

  (1) 화학 영재의 발굴과 교육

  (2) 국제화학올림피아드(이하 “올림피아드”라 칭함) 참가를 위한 기획

  (3) 올림피아드 참가자의 선발 및 교육

  (4) 기타 올림피아드 참가를 위한 제반사항

제2조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 그리고 자문위원과 운영위원 약간 명을 둔다. 부위원장 

중 1명은 당해 연도 기획실무이사가 당연직이 된다. 또 다른 1명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3조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제청에 따라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회장이 이를 위촉 한다.

제4조 자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제반 업무에 관한 자문을 받으며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약간 명의 자문위

원을 회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5조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제반 업무에 관한 운영방침을 결정하며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약간 명의 

운영위원을 회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6조 당연직 부위원장은 올림피아드 참가를 위한 행정지원 및 섭외활동을 한다.

제7조 교육부는 교재를 개발하며 올림피아드 참가자의 교육을 관장하고 이에 관련 된 교육평가를 담당

한다. 교육부장 및 교육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제8조 자료실은 역대 올림피아드 출제문제를 포함한 제반 자료와 관련 도서의 수집 및 관리를 담당한

다. 자료실장은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제9조 당연직을 제외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자문위원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임기는 당해 연

도 1월 1일부터 마지막 해 12월 31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사업은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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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사업위원회 규정

 

1996년 10월 11일 제정, 1998년 1월 16일 개정

1998년 10월 23일 개정, 2011년 2월 17일 개정 

2012년  3월 30일 개정

 
제1조 본회 정관 제4조의 사업 중 학회의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사업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칭함)을 둔다. 위원회는 정보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학회가 우리나라 화학 관련 정보

의 수집 및 제공에 핵심적인 위치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 위원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위원장 : 1명    부위원장 : 1명

   상임위원 : 약간 명    위원 : 약간 명

제3조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제청에 따라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회장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

에서 호선한다.

제4조 학술실무이사 1인과 홍보실무이사 1인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당연직 위원이 되며 상임위원과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상임위원은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별로 약간 

명을 위촉하여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실무를 담당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기는 당해 연도 1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12월 31일에 만료된다.

제6조 위원회의 사업은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는 학회가 발행하는 정기 학술지의 모든 논문을 화학학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학회

의 회원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는 회장단과 협의하여 회원과 사회에 이익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화학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과 본회 홈페이지 편집 및 이와 연관된 기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는 정부 및 기타 단체로부터 화학과 관련되고 회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정보화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사업으로 구축되는 데이터베이스는 회원에게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에게 사용비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의 사업으로 구축되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비영리 단체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를 제공받는 기관과의 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하

고, 협의서의 내용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사업으로 얻어지는 수익금이나 기타 기관과의 협력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원칙적

으로 일반회계의 수입으로 한다. 단 위원회의 사업을 위하여 본회의 기금이나 일반회계로부터 차용액

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제13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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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교육·홍보위원회 규정

 

1998년 10월 23일 제정, 2001년 4월 20일 개정 

2011년  2월 17일 개정

 

제1조 본회 정관 제4조의 사업 중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화학교육·홍보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칭함)를 둔다.

  (1) 화학 교육과정, 교육내용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업

  (2) 화학 전문인력 양성과 재교육에 관한 사업

  (3) 화학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관심을 유도하는 사업 

  (4) 기타 화학 교육 및 홍보와 관련된 사업

제2조 위원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위원장 : 1명

  부위원장 : 1명

  위원 : 약간 명 

제3조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제청에 따라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교육실무이사 1인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기는 당해 연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 일에 만료된다.

제5조 위원회의 사업은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칙  제7조 본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8조 본 규정의 발효와 동시에 화학홍보위원회 규정은 폐지되며, 동 위원회의 업무는 본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로 이관된다.

 

 

여성위원회 규정

2005년 4월 15일 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화학회 여성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원) 대한화학회 회원 중 여성회원은 자동적으로 본 위원회 회원이 된다. 

제3조(임원구성) 본 위원회 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운영위원 약간 명(10~12인) 으로 구성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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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위원장 및 운영위원 위촉) 

  1. 위원장은 총회에서 추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한화학회장이 위촉한다.

  2. 차기 위원장은 임기 개시 1년 전 정기총회에서 추천한다.

  3. 운영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대한화학회장이 위촉한다. 

제5조(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회의의 종류) 본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7조(회의의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대한화학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 개최시 별도로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회원 30인 이상이 요구할 경우, 그리고 대한화학회

장이 요구할 경우 소집한다.

  3.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4. 학회의 총무담당 실무이사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8조(의결 정족수)

  1.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원이 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사업) 본 위원회는 화학분야에서 여성의 역할 증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계획

하고 추진한다. 

  1. 여성 화학인의 적극적 학회 참여 및 역할 증대를 위한 활동 

  2. 여성 화학인의 취업 증대 및 지속적 능력 개발을 위한 활동 

  3. 여성 화학인력 관리 및 저변 확대를 위한 활동 

  4. 여성 화학인의 업적 홍보를 위한 활동 

  5. 여성 화학인 간의 상호 교류 및 정보 교환을 위한 활동 

  6. 기타 여성 화학인 관련 활동 

제10조(임무)

  1. 위원회는 매 사업연도(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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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관리) 본 위원회의 제반 사항은 위원장이 총괄하며, 본 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한 활동은 

행사 종료 후 그 내용을 학회 차원에서 취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12조(재정) 본 위원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한다.

  1. 본부 보조금   2. 외부 지원금 및 기부금

  3. 기타 수입

제13조 이 운영세칙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화학회 정관 및 규정안에 준한다.

부칙  1. 본 규정안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초대 위원장의 임기는 2006년 말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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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발전사업위원회 규정

 

2008년 10월  6일 제정, 2011년 2월 17일 개정 

2014년  3월 28일 개정

 

제1조 본회의 발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학회발전사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제2조 위원회는 학회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정책개발 및 학회 재정 확충 등 본회 발전을 위한 활동을 

한다. 

제3조 위원회는 운영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차기 회장이 된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5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는 1년 또는 2년으로 하며 임기 개시연도 1월 1일에 시작하여 임기 종료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모든 수입과 지출은 일반회계로 한다. 

제8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화학전공인증위원회 규정

2007년 10월 5일 제정, 2009년 7월 24일 개정 

2014년  2월 6일 개정

 

제1조 본회 정관 제4조 제5항의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위하여 화학전공 인증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제2조(목적) 화학전공 학위인증제 사업은 화학 및 화학 관련 학사학위 취득자(취득 예정자 포함) 중 인

증 신청자의 학업 내용을 평가하여 본회 학위인증을 수여함으로써, 화학전공 교육의 수준을 높이고 

피인증자의 취업 및 진학에 도움이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며, 화학적성시험 사업은 화학 및 화학 

관련 전공학생들의 기초적인 화학지식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제도로서 학부 및 대학원 학생들의 전공

지식을 향상시킴은 물론 수험자의 취업 및 진학시 활용할 수 있는 평가표준화 제도를 제공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3조(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3. 부위원장은 2인을 두며, 당해 연도 기획부회장은 당연직 부위원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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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부위원장 1인과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업무) 위원회는 화학전공 학위인증제 도입 및 운영을 위한 모든 업무와 화학적성시험을 위한 출제

위원회 구성, 문제출제 및 시험시행, 문제은행 관리 등을 포함한 모든 시험 운영 업무를 총괄하며 

대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한다. 단, 운영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제5조(사업) 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보고) 위원회는 활동 상황 및 사업 실적을 1년에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해산 및 임기) 위원회 및 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의 해산은 이사회의 결정에 의한다.

  2.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탄소문화원 규정

 

2013년 3월 29일 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현대과학과 문명의 중심인 화학을 기반으로 하는 탄소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

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시상 사업, 사회 교육 및 대(對)언론 홍보 사업을 총괄하는 탄소문화원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탄소문화원에는 원장과 운영위원회를 두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1) 원장은 대한화학회 운영위원회의 제청에 따라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2) 원장은 탄소문화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운영위원은 회장의 동의를 받아 원장이 임명하

고, 운영위원의 수는 10명 이내로 한다. 단, 총무부회장, 학술부회장, 차기총무부회장은 당연직으

로 한다.

  3)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당연직을 제외한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재원 및 회계 관리) 탄소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탄소문화원의 자체 노력으로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회계는 운영위원회 일반회계로 관리한다. 단, 탄소문화원에서 확보한 재원의 10%는 

학회의 운영비로 제공하고, 학회의 공식 스폰서에게는 탄소문화원 후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4조(사업) 탄소문화원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하고,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는 탄소문화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화학을 중심으로 하는 탄소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화학 분야의 학문 및 기술 발전에 기

여한 인물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탄소문화상 사업

  2) 화학을 중심으로 하는 탄소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탄소문화리더십 교육과정 

운영

  3) 탄소문화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언론 홍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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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타 탄소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는 사업

제5조(준용내규)

  1)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와 본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6조(시행일) 본 세칙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7조(경과규정) 탄소문화원 설립 당시 원장과 운영위원의 임기는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연구실안전위원회 규정

2016년 1월 29일 제정

제1조 본회 정관 제4조의 사업 중 다음 사항을 심의 집행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칭함)를 둔다.

  (1) 연구실 및 실험실습실, 산업 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 관련사고 위험의 예방과 인명, 시설 

및 장비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

  (2) 화학물질의 위해성 및 안전 관련 교육과 홍보

  (3) 유관 기관의 자문과 관련 사업의 추진

제2조 위원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위원장 : 1명

  부위원장 : 1명

  상임위원 : 약간 명

  위원 : 약간 명

제3조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제청에 따라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제4조 기획 및 홍보실무이사 각 1인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상임위원과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이를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대한화학회 운영 부회장 중에서 당연직으로 임명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기는 당해 연도 1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12월 31일에 만료된다.

제6조 위원회의 사업은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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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위원회 규정

 

2008년 4월  4일 제정, 2009년 7월 24일 개정

 

제1조(목적) 본회 정관 제4조 제3항의 사업 중 연구의 장려를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제2조(업무) 연구윤리 관련업무란 본회와 관계가 있는 연구윤리에 관련된 모든 사업을 지칭하며, 그 세

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윤리의 강령, 규정 또는 지침의 제정 및 개정 업무

  2. 연구윤리 강령 등을 위반하는 사안 발생시, 사안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업무  

  3.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하거나 회장이 의뢰하는 연구윤리에 관련된 업무

제3조(권한) 위원회는 연구윤리 관련 사업을 관할하며, 필요시 대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한다.

제4조(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

  3. 부위원장은 2인을 두며, 당해 연도 기획부회장은 당연직 부위원장이 된다. 

  4. 부위원장 1인과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위촉한다.

제5조(소위원회) 위원회는 필요시 임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위원

은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

  1. 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2. 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을 시, 즉시 이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소위원회는 사안이 종결되는 시점에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6조(의무)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제기된 사안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으며, 업무 수행과정

에서 취득한 제반 사항에 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 위원회는 업무수행 결과 얻어진 결론 또는 건의사항을 즉시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결

정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회장의 요청에 의해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8조(해산 및 임기) 위원회 및 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의 해산은 이사회의 결정에 의한다.

  2.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칙

1.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부터 시행한다.

2. 초대 연구윤리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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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위원회 내규 

2010년 6월 18일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한화학회(이하 “학회”라 함) 윤리위원회 규정 제2조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 업

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내규는 학생회원을 포함한 학회의 모든 회원, 논문 투고자·심사위원·편집위원, 학회

가 주관하는 사업 관련자에 적용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다른 법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윤리에 관한 일반적 지침을 

제공한다.

 

제2장 연구부정행위
제1절 연구부정행위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이 내규에서 고려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함)는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연구, 중복게

재, 공적 허위진술, 혹은 부정행위 관련 조사의 방해나 제보자에 대한 위해 행위 등을 말한다.

제5조(연구부정행위의 정의)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②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

위를 말한다.

  1. (아이디어 표절) “아이디어 표절”이라 함은 창안자의 공적을 인정하지 않고 전체나 일부분을 그

대로 또는 피상적으로 수정해서 그의 아이디어(설명, 이론, 결론, 가설, 은유 등)를 도용하는 행

위를 말한다. 저자는 통상 각주 또는 참고인용의 형태를 통해 아이디어의 출처를 밝힐 윤리적 

책무가 있고, 타인의 연구제안서 및 기고 원고에 대한 동료 심사 등을 통해 알게 된 타인의 아이

디어를 자신의 연구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원문 표절) “원문 표절”이라 함은 저자를 밝히지 않고 타인이 저술한 텍스트, 수식, 그림, 표, 

사진 등의 일부를 복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모자이크 표절) “모자이크 표절”이라 함은 타인이 저술한 텍스트, 수식, 그림, 표, 사진 등의 

일부를 조합하거나, 내용을 추가 또는 삽입하거나, 단어를 동의어로 대체하여 사용하면서 원저

자와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4. (자기 표절) “자기 표절”이라 함은 저자 자신의 과거 출판물 등을 사용하면서 그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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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 “중복연구”는 동일한 내용의 연구로 두 개 이상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여 동일한 연구결과를 발표

한 행위를 말한다.

  ⑥ “중복게재”는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둘 이상의 학술지에 발표한 행위를 말한다.  

  1.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주된 내용이 동일하다면 후에 출간된 본인 논문의 본문이 다소 다른 

시각이나 관점을 보여주는 텍스트를 사용하거나 이미 출간된 동일한 데이터에 대한 다소 다른 

분석을 포함하더라도 중복게재에 해당한다.

  2. 독자층을 넓히려는 “2차 출판”의 경우, 대한화학회를 포함한 두 학술지 편집인이 모두 2차 출판

에 대해 동의해야 한다. 1차출판과 2차 출판 사이에는 1주 이상의 시차가 있어야 하고, 두 출판

물의 저자는 같아야 한다. 2차 출판물에서는 각주 등을 통해 2차 출판 사실을 밝히며 1차 출판

물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한 언어로 출간된 논문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다른 

학술지에 출간하는 경우도 2차 출판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3. 연구 단계에 따라 초기 성과를 대한화학회를 비롯하여 관련학회 학술대회에서 우선 발표하고 

나중에 완성도를 높여 작성한 논문을 대한화학회를 비롯하여 관련학회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은 

허용된다.   

  ⑦ “공적 허위진술”은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행위

를 말한다.

제6조(비윤리적 연구행위) 다음의 행위는 윤리적으로 부적절한 연구행위에 해당한다.

  ① 공동연구의 사실을 적절한 방식으로 알리지 않고 학회나 세미나에서 발표하는 행위

  ② 적절한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언론 등을 통해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행위

  ③ 연구비를 지원받으려는 목적 등으로 연구결과의 해석이나 기대효과에 관한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

 

제2절 부적절한 집필행위 

제7조(부적절한 집필행위) 다음의 행위는 부적절한 집필행위에 해당한다. 

  ① 부적절한 출처 인용

  ② 참고문헌 왜곡

  ③ 출간논문을 인용하면서 초록 등에 의존하는 행위

  ④ 읽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한 저술의 출처 인용

  ⑤ 하나의 출처로부터 집중적으로 차용하면서 부분적으로만 출처를 밝히는 행위

  ⑥ 원문의 재활용 행위

  ⑦ 연구업적을 부풀릴 의도로 하나의 논문으로 게재되었어야 할 연구결과를 여러 편의 논문으로 분

할하여 게재하는 행위

제8조(참고문헌의 왜곡금지)

  ① 참고문헌은 논문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헌만 포함해야 한다.

  ② 자신의 데이터 또는 이론에 유리한 문헌만을 편파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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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과 모순될 수 있는 문헌도 인용할 윤리적 책무가 있다.

제9조(원문의 재활용)  

  ① “원문의 재활용”이라 함은 저자가 자신의 다른 저술에서 이미 사용했던 텍스트, 수식, 그림, 표, 

사진 등의 일부를 그대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텍스트를 재활용할 때는 인용부호를 사용하거나 적절한 환문을 하는 등 표준적 인용 관행에 따라

야 하며,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부적절한 집필행위) 다음 각 항의 행위는 부적절한 집필행위에 해당한다.

  ① 저자의 데이터 또는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 중요한 관련 증거를 보고하지 않거나 독자에게 알리지 

않는 행위 

  ② 방법론상 또는 통계상의 결함이나 기타 다른 유형의 결함이 있는 연구를 입증의 근거로 인용하는 

행위

  ③ 다른 연구자들이 연구결과를 독자적으로 재현할 수 없도록 표본설계를 포함한 연구방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불분명하게 기술하는 행위

제3장 출판 윤리
 

대한화학회와 한국학술단체 총연합회의 연구윤리 지침에 따른다. 

 

제4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1절 검증 절차

제11조(검증 절차) 학회 학술지에 게재 또는 투고된 논문이나 학회 회원의 연구진실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면 학회는 다음의 절차를 거친다.

  ① 학회 사무국은 부정행위에 관한 제보를 접수한다. 제보는 서면, 구두 또는 on-line 상으로 제출을 

하되 실명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무국은 제보자에게 접수 사실을 알리고, 제보 내용을 윤리위원회에 보낸다.

  ③ 윤리위원회에서는 제보 접수 후 4주 이내에 회의를 열어 제보 내용을 심의한다. 제보 내용이 단순

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면 제보자에게 심의 결과를 알리고, 심의를 종료한다. 제

보자는 관련 자료를 보완해 4주 이내에 1회에 한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심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윤리위원회는 한 차례 더 심의할 수 있다.

  ④ 윤리위원회에서 제보 내용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4주 이내에 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하

고 이 사실을 제보자에게 알린다.

  ⑤ 조사 소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윤리위원회로 보낸다. 조사 기간은 8주를 넘기지 않는다.

    1. 윤리위원회는 조사 소위원회 조사 결과를 심의·판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알린다.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4주 이내에 관련 자료를 보완해 1회에 한해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재

조사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윤리위원회는 조사 소위원회에서 한 차례 더 조사하도록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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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2. 데이터 위조나 변조 등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피조사자 소속연구기관의 조사를 통해서만 판

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학회 사무국은 제보자에게 이 사실을 알린다. 이때 제보자는 학회로 

하여금 해당연구기관에 대신 제보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⑥ 윤리위원회는 판정결과를 개최 예정인 차기 이사회에 보내고,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피조사자를 징계하고 이 사실을 피조사자의 소속기관에 알린다.

    2. 징계 내용은 경고, 논문 투고 금지, 논문 철회, 회원 자격 정지 등을 포함하고, 징계 기간은 부정행

위의 정도에 따라 정한다.

    3. 제11조 5항 2호에 따라 제보자가 학회로 하여금 피조사자 소속기관에 제보해주기를 요청할 때, 

이를 받아들일지 결정한다. 피조사자의 부정행위 여부를 소속연구기관에서 정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해당기관이 익명제보를 접수하지 않고 제보자가 실명으로 제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학회 이름으로 대신 제보하기로 할 수 있다.

 

제2절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제12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제보자가 자신의 무

고를 입증하려는 목적으로 제보할 수도 있으며, 이때 제보자는 피조사자 신분이 된다.

  ② 제보자는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 

제보의 경우,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해야 

한다.

  ③ 학회는 제보자가 공개되지 않도록 제보자 신상정보를 철저히 보호한다.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보자가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려달라고 요구할 

때,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3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

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학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며, 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에 대한 혐의는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④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조사·처리 절차 및 처리 일정 등에 대해 알려달라고 요구할 때, 학회는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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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3절 조사 소위원회 구성과 권한

제14조(조사 소위원회 구성 원칙)

  ① 조사 소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조사위원은 회원이어야 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윤리위원회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회원을 조사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조사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15조(조사 소위원회의 권한·활동)

  ① 조사 소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 소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연구노트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조사 소위원회는 부정행위 의혹이 있는 피조사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④ 조사 소위원회는 윤리위원회에 사실로 판정된 부정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⑤ 조사 소위원회는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16조(기타) 이 내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회의 관련 내규를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학회 이사

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부칙

① 이 내규는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내규는 고려대학교,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한 연구윤리지침, 2007- 과학기술부, 연구윤리확보를 위

한 지침, 2007-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IEEE Publication Services and Products 

Board Operations Manual, 2006-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 Writing and 

Editing for Biomedical Publication 등을 참고로 하여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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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위원회 강령

 

2009년 10월 15일 제정

 

전문

대한화학회 회원은 화학인들이 학회 및 연구 행위가 진리의 탐구로 자연현상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 

원리를 이용하여 새로운 기술혁신을 도모하고 인류의 행복과 생활수준의 향상, 사회의 진보, 자연환경

의 보존에 공헌하는데 기여하여 왔음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또한 화학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발전시

킴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는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특권을 가질 뿐 아니라 책임 또한 큼을 자각한다. 

 

따라서 회원은 사회와 환경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크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연구 및 지적활동을 수

행하는 과정에서 성실, 명예 및 존엄을 갖고 행동하며, 자기의 지식, 기술 및 인격을 연마하고 자연을 

보존하고 쾌적한 환경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함을 공감한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과도한 

경쟁, 이해상충의 증가, 외부요인에 의한 순수한 학문연구에 대한 개입 등의 화학인의 품위를 유지하기 

어려운 환경요인이 증가하고 있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화학인은 학문의 순수

성 유지와 인류복지 및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라는 목표를 위해 진실하고 보편적인 행동규범을 준수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이에 대한화학회는 다음과 같이 화학인이 지켜야 할 보편적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화학인이 자율적으로 

성실히 준수하도록 촉구함으로써 화학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스스로의 긍지

를 높혀 화학 및 관련 기술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1. 화학인의 사회적 책임

  화학인은 화학 및 관련기술이 사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인식하여 지식 전문직 종사자

로서 책임 있는 연구 및 지적활동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로서 생산된 지식과 기술이 사회의 복지향

상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도록 할 책임을 항상 인식하여야 한다. 또한 화학 지식 및 기술에 관한 문제

에 대해 항상 중립적, 객관적 입장에서 대응하며, 자기의 행위에 책임을 진다.

 

2. 화학인의 기본 연구윤리

  화학인은 연구활동에서 정직성, 진실성과 정확성이 연구 결과의 보편적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수 사

항임을 확인하고 연구의 제안, 계획, 수행과 결과보고 등 모든 연구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이러한 기

본 원칙을 추구한다. 

 

3. 보편성의 원칙

  화학인은 인종, 성, 종교, 교육 배경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으며,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짐을 이

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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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법령의 준수

  화학인은 연구 및 지적활동의 전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규정과 윤리강령에 적시된 규범 및 국제

적 통용 원칙을 성실히 준수한다.

 

5. 연구대상의 존중

  화학인은 연구대상이 생물인 경우 생명의 존엄성에 유의하며 생물 다양성과 환경의 보존에 노력한다.

 

6. 연구자료의 기록‧보존

  화학인은 연구과정에서 사용하거나 생성된 자료를 처음부터 최종단계까지 성실히 기록하고 정한 기

간 동안 보존한다.

7. 저자표시와 지식재산권

  화학인은 연구업적의 저자표시에 있어 연구의 아이디어 제시, 설계 및 수행, 해석 등 연구에 직접적

으로 참여한 자로 제한하고 발표 문건에는 연구과정에서 참고, 인용한 타인의 연구업적을 정해진 방

법으로 명확하게 기술함으로써 원저자의 권리와 지식재산권을 존중한다. 연구업적에 표시된 저자는 

발표논문의 성실성과 정확성에 대하여 공동책임을 진다.

 

8. 사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

  화학인은 새로운 발견이나 연구 및 지적활동의 업적을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을 취득할 

당연한 권리가 있으며, 사회가 요구하는 정당한 사항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 또한 전문 직무에 

관해 고용자 또는 의뢰자의 대리인, 혹은 수탁자로서 계약을 준수하여 성실히 행동한다. 그 때, 업무 

수행상 알게 된 정보의 기밀유지 책무를 진다.

 

9. 연구환경 조성

  화학인은 책임 있는 연구와 지적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적 자유, 공평성, 개방성과 상호존중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10. 연구윤리 전파의 의무

  화학인은 본 윤리강령의 제 규범을 성실히 실천하며 새로이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이 같은 수준

의 연구 윤리강령을 실천하도록 교육 및 전파의 의무가 있다.

 

※ 이 연구윤리 강령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연구윤리 강령을 근거하며 제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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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ical Guidelines for Publication of Chemical Research (KCS)

 

Updated on January 11, 2020

 

Preface

The Korean Chemical Society (KCS), founded in 1946 as an academic organization, 

promotes research and education in the field of chemistry and related areas as an es-

sential resource for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in Korea. Advancement in 

chemical research can be achieved when all chemists associated with the Society re-

spect and adhere to the ethical standards by which research is evaluated. It is important 

that the Society needs to establish the highest ethical standards in research for provid-

ing guidelines for conducting research and publishing high-quality scientific journals 

with responsibility.

 

All members of the Society must consent to and follow strict ethical guidelines docu-

mented for editors, authors, and reviewers. Chemists fulfill their responsibility to the 

Society when they understand and follow ethical guidelines. Experienced research 

chemists should accept the guidelines presented herein. We will remind all members of 

such significant matters, and it would be valuable to those who are relatively new to 

chemical research.

 

A. Ethical Obligations of Editors

Ÿ An editor should unbiasedly treat all submitted manuscripts with reasonable speed 

for the author(s) and must not judge them according to the gender, race, religion, 

seniority, and affiliation of the author(s) or the personal acquaintance with the au-

thor(s). An editor should respect the intellectual independence of the author(s).

Ÿ An editor takes full responsibility for accepting or rejecting a manuscript. 

Manuscripts submitted for publication may be rejected without external review if 

considered by the editor to be unsuitable for the journal based on their failure in 

fitting the journal scope, providing the appropriate contents, writing properly in 

English, or following the ethical guidelines. The responsible duty of an editor is to 

find reviewers who are chosen following their expertise to seek advice for judging 

the reliability and quality of the manuscripts submitted for publication. An editor 

must communicate with the author(s) openly and transparently. 

Ÿ The editor should not deliver or discuss any information about a manuscript sub-



4. 학회 정관, 세칙  449

mitted for publication to anyone other than the author(s) and the reviewer(s) until 

the editor has decided the manuscript. After making the decision of a manuscript 

for publication, the editor (including the editor’s office members) may disclose the 

information on the manuscript, including the title and the names of the authors, 

with the permission of the author(s). The editor and the editor’s office members may 

disclose the information of a manuscript to the editors of other KCS journals when 

the manuscript was rejected due to ethical violations.

Ÿ Another editor of the journal or an editorial advisory board member should take re-

sponsibility for accepting or rejecting any manuscripts that include or acknowledge 

an editor. In addition, an editor should delegate the manuscripts submitted by col-

laborators, colleagues at the same institution, or recent graduates within at least 5 

years to another editor or an editorial advisory board member of the journal. The 

editorial consideration of such manuscripts is not appropriate because they contain 

a serious conflict of interest.

Ÿ Author(s) may request that the editor does not choose certain reviewers for consid-

eration of the manuscript; however, the editor may use one or more of these re-

viewers, if the editor thinks that their comments are critical for judging the accuracy 

and quality of the manuscript or that the submitted manuscript contains opposite 

conclusions based on results and observations from the previous work of the re-

viewer(s).

Ÿ Unpublished information disclosed in a submitted manuscript under consideration 

for publication must not be used for an editor’s research. When a manuscript is re-

lated to an editor’s past or current research that can lead to a conflict of interest 

potentially, the editor must arrange for another editor of the journal or an editorial 

advisory board member to take editorial responsibility for the manuscript. 

Ÿ If an editor shows the evidence that conclusions or substances of a report published 

in the editor’ journal are erroneous, the editor should facilitate the publication of 

a report (usually called “correction”), written by the author(s) (in general, corre-

sponding author(s)), that should describe the errors and possibly correct them with 

additional experiments or explanations.

 

B. Ethical Obligations of Authors

Ÿ An author should comply with the ethical guidelines described below.

Ÿ Authorship. Authorship indicates researchers’ contributions, with responsibility, to 

the work reported in a manuscript. 

(a) Author(s) are expected to contribute substantially to designing the work, collec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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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nalyzing data with interpretation, developing new methods or software for the 

work, or writing the manuscript. Author(s) should approve the submitted or revised ver-

sions and agree with the contributions and responsibility of the author(s) for the accu-

racy and integrity of any part of the work. The primary affiliation for an author should 

be the institution where the majority of the work was carried out by the author. The 

current affiliation of an author may also be stated if the author has subsequently 

moved.

 

(b) The corresponding author is responsible for (i) the agreement and approval of all 

authors to be listed and to submit a manuscript to the journal; (ii) all communication 

between the journal and all co-authors before and after publication; (iii) the submission 

of a competing financial or interests' statement and a signed ‘license to publish’ on be-

half of all authors of the paper; (iv) the identification of any materials in the manu-

script that have been previously published elsewhere and submission of the written per-

mission from the author(s) of the prior work or publishers for the re-use of such mate-

rials; (v) after acceptance, the accuracy of all contents in the proof, including the 

names of authors, affiliations, and contact addresses; (vi) after publication, any queries 

about the published work. 

 

Any changes to the author list after submission [i.e., change in the order of the authors 

or the deletion or addition of the author(s)] must be approved by all authors and be 

informed to the editor or the editor’s office members.

(c) Consortia authorship: If a consortium is listed as a collective of authors, all members 

of the consortium are considered the authors and must be listed in the published 

article. If some members of the consortium do not agree to the author’s re-

sponsibilities, the members will be listed separately.

 

(d) The deceased, who met the criteria as an author, should be included with a footnote 

statement reporting the date of death.

Ÿ Other contributions need to be indicated in a footnote, “Author Contribution” or 

“Acknowledgments”. 

Ÿ An author should report accurate data, sufficient details, and references to re-

produce the data presented in a report by a professional.

Ÿ A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should contain comprehensive conclusions 

that are supported scientif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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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An author should economically and wisely use journal space that is a resource cre-

ated at a high cost.

Ÿ Upon request, an author should accurately describe materials that were already 

open to the public and provide data, methods, and samples of unusual materials un-

available elsewhere to other researchers with a proper material transfer agreement 

to restrict the use of the materials and protect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author.

Ÿ Citation. An author should cite the publications that have been related to the re-

ported studies and those that can provide the present research for research history, 

justification, and, if any, reports opposed to the author’s results and claims to the 

readers for understanding the submitted manuscript. For the materials used in the 

work, an author should also cite appropriate sources if those materials were sup-

plied by nonauthors.

Ÿ Quotation. Author(s) should identify the source of all information indicated in a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Information or materials from private settings, 

including correspondence, conversation, or discussion, cannot be reported in the 

author’s manuscript without explicit consent or permission from the persons who 

originated them. In addition, information obtained under confidential conditions 

such as reviewing manuscripts or funding applications should be treated similarly.

Ÿ Hazards and human or animal subjects. Any hazards in chemicals, equipment, or 

procedures used for the work should be clearly indicated in a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An author should inform the editor of the knowledge, materials, or 

methods, presented in a manuscript, that could pose a threat to public health and 

safety, the environment, crops, plants, animals, or materiel. Rules and ethical guide-

lines of the KCS journals provide mandatory standards of practice in experimental 

studies performed using biological samples obtained from animals or human 

subjects. An author must confirm that all experiments were conducted following rel-

evant guidelines and regulations. Studies submitted for publication must present the 

evidence that the described experimental activities have undergone the local institu-

tional review for assessment of the safety and use for studying animals or human 

subjects. In the case of human subjects, an author must also provide a statement 

that the samples for studies were obtained through the informed consent of the do-

nors or in place of that evidence by the authority of the institutional board that li-

censed the use of such materials. An author must report the identification or case 

number of the institution's approval as well as the name of the licensing committee 

with a statement at the section of “Materials and Methods” in a manuscript sub-

mitted for publication. Additionally, in that section, an author must describe sex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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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characteristics of animals that may affect the author’s data and interpretation. 

Reviewers may be requested to comment on any studies employing biological sam-

ples in which concerns arise.

Ÿ Fragmentation. Fragmentation of the research reports should be avoided. 

Fragmentation consumes journal space. Reports on similar or relevant studies pub-

lished in the same journal or other journals give the readers clear literature search 

and information.

Ÿ It is improper for an author to simultaneously submit manuscripts that illustrate the 

same research to more than one journal for publication. In general, submitting a 

manuscript expanding on a previously published but brief preliminary account of 

the same work is permissible. At the time of submission, however, the manuscript 

must contain important results that were not included in earlier communications or 

letters, and the preliminary communication should be cited in the manuscript.

Ÿ When a manuscript is submitted, an author should inform the editor of related 

manuscripts that are under editorial consideration or in press with descriptions on 

the relationships of those manuscripts to the submitted manuscript. Such manu-

scripts should be available to the editor.

Ÿ A study may justify criticism of the studies that were obtained by other researchers. 

Such criticism, if appropriate, can be presented in the paper. Direct personal criti-

cism of other scientists, however, is not tolerated under any circumstances.

Ÿ All authors must declare (i) any significant financial interest in corporate or com-

mercial entities associated with the subject of the manuscript; (ii) any relationship 

existing within the past three years with entities that have a financial or other inter-

est in the claims and results described in the submitted manuscript.

Ÿ Image standards. Images that include in a manuscript should be free from any 

manipulation. A clear description on production of any images should be provided 

when the manuscript is submitted.

Ÿ Plagiarism and duplicate publication. Plagiarism is not acceptable in the KCS 

journals. Author(s) should not engage in plagiarism (exactly or almost exactly copy-

ing of the contents and the data from other studies). Self-plagiarism that is also 

known as “duplicate publication” (close replication of the authors’ previously pub-

lished contents or data without a clear indication of the sources) is completely 

unacceptable. The appearance of two or fewer same sentences from the paper(s) 

previously published by the author(s) in the submitted manuscript may not be a du-

plicate publication. Materials that are included exactly from the authors’ previously 

published reports must be presented with marks. It is unacceptable for an author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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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exactly or almost exactly the author’s work and report the author’s previously 

published data and methodologies as new ones with no acknowledgment.

 

C. Ethical Obligations of Reviewers

Ÿ A scientist has a professional obligation to respect and follow scientific criteria for 

reviewing the documents related to research. 

Ÿ A reviewer should promptly evaluate the manuscript(s) assigned for evaluation. 

When the reviewer is considered unqualified to judge a submitted manuscript, the 

reviewer should immediately inform the editor of that. A reviewer should have care-

ful consideration for a conflict of interest when the manuscript assigned for evalua-

tion contains any portions of the reviewer’s published or ongoing work. In that case, 

the reviewer should immediately return the manuscript without review and inform 

the editor of the conflict of interest.

Ÿ A reviewer should not evaluate the manuscript(s) that are authored or co-authored 

by a person who has a connection with the reviewer because such a relationship 

would provide a bias against the manuscript.

Ÿ A reviewer should review and evaluate the quality of a manuscript and its 

Supporting Information in an objective manner. A reviewer should not judge a 

manuscript based on the reviewer’s personal belief or hypothesis in science that is 

not verified.

Ÿ A reviewer should respect the intellectual independence of the author(s). A reviewer 

must provide an evaluation summary of a manuscript that contains comments, ques-

tions, or suggestions on the work, with detailed descriptions. The evaluation report 

provided by a reviewer should be accurately written and should not include the con-

tents of insulting the author(s). It is forbidden for a reviewer to request an author 

to further explain the work described in the submitted manuscript or provide sup-

plementary materials for the reviewer’s private purposes.

Ÿ The review of a submitted manuscript can justify criticism by a reviewer. If appro-

priate, such criticism may be presented in a published paper. In no case, however, 

a reviewer should include personal criticism of an author in the evaluation report 

of a manuscript.

Ÿ Confidentiality and anonymity are expected throughout the editorial review process.

(a) Manuscript confidentiality. A reviewer should keep confidential the manuscripts 

(including data) assigned for evaluation, the reviewer’s report, and related 

correspondence. Such documents should be neither disclosed nor discussed with others. 

If the documents were confidentially shared with the person(s) for obtaining comments 



454 (사)대한화학회 75주년 자료집

based on their expertise, their identities should be informed to the editor.

(b) Reviewer and review confidentiality. When a reviewer wishes to disclose the re-

viewer’s identity to the author(s), the reviewer should consult with the assigned editor, 

and the decision to disclose such information to the author(s) is the editor’s sole 

decision. A reviewer may reveal that the reviewer has accepted a review invitation for 

the corresponding KCS journal. Under any circumstances, however, a reviewer should 

not be identified for a specific manuscript. Furthermore, a reviewer should not disclose 

the evaluation contents of a submitted manuscript to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Peer 

review confidentiality and anonymity are expected to extend beyond acceptance or re-

jection of a submitted manuscript.

Ÿ A reviewer should confirm citations of the studies that are referred to in a 

manuscript. If the results included in the manuscript are similar to previously pub-

lished ones, the reviewer should immediately report those results to the editor in 

detail. Additionally, a reviewer should indicate the failure of the author(s) to cite rel-

evant studies by other scientists in a professional manner. A reviewer should inform 

the editor of any substantial similarity between a submitted manuscript and any 

published papers or manuscripts submitted simultaneously to other journals.

Ÿ A reviewer should explain the reviewer’s judgment on a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in a report (if needed, relevant citations should be included) for the edi-

tor and the author(s) to understand the reviewer’s comments and statements.

Ÿ A reviewer should inform the editor of any concerns from a submitted manuscript 

that describes the research containing knowledge, products, or methods that could 

pose a threat to public health and safety, the environment, crops, plants, animals, 

or materiel.

 

D. Ethical Obligations of Scientists Publishing outside the Scientific Literature

Ÿ A scientist who publishes in the general literature should accurately report ob-

servations and data with unbiased interpretations in a scientific journal.

Ÿ For persons who may not have professional knowledge and may not understand sci-

entific terminologies, a scientist may use general words and terms with less pre-

cision to promote public understanding. For communication with the general public, 

some loss of accuracy in scientific expression may be acceptable. A scientist, how-

ever, should keep the accuracy of public writing, statements, and speaking.

Ÿ It is unacceptable for a scientist to proclaim any discovery to the public without ex-

perimental, theoretical or statistical evidence that warrants publication in the scien-

tific literature. An account of experimental studies and data that support a pro-



4. 학회 정관, 세칙  455

nouncement to the public should be quickly submitted for publication in a scientific 

journal.

Ÿ A scientist should be clearly aware that the disclosure of research findings, including 

data and observations, in the press, databases, or any bulletin boards may be con-

sidered by an editor a preliminary communication in the scientific literature.

특별위원회 규정

 

2003년 1월 24일 제정

2009년 7월 13일 개정

 

제1조 본회 정관 제4조의 사업 중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신속하게 이루기 위하여 한시적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제2조 위원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위원장 : 1명

  부위원장 : 약간 명

  위원 :  약간 명

제3조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제청에 따라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제4조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 또는 실무이사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위촉하며 당해 연도 운영위원 1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업 성격상 다년간 기간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사업은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대한화학회 75주년 기념사업 위원회 규정

 

2019년 3월 15일 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1946년에 창립된 대한화학회가 75주년이 되는 2021년을 기념하는 학술활동을 

원활하게 준비하고자 이에 필요한 학술 사업, 기념 서적 발간 및 대(對)언론 홍보 사업을 총괄하는 

‘대한화학회 75주년 기념사업 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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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사항으로 한다.

  1. 사업의 종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2. 주요 사업의 계획 및 집행

  3.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대내·외적 확보를 통한 조달에 관한 사항

  4. 사업 수행에 필요한 국내외의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 1인

  부위원장 : 3인 내외

  위원 :

  자문위원 :

제4조 (위원 위촉 및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위촉시점부터 위원회 해산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2.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제청에 따라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3.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4. 부위원장 중 1인은 당해 연도 운영위원 1인으로 한다.

  5. 제4조 4항 이외의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제5조(사업) 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해산 및 임기) 위원회의 해산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운영비) 위원회의 사업비는 외부 수주액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8조(사업 보고 및 감사)

  1. 위원장은 다음 사항들을 1년에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주요 사업의 계획 및 집행실적

    ② 연도별 결산

    ③ 기타 주요한 사항

  2. 대한화학회 감사는 위원회의 사업 결과 및 결산에 대해서 감사를 수행한다. 

제9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칙  외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한 재원 확보시 해당 기관 또는 단체와의 소통과 예산 집행 주체는 

본 위원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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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회 규정

1982년  2월 24일 제정, 1994년 10월 14일 개정 

1998년 10월 23일 개정, 2009년  7월 24일 개정 

2010년  2월 26일 개정

 

제1조 대한화학회의 회원은 각 학술분야의 활동을 촉진하고 동호인들의 친목을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

을 얻어 학술분과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조 각 분과회는 다음의 구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한화학회의 정회원으로 3년 이상 가입하고 그 분과의 분야를 전공한 자 50인 이상의 연명 신청

  (2) 신청 당시 이전 3년간 20인 이상이 참석한 세미나 또는 심포지엄이나 워크숍 을 10회 이상 개최

한 실적

제3조 각 분과회의 세칙은 각 분과회에서 작성하되,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 각 분과회는 세칙에 따라 분과회장 및 임원을 선출하되, 그 임기는 1월 1일 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만료되는 1년 단위로 하여야 한다. 

제5조 각 분과회는 스스로 회비를 정하여 징수할 수 있고 모금이나 기부금은 본회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제6조 각 분과회는 당해 연도 9월에 다음 해의 임원명단과 사업계획을, 그리고 1월에 전년도 회무 및 

감사보고서를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유기화학분과회 세칙 

 

1982년 2월 24일 제정, 1989년  2월  9일 개정 

1998년 2월 12일 개정, 2002년  4월 20일 개정 

2007년 2월 22일 개정, 2012년 10월  5일 개정 

2013년 3월 29일 개정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대한화학회 유기화학분과회(이하 “본 분과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분과회는 유기화학분야의 학술발전 및 보급에 이바지하고 회원 상호간의 협력과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대한화학회의 정회원 중 유기화학분야에 종사하거나 또는 관심을 가진 사람은 본 분과회 

회원이 될 수 있다. 본 분과회의 회원이 되려면 입회원서를 분과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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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분과회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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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본 분과회의 학술활동에 직접 참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자료를 수령한다.

  (3) 본 분과회의 활동에 관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4) 본 분과회가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한다.

제5조(회원의 탈퇴) 본 분과회의 회원은 분과회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본 분과회를 탈퇴할 

수 있다. 또한 일정기간 내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회원 자격을 잃는다(단, 만 65세 이상의 원로회

원은 연회비를 면제한다).

제6조(활동) 본 분과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년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심포지엄, 워크샵,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3) 심포지엄이나 워크숍의 proceedings 및 세미나 초록을 발간할 수 있다.

  (4) 회원의 연구를 진작시키고 연구업적을 표창하기 위하여 학술상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5) 총회 및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대한화학회 회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할 수 있다.

제7조(임원) 본 분과회에는 1인의 회장과 약간 명의 부회장 및 운영위원을 둔다.

  (1) 분과회 회장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가) 회장후보는 회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회원으로 한다.

    (나) 추천된 후보는 정기총회 일주일 전까지 현 분과회 회장에게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분과회 회장은 분과 정기총회에 출석한 회원의 직접 비밀투표에서 최다득표자를 선출한다.

    (라) 회장후보가 없을 경우 현 분과회 회장이 후보를 지명하며, 출석한 회원의 직접비밀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인준한다.

    (마)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2년 연속 분과회 회비를 납부한 회원이 분과회 회장의 선거권과 피선거

권을 갖는다.

 (2) 선출된 분과회 회장은 부회장 및 운영위원을 지명한다.

제8조(위원회) 본 분과회에는 분과회 발전을 위해 약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부 칙

제1조 개정된 회칙은 2013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세칙을 개정하려면 회장 또는 10인 이상의 회원이 발의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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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화학분과회 학술상에 관한 세칙

 

1998년 4월 10일 제정, 2000년  2월 22일 개정 

2002년 4월 20일 개정, 2002년 10월  8일 개정 

2004년 1월 30일 개정, 2012년 10월  5일 개정 

2013년 3월 29일 개정, 2021년  3월 26일 개정

 

제1조 본 분과회 세칙 제2조 및 제6조 제3항에 의거하여 유기화학분과회 학술상(이하 “학술상”이라 함)

을 제정한다.

제2조 학술상은 유기화학에 관련된 탁월한 논문을 발표하여 유기화학분야 및 분과회의 발전에 현저하

게 공헌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3조 학술상은 유기화학 학술상, 심상철 학술상, 젊은 유기화학자상, 장세희 학술상으로 구성한다. 유

기화학 학술상은 정기총회, 심상철 학술상은 춘계총회, 젊은 유기화학자상은 워크샵 및 12월 유기화

학분과회 세미나, 장세희 학술상은 추계총회에서 시상한다.

제4조 학술상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장세희 학술상은 고 장세희 교수의 유가족과 제자들이 1998년 이후 희사한 기금과 기부금으로 

시행한다.

  (2) 심상철 학술상은 고 심상철 교수의 유가족과 제자들이 2003년 이후 희사한 기금과 기부금으로 

시행한다.

  (3) 유기화학 학술상과 젊은 유기화학자상은 유기화학분과회에서 마련한 기금과 기부금으로 시행한다.

제5조 학술상의 구성과 시행은 다음과 같다.

  (1) 각 학술상은 수상자에게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2) 시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지급되는 기금이자와 원금에서 충당한다.

제6조 학술상 심사대상자의 자격과 추천 및 심사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각 상의 후보자는 심사하는 해 이전 3년 이상 연속으로 본 분과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2) 심사 대상 업적은 수상 전년도말까지 3년 동안 발표한 대표논문 1편으로 하되, 5년간 발표한 논문 

목록을 참고자료로 심사에 반영한다.

  (3) 후보추천은 본인, 분과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인단, 그리고 학술상 심사위원으로 한다. 각 추천인

(단)은 본 분과회가 정하는 양식에 따라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후보 추천 마감은 각 시상일 60일 전으로 한다.

  (5) 젊은 유기화학자상은 당해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40세 미만 연구자에 수여한다.

제7조 각 학술상 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심사위원은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분과회의 직전 및 현 회장과 현 총무부회장은 당연직 심사위원이 되며 현 회장은 심사위원회 위

원장이 된다.

  (3) 기타 심사위원은 당연직 심사위원들이 합의하여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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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학술상 후보자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8조 수상자는 서류평가 후 심사위원 전원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후보자 중 과반수이상의 득표자를 수상자로 한다.

  (2)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 상위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재투표하여 최다 득표자를 수상자로 선정

한다. 단 2위 후보자가 다수일 때 2위 후보자 전원을 재투표 대상에 포함시킨다.

  (3) 재투표 결과가 최다 득표자가 다수일 때, 위원장이 선정한다.

제9조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학술상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개정된 시행세칙은 2021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기화학 학술상은 2013년도의 경우 하계 워크샵에서 시상한다.

제3조 본 시행세칙을 개정하려면 회장 또는 10인 이상의 회원이 발의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젊은유기화학자상은 당해년도에 최대 3인까지 수여할 수 있다.

무기화학분과회 세칙

 

1983년  4월  8일 제정, 1994년 10월 14일 개정 

1996년  5월 24일 개정, 1999년 10월 15일 개정

2001년 10월 19일 개정, 2003년  1월 24일 개정 

2011년  4월  7일 개정, 2017년  9월 22일 개정

 

제1조(명칭) 본회는 대한화학회 무기화학분과회(이하 “무기분과회”라 칭함)라 칭한다.

제2조(목적) 무기분과회는 무기화학의 학술발전 및 보급에 이바지하고 회원 상호간의 연구협력과 친목

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대한화학회의 정회원 중 무기화학 분야를 전공하거나 관심 있는 자는 무기분과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가입하기를 원하는 자는 분과회 회장에게 입회원서를 제출함으로써 회원

이 된다.

제4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무기분과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무기분과회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무기분과회 학술활동에 직접 참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자료를 수령한다.

  (3) 무기분과회 학술활동에 관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4) 무기분과회가 회비를 징수할 경우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회원의 탈퇴) 무기분과회 회원은 탈퇴서를 분과회 회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본 분과회를 탈퇴할 수 

있다. 또한 회비 징수시 일정기간 내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회원자격을 잃는다. 

제6조(활동) 무기분과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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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무기분과회는 대한화학회 총회시 무기분과회 총회를 개최한다. 

  (2) 무기분과회는 정기세미나, 심포지엄, 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다.

  (3) 무기분과회는 심포지엄이나 워크숍의 proceedings, 세미나 초록을 발간할 수 있다.

  (4) 무기분과회는 기타 임원회 및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대한화학회 회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할 

수 있다.

  (5) 무기분과회는 무기화학 소식을 발간하여 활동계획, 무기화학 관련 학회 안내, 공지사항, 세미나 

안내 등을 알린다.

제7조(임원) 무기분과회는 1인의 회장과 약간 명의 간사를 둔다.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무기분과회 회장의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후보자는 분과회 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하고, 운영위원회가 확정한다.

  ② 후보자의 추천은 서면 혹은 이메일로 하고, 추천은 투표 개시일 1개월 전으로 회장이 지정하는 

날에 마감한다. 

  ③ 회장은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하되, 투표는 비밀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한다.

  ④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후보자중 최다득표자가 당선된 것으로 한다.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신임투표를 통하여 후보자는 총투표자의 과반수이상의 득표를 하여야 당선된 것으로 한다. 후보자

가 없는 경우, 운영위원회가 1인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신임투표를 통하여 당선자를 확정한다. 

  ⑤ 전년도 회원이거나, 선거 당일까지 회원자격을 취득한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3) 회장은 간사를 지명한다.

  (4) 회장은 본 무기분과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무기분과회의 특별한 학술활동을 위해 잠정

적으로 위원회를 조직하거나 특정인을 지명할 수 있다.

  (5) 간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8조(회기) 본 무기분과회의 회기는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2월 31일의 1년 단위로 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본 무기분과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1) 무기분과회 회장 및 전 회장, 그리고 간사 및 전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한다.

  (2)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현 무기분과회 회장으로 한다.

  (3) 운영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장 및 회원의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4)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5) 운영위원회는 무기분과회 운영전반에 자문 역할을 한다. 

  (6) 운영위원회는 대한화학회에서 무기화학분과회로 의뢰하는 아래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자문

한다.

  ① 각종상 수상자 후보추천

  ② 대한화학회 총회시 각종 연사추천

  ③ 대한화학회 총회시 개최되는 심포지엄에 관한 것

  ④ 기타 분과회장이 의뢰하는 사항

제10조(우수연구상) 본 분과회는 무기분과회 “우수연구상”을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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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무기분과회는 무기화학 분과회비를 3년 이상 납부한 무기화학분과회 회원 중에서 최근 3년간 연

구업적이 가장 우수한 2명 이하의 회원에서 “우수연구상”을 시상한다.

  (2)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기념 금메달을 수여한다.

  (3) 연구논문, 특허, 그리고 실용화 실적 등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4) 수상자의 선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회원들은 수상 후보자를 운영위원들에게 추천한다.

  ② 운영위원들은 추천자들 중 5명 이내의 후보자를 결정한다.

  ③ 운영위원들은 연구실적을 평가 후 무기명 투표로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득표자를 수상자로 한다.

  ④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득표자 중 최다 득표자 2인을 후보로 재투표하여 최고 득표자를 

수상자로 한다.

  ⑤ 최고 득표자 2인이 동수일 때 위원장이 결정한다.

  ⑥ 위의 ①~⑤의 과정을 통해서 선출된 1인 이외에 추가로 1인의 수상자를 선출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나)의 후보자들 중에서 기 선출된 1인을 제외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③ - ⑤의 과정을 

다시 거쳐서 선출할 수 있다.

  (5) 우수연구상은 매년 대한화학회 춘계총회시 무기분과회 총회에서 시상한다.

제11조(젊은무기화학자상) 본 분과회는 무기분과회 “젊은무기화학자상”을 제정한다.

  (1) 무기분과회는 국내 대학(조교수 이상), 정부출연 연구소 또는 기업체 연구기관(선임연구원급 이상)

에서 근무하며 무기화학 분과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한 시상일 기준 만 45세 미만의 자로서, 무기화

학 분야에서 연구 업적이 우수한 2명 이하의 회원에게 "젊은무기화학자상"을 시상한다. 단, 심사대

상 연구업적은 국내에서 독립적인 자신의 연구 수행의 결과물이어야 한다.

  (2)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3) 연구논문, 특허, 그리고 실용화 실적 등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4) 수상자의 선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상의 수상자 선정은 운영위원회가 한다.

  ② 무기분과회원은 수상 후보자를 추천한다.

  ③ 운영위원은 추천자 중 5명 이내의 후보자를 결정한다.

  ④ 운영위원은 연구실적을 평가 후 무기명 투표로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득표자를 수상자로 한다.

  ⑤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득표자 중 최다 득표자 2인을 후보로 재투표하여 최고 득표자를 

수상자로 하며, 최고 득표자 2인이 동수일 때 위원장이 결정한다.

  ⑥ 위의 (가) - (마)의 과정을 통해서 선출된 1인 이외에 추가로 1인의 수상자를 선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의 후보자들 중에서 기 선출된 1인을 제외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라) - (마)의 

과정을 다시 거쳐서 선출할 수 있다.

  ⑦ 당해 해당자가 없을 경우 다음 해에 선발하여 시상한다.

  (5) 젊은무기화학자상은 대한화학회 추계총회시 무기분과회 총회에서 시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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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개정된 세칙은 2017년 9월 15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세칙을 개정하려면 회장 또는 회원 10인 이상에 의하여 개정안이 발의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 무기분과회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무기화학분과회 김시중 학술상에 관한 세칙

 

2020년 9월 18일 제정

 

제1조 본 상의 명칭을 무기화학분과회 김시중 학술상이라 한다.

  (1) 무기분과회는 국내 대학 또는 연구소(선임연구원 이상)에 근무하며 무기화학분과회비를 3년 이상 

납부한 무기화학분과회원 중에서 연구 업적이 가장 우수한 연구자에게 김시중 학술상을 시상한다.

  (2)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3) 연구논문, 특허, 그리고 실용화 실적 등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4) 수상자의 선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상의 수상자 선정은 무기분과회 운영위원회가 한다.

  ② 무기분과회원은 수상 후보자를 추천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추천자 중 명 이내의 후보자를 결정한다.

  ④ 운영위원은 연구실적 등을 평가 후 무기명 투표로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를 수상자로 

선정한다.

  ⑤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득표자 중 최다 득표자 2인을 후보로 재투표하여 최다득표자

를 수상자로 하며, 최다 득표자 2인이 동수일 때 위원장이 결정한다.

  ⑥ 당해 연도에 적절한 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5) 김시중 학술상은 대한화학회 추계총회시 무기분과회 총회에서 시상한다.

부 칙

제1조 개정된 세칙은 2020년 10월 28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세칙을 개정하려면 회장 또는 회원 10인 이상에 의하여 개정안이 발의되고 운영위원회의 의

결을 거쳐 본 무기분과회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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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화학분과회 세칙

 

1983년 4월 8일 제정, 1996년 11월 23일 개정 

2011년 4월 7일 개정, 2019년  3월 15일 개정

 

명칭 및 목적

제1조 본회는 대한화학회 분석화학분과회(이하 “분석분과회”라 칭함)라 칭한다.

제2조 분석분과회는 분석화학의 학술발전 및 보급에 이바지하고 회원 상호간의 연구 협력과 친목을 도

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  원

제3조 대한화학회의 정회원 중 분석(화학)분야를 전공하거나 또는 관심이 있는 자는 분석분과회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가입하기를 원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분과회 회장에게 제출함으로써 회원

이 된다.

제4조 분석분과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분석분과회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분석분과회 학술활동에 직접 참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자료를 수령한다.

  (3) 분석분과회 활동에 관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4) 분석분과회가 회비를 징수할 경우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 분석분과회 회원은 탈퇴서를 분과회 회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본회를 탈퇴할 수 있다. 또한 회비 

징수시 일정기간 내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회원자격을 잃는다.

활  동

제6조 분석분과회는 정기 및 비정기 분석화학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 분석분과회는 국내외 저명과학자를 초빙하여 분석화학 심포지엄이나 워크숍 을 개최할 수 있다.

제8조 분석분과회는 심포지엄이나 워크숍의 회보 (프로시딩) 및 소식지 (뉴스레터) 등을 발간할 수 있다.

제9조 분석분과회는 기타 임원회 및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대한화학회 회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할 

수 있다.

제10조 분석분과회는 회원의 연구업적이나 공로를 표창하기 위하여 상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임  원 

제11조 분석분과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그리고 총무간사를 비롯한 약간 명의 간사를 둔다.

제12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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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회장은 분석분과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그리고 회장은 분석분과회의 특별한 활동을 

위해 잠정적으로 위원회를 조직하거나 특정인을 지명할 수 있다.

제14조 부회장은 차기 분과회장이 되며, 부회장 임기 개시 전년도 춘계총회에서 회원 중에서 1인을 직

접 선출한다. 선출된 부회장은 당기의 분석분과회 운영 및 활동을 참관하고, 회장의 업무를 돕는다.

제15조 간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지명된 간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회장 부재시, 부회장, 총무, 재무, 학술, 홍보 간사팀장의 순으로 회장을 대리한다.

제16조 감사는 분과회 업무 및 재무 운영 사항을 감독하고 이를 동계 총회에서 분과회원들에게 보고한

다. 업무 감사는 전임 회장의 추천을, 재무 감사는 부회장 (차기 회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각각 

임명한다.

 

분석화학분과회 부회장(차기 회장) 선출에 관한 세칙

 

2019년 3월 15일 제정

 

제1조(분석화학분과회 부회장의 선출) 분석화학분과회(이후 분과회) 부회장은 임기 차년도 분과회장이 되

며, 임기 전년도 분과 춘계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제2조(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분과회장이 위원장, 총무간사(팀장)가 부위원장을 겸임하며, 

감사 1인 이상을 포함한 5인에서 10인 이내로 선거개시 30일 이전에 구성한다.

제3조(선거관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공고, 후보의 등록, 투표, 개표 그리고 당선자 공고 등 

선거에 관한 모든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후보자격) 부회장 후보의 자격은 분과회 춘계 정기 총회에서 참석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단, 추천자는 1 명의 후보만을 추천할 수 있다.

제5조(후보등록 및 선거 방법) 총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가 후보추천을 수락하면 후보자가 되며,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5분 이내의 각 후보자별 소견발표 후에 직접선거를 실시한다.

제6조(당선자 확정)

  (1)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며,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2)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된다.

  (3) 적격 후보자가 없거나, 당선자가 없을 때는 고문단의 의견을 참고하여 춘계총회 이후 첫 간사회

의에서 선출한다.

제7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간사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본 규정은 분과총회의 승인을 획득한 2018년 10월 18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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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화학분과회 영인과학 분석화학학술상에 관한 세칙

 

2000년 8월 21일 제정, 2006년 12월  1일 개정 

2011년 4월  7일 개정, 2016년  1월 29일 개정 

2019년 3월 15일 개정

 

제1조 본 분과회 세칙 제2조 및 제10조에 의거하여 영인과학 분석화학학술상(이하 “학술상”이라 칭함)

을 제정한다.

제2조 영인과학 분석화학학술상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후보자는 전임 분과회장들이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들의 추천이 없을 경우 간사들이 

추천할 수 있다.

  (2) 후보 추천 시, 추천자는 후보자의 연구업적을 분과회에 제출한다.

  (3) 추천된 후보자들에 대해 학술간사 회의에서 논의 후, 분석분과회 회장이 선정한다.

제3조 학술상 수상자는 매해 1 명으로 한다.

제4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제5조 학술상은 당해 대한화학회 추계학술발표회 분석분과회 총회에서 분석분과회 회장 명의로 수여한

다.

제6조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분석분과회 간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분석화학분과회 분석기술상에 관한 세칙

 

2015년 9월 18일 제정

 

제1조 분석화학분과회 세칙 제2조 및 제10조에 의거하여 분석기술상을 제정한다.

제2조 분석기술상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분석화학분과회 회원이 분석화학분과회 회원 중에서 추천한다.

  (2) 후보 추천 시, 추천자는 후보자가 분석기술의 발전에 기여한 업적을 분과회에 제출한다.

  (3)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간사회의 투표를 통해 다득점자를 추대 후, 분석화학분과회 회장이 선정한

다.(동점자가 나올 경우, 분석분과회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3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제4조 분석기술상은 당해 대한화학회 추계학술발표회 분석화학분과회 총회에서 분석화학분과 회장 명

의로 수여한다.

제5조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분석화학분과회 간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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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화학분과회 분석화학우수학생상에 관한 세칙

 

2015년 9월 18일 제정, 2018년 9월 14일 개정

 

제1조 분석화학분과회 세칙 제2조 및 제10조에 의거하여 분석화학우수학생상(이하 “우수학생상”이라 

칭함)을 제정한다.

제2조 우수학생상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후보자는 분석화학분과 회원인 지도교수가 추천하는 대학원 졸업예정자로서, 분석화학분과 주관 

심포지엄에서 구두 또는 포스터를 1회 이상 발표하였거나, 발표할 예정인 자로 한다.

  (2) 지도교수는 1인당 1년에 최대 1명까지 추천할 수 있으며, 피추천자의 이력 및 추천 사유를 대한화학

회 춘계 또는 추계 분석화학분과 총회 1개월 전까지 담당 학술간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우수학생상은 피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학술간사회의 심의를 거쳐 분석화학분과회 회장이 선정한다.

제3조 수상자에게는 분석화학분과회 회장 명의로 상장을 수여한다.

제4조 우수학생상 수상자 명단은 대한화학회 춘계 또는 추계학술발표회 분석분과회 총회에서 발표한다.

제5조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분석화학분과 간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분석화학분과회 아이센스 젊은분석화학자상에 관한 세칙

 

2018년 9월 14일 제정 

제1조 분석화학분과회 세칙 제2조 및 제10조에 의거하여 아이센스 젊은분석화학자상을 제정한다.

제2조 아이센스 젊은분석화학자상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후보자는 분석분과회 회원이면 누구든 추천할 수 있다.

  (2) 후보 추천 시, 추천자는 후보자의 연구업적을 분과회에 제출한다.

  (3) 추천자들을 대상으로 학술간사회의 투표를 통해 다득점자를 추대 후, 분석분과회장이 선정한다 

(동점자가 나올 경우, 분석분과회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3조 아이센스 젊은분석화학자상 수상자는 매해 1 명으로 한다.

제4조 후보자는 수상 당일 기준으로 만45세 이하이고, 최종학위 취득 후 10년 이내인 분석화학자로 

한다.

제5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제6조 아이센스 젊은분석화학자상은 당해 대한화학회 춘계 학술발표회 분석화학분과회 총회에서 분석

화학분과회 회장 명의로 수여한다.

제7조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분석분과회 간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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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화학분과회 분석화학우수구두발표상에 관한 세칙

 

2018년 9월 14일 제정, 2019년 3월 15일 개정

제1조 분석화학분과회 세칙 제2조 및 제10조에 의거하여 분석화학 우수구두발표상(이하 “우수구두발표

상”이라 칭함)을 제정한다.

제2조 우수구두발표상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한화학회 춘계 또는 추계학술발표회의 분석화학분과 세션에서 일반구두발표를 실시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 수상자 수는 구두발표를 실시한 사람의 수를 고려하여 학술간사회에서 결정한다.

  (3) 수상자는 해당 구두발표의 좌장 및 참석한 선임급 이상의 연구자들의 의견을 받아 학술간사회의 

추천을 거쳐 회장이 선정한다.

제3조 우수구두발표상 수상자 명단은 학술발표회 후 발표한다.

제4조 우수구두발표상 수상자에게는 분석화학분과 회장 명의의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한다.

제5조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분석화학분과 간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물리화학분과회 세칙

 

1983년 10월 12일 제정, 1989년  3월 25일 개정 

1993년  7월 22일 개정, 1997년  2월 22일 개정 

1999년 10월 15일 개정, 2001년  4월 10일 개정 

2004년  1월 30일 개정, 2012년 10월  5일 개정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대한화학회 물리화학분과회(이하 “본 분과회”라 칭함) 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분과회는 회원 상호간의 협조와 친목을 도모하며, 물리화학분야의 학술진흥에 이바지하

고, 아울러 대한화학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대한화학회 정회원 중 물리화학 분야를 전공하거나 이 분야에 흥미를 가진 사람으로서 본 

분과회장에게 등록을 하여 회원이 된다.

제4조(임원) 

  (1) 본 분과회는 회장 1인과 총무간사 1인 및 약간 명의 간사를 둔다. 회장과 임원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1년으로 한다.

  (2) 회장은 매년 마지막 분과회 심포지엄에서 참석한 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취임 1년 전에 선출

하며, 회장으로 선출된 자는 1년간의 차기회장직을 수행한다.

  (3) 현임, 차기, 전임, 전전임 회장과 총무간사로 운영위원회를 두며, 현 회장은 위원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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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회장은 분과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간사들을 지명하여 회장을 보좌하게 한다. 회장 유고

시에는 차기회장이 현 회장의 잔여 임기 동안의 업무를 대행한다.

  (5) 회장은 분과회의 특별한 활동을 위하여 한시적인 위원회를 조직하거나, 특정인을 지명할 수 있다.

제5조(회의) 

  (1) 회장은 매년 정기총회를 적어도 1회 소집한다.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여길 때, 또는 당해 연도 회원 20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는 회장이 임시총회

를 소집한다. 

  (3) 총회의 모든 결의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활동) 본 분과회는 다음과 같은 학술활동을 갖는다.

  (1) 정기 세미나 개최

  (2) 심포지엄이나 워크숍 

  (3) 물리화학 년보 발행 

  (4) 기타 본 분과회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추진

제7조(세부전공위원회) 회장은 본 분과회의 학술활동을 각 세부전공분야별로 깊이 있게 하기 위하여 전

공별 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회비) 본 분과회의 회원은 분과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비는 정기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하고 

총회에서 결의한다.

제9조(회기) 본 분과회의 회기는 1년 단위로 하되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회장은 회의 운영계획과 

예산을 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후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기가 끝날 시에는 그 결과를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학술상) 본 분과회에서는 우리나라 물리화학분야의 학술 발전을 위하여 학술상을 수여할 수 있다.

  (1) 학술상의 명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물리화학분야에 기여가 큰 회원으로서 본인 또는 찬

조자가 학술상의 기금을 조성한 경우에는 아호 또는 이름을 사용할 수도 있다.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술상 세칙에 따로 정한다.

물리화학분과회 입재(立齋)물리화학상에 관한 세칙 
 

2000년 10월 9일 제정, 2012년 10월 5일 개정 

2013년 3월 29일 개정

 

제1조 본 세칙은 물리화학분과회 세칙 제10조에 따라 우리나라 물리화학분야의 학술 발전을 위하여 

장세헌박사와 그 문하생 및 후학들이 마련한 기금으로 운영하는 입재(立齋)물리화학상(이하 “본 상”

이라 칭함) 시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 상은 본 분과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회원으로서 물리화학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

을 쌓고 우리나라 물리화학과 본 분과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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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본 상의 수상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 

  (1) 선정위원회는 당연직 및 임명직 선정위원(이하 “위원”)으로 구성되며, 총 위원의 수는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2) 심사 날짜 기준으로 본 분과회의 차기, 직전 및 현 회장과 총무 간사 등 4인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현회장은 위원장이 된다. 

  (3) 임명직 위원은 당연직 위원의 합의에 따라 위촉한다. 

  (4) 당연직 위원은 수상후보자가 될 수 없으며, 임명직 위원이 수상후보자가 될 경우에는 선정위원을 

사퇴하여야 한다.

제4조 수상자는 소정의 공적서를 제출한 회원이나 선정위원의 추천을 받은 회원 중에서 비밀투표를 통

해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단, 선정위원이 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은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1) 후보자 중 출석 선정위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수상자로 한다. 단 후보자가 1인 일 때도 과반수의 

득표가 있어야 한다. 

  (2)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최다 득표자 2인에 대한 재투표에서 최다 득표자를 수상자로 한다. 

  (3) 재투표 결과가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5조 매년 2월말까지 수상자를 선정하고, 수상자에게는 당해 연도 대한화학회 춘계총회 물리화학분과

회 발표회장에서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시상에 필요한 경비 는 기금의 이자로 충당하고, 잉여금이 

있을 경우에는 기금에 적립한다.

제6조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제7조 본 세칙은 2000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물리화학분과회 젊은물리화학자상에 관한 세칙

 

2001년 4월 10일 제정, 2012년 10월 5일 개정

2013년 3월 29일 개정

 

제1조 본 세칙은 물리화학분과회 세칙 제10조에 따라 젊은물리화학자상(이하 “본 상”이라 칭함) 시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자 요건) 본 상은 물리화학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낸 만 45세 미만(시상일 기준)의 회원

에게 수여한다. 다만, 해당 연구업적은 국내에서 자신의 주도로 얻어진 것이어야 하며, 자신의 학위논

문 내용을 단순히 확장, 발전시킨 것이 아니어야 한다.

제3조(선정위원회) 본 상의 수상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 

  (1) 선정위원회는 당연직 및 임명직 선정위원(이하 "위원")으로 구성되며, 총 위원의 수는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2) 심사 날짜 기준으로 본 분과회의 현, 직전, 차기회장과 총무간사 등 4인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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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직 위원의 합의로 임명직 위원을 위촉한다. 

  (3) 현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4) 당연직 위원은 수상후보자가 될 수 없으며, 임명직 위원이 수상후보자가 될 경우에는  선정위원

을 사퇴하여야 한다.

제4조(수상자 선정) 수상자는 소정의 공적서를 제출한 회원이나 선정위원의 추천을 받은 회원 중에서 

비밀투표를 통해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단, 선정위원이 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은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1) 후보자 중 출석 선정위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수상자로 한다. 단 후보자가 1인일 때도 과반수의 

득표가 있어야 한다. 

  (2)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최다 득표자 2인에 대한 재투표에서 최다 득표자를 수상자로 한다. 

  (3) 재투표 결과가 동 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5조(시상) 

  (1) 본 상은 매년 8월말까지 수상자를 선정하고, 수상자에게는 당해 연도 대한화학회 추계총회 물리

화학분과회 발표회장에서 상장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부상을 수여한다. 

  (2) 젊은물리화학자상 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의 이자로 시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고, 잉여금이 

있을 경우에는 기금에 적립한다. 필요시 본 분과회 운영비에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분과회 운영위원회와 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본 상의 초기 기금은 본 상의 제정을 위한 회원들의 성금과 본 분과회 전입금으로 하며, 계속 

성금을 받아 기금에 추가시킬 수 있다.

제2조 본 세칙은 2001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물리화학분과회 특별적립기금 운용에 관한 세칙

 

      2015년 2월 6일 제정

 

제1조 본 세칙은 물리화학분과회 세칙 제10조에 따라 우리나라 물리화학분야의 학술 발전을 위하여 

운영하는 다양한 학술상(이하 “상”이라 칭함)들의 운영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물리화학 분과회는 상의 시상에 필요한 경비들을 보조하는 목적으로 기금을 마련하여 적립하며, 

이의 원금과 이자를 이용하여 상의 시상에 소요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보조 이후에 잉여금이 있

을 경우에는 기금에 적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상의 보조 여부는 상의 선정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물리화학분과회 세칙 제4조 (3)항에 정한 운영

위원회가 해당 연도 12월 말까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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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상의 보조 여부 결정에는 운영위원회 전원의 투표에 따라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6조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제7조 본 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물리화학분과회 신국조 학술상에 관한 세칙

 

     2015년 2월 6일 제정

 

제1조 본 세칙은 물리화학분과회 세칙 제10조에 따라 우리나라 물리화학분야의 학술 발전을 위하여 

신국조 교수와 그 문하생 및 후학들이 마련한 기금으로 운영하는 신국조 학술상(이하 “본 상”이라 

칭함) 시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 상은 본 분과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회원으로서 이론화학 및 계산 화학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쌓고 우리나라 물리화학과 본 분과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3조 본 상의 수상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

  (1) 선정위원회는 당연직 및 임명직 선정위원 (이하 “위원”)으로 구성되며, 총 위원의 수는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2) 심사 날짜 기준으로 본 분과회의 현, 직전, 차기 회장과 현 총무간사 등 4인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현 회장은 위원장이 된다.

  (3) 임명직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4) 당연직 위원은 수상후보자가 될 수 없으며, 임명직 위원이 수상후보자가 될 때에는 선정위원을 

사퇴하여야 한다.

제4조 수상자는 소정의 공적서를 제출한 회원이나 선정위원의 추천을 받은 회원 중에서 투표를 통해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단 선정위원이 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은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1) 후보자 중 출석 선정위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수상자로 한다. 단 후보자가 1인 일 때도 과반수의 

득표가 있어야 한다.

  (2)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최다 득표자 2인에 대한 재투표에서 최다 득표자를 수상자로 한다.

  (3) 재투표 결과가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4) 출석 선정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수상자 없음을 결정할 수 있다.

제5조 매년 3월말까지 수상자를 선정하고, 수상자에게는 당해 연도 대한화학회 춘계총회 물리화학분과

회 발표회장에서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시상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 및 이의 이자로 충당하고, 잉

여금이 있을 경우에는 기금에 적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제7조 본 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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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화학분과회 김명수 학술상에 관한 세칙

 

2015년 2월 6일 제정

 

제1조 본 세칙은 물리화학분과회 세칙 제10조에 따라 우리나라 물리화학분야의 학술 발전을 위하여 

김명수 교수와 그 문하생 및 후학들이 마련한 기금으로 운영하는 김명수 학술상(이하 “본 상”이라 

칭함) 시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 상은 본 분과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회원으로서 실험 물리 화학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쌓고 우리나라 물리화학과 본 분과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3조 본 상의 수상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

  (1) 선정위원회는 당연직 및 임명직 선정위원 (이하 “위원”)으로 구성되며, 총 위원의 수는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2) 심사 날짜 기준으로 본 분과회의 현, 직전, 차기 회장과 현 총무간사 등 4인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현 회장은 위원장이 된다.

  (3) 임명직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4) 당연직 위원은 수상후보자가 될 수 없으며, 임명직 위원이 수상후보자가 될 때에는 선정위원을 

사퇴하여야 한다.

제4조 수상자는 소정의 공적서를 제출한 회원이나 선정위원의 추천을 받은 회원 중에서 투표를 통해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단 선정위원이 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위원은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1) 후보자 중 출석 선정위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수상자로 한다. 단 후보자가 1인 일 때도 과반수의 

득표가 있어야 한다.

  (2)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최다 득표자 2인에 대한 재투표에서 최다 득표자를 수상자로 한다.

  (3) 재투표 결과가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4) 출석 선정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수상자 없음을 결정할 수 있다.

제5조 매년 7월말까지 수상자를 선정하고, 수상자에게는 당해 연도 대한화학회 추계총회 물리화학분과

회 발표회장에서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시상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 및 이의 이자로 충당하고, 잉

여금이 있을 경우에는 기금에 적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제7조 본 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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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화학분과회 세칙

 

1986년 4월 26일 제정, 1990년 4월 14일 개정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대한화학회 공업화학분과회(이하 “본 분과회”라 칭함) 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분과회는 공업화학분야의 학술발전과 보급에 이바지하고 회원 상호간의 협조와 친목을 

도모하여 대한화학회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기로 한다.

제3조(회원) 대한화학회 정회원 중 화학공업분야에 종사하거나 이 분야에 흥미를 가진 사람으로서 본 

분과회장에게 입회원서를 제출하면 본 분과회의 회원이 된다.

제4조(임원) 본 분과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1년마다 대한화학회 춘계총회시에 회장 을 선출한다. 회장은 

본 분과회의 모든 업무를 처리하며 간사 약간 명을 지명하여 회장을 보좌하게 한다. 단, 회장이 유고

시에는 간사 중 연장자가 유고회장의 잔여임기 동안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제5조(회의) 회장은 본 분과회의 발전과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정기총회와 임시회

의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대한화학회 총회 전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할 시에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 본 분과회의 모든 결의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6조(활동) 본 분과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갖는다.

  (1) 산학협동을 위한 심포지엄이나 워크숍

  (2) 본 분과회의 발전에 필요한 기타 사항

제7조(운영위원회) 회장은 본 분과회의 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포함한 20~30명의 운

영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회비) 본 분과회의 회원은 회의 결의에 따라서 회의운영상 필요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비

는 정기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한다. 정기회비는 매년 10,000원으로 하고 특별회비는 필요시에 본 

분과회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서 정하기로 한다.

제9조(회기) 본 분과회의 회기는 1년으로 하되 대한화학회 춘계총회시부터 시작한다. 회장은 회기 시작시

에 회의 운영계획과 예산을 본 분과회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후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기가 끝날시에는 그 결과를 정기 총회에서 보고하고 평가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 초대 회장은 본 학회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발기인 총회 때 승인을 받는다.

제2조 이 회칙은 1986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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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화학분과회 세칙

 

1988년 2월 11일 제정, 1989년 4월 21일 개정 

2002년 4월 20일 개정

명칭 및 목적

제1조 본회는 사단법인 대한화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함) 고분자화학분과회(이하 “본 분과회”라 칭함)

라 칭한다.

제2조 본 분과회는 고분자화학 분야의 학술발전 및 보급에 이바지하고 회원 상호간의 협력과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 원

제3조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고분자화학 분야에 종사하거나 관심을 가진 이는 본 분과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본 분과회의 회원이 되려면 본 분과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칭함)에게 

입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본 분과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본 분과회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본 분과회 학술활동에 직접 참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자료를 받는다.

  (3) 본 분과회가 정한 분과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4) 본 분과회의 종신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분과회 종신회원이 된다. 단, 분과회 종신회원은 본회 종

신회원이어야 하며, 종신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조 본 분과회는 1인의 회장과 회장이 위촉한 약간 명의 간사를 둔다.

제6조 본 분과회는 회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회장이 위촉한 30명 이내로 구성되는 운영위원 회를 둔다.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7조 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이를 분과회 총회에서 인준 받는다.

제8조 본 분과회 총회는 본 학회 춘계총회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 분과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 및 인준한다.

제9조 회장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회장은 본 분과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본 분과회의 특별한 학술활동을 위해 임시위원

회를 조직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2조 운영위원회는 본 분과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의결한다.

제13조 본 분과회는 세미나 및 심포지엄을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 본 분과회는 활동에 필요한 간행물을 발간할 수 있다.

제15조 본 분과회는 기타 본 분과회의 목적에 필요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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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본 회칙은 1988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초대 회장은 본 분과회 창립 준비위원회에서 선출하며, 그 임기는 1989년도 본 학회 춘계총회의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

제3조 본 세칙을 개정하려면 회원 15명 이상이나 또는 회장에 의하여 개정안이 발의되고, 그것이 운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 분과회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42조 이 개정한 세칙은 200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TCI 고분자화학 신진학술상에 관한 세칙

 

2021년 9월 16일 제정

 

제1조 (명칭) 이 상은 대한화학회 고분자화학분과회 "TCI 고분자화학 신진학술상"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상은 국내 고분자화학의 발전과 고분자화학분야의 진취적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한 신진과학자를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피추천인 자격) 시상일 기준으로 고분자화학 분야에서 기관에 임용된 지 5년 이하인 고분

자화학분과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학위는 국내, 국외에 상관없이 평가한다.

제4조 (심사내용) 최종학위 후에 낸 업적 전체를 평가하나 특정 분야에 확실한 자리 매김을 하였

는가에 비중을 둔다.

제5조 (추천) 학회 회원 1명의 추천을 받아 업적 목록이 포함된 이력서와 해당기간 교신저자가 

표시된 대표 논문목록 1부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주 추천인은 추천서에 해당 업

적의 요약을 포함하여 추천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피추천자 중 당해년도에 시상하지 못

하였으나 시한에 저촉되지 않는 사람의 경우, 학술상심사위원회에서 다음 1년간 별도의 추

천 없이 업적자료만 추가할 것을 요청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6조 (학술상심사위원회의 구성) 학술상심사위원회는 고분자화학분과회의 현 회장, 현 총무간

사, 전임 회장, 전임 총무간사 등 총 4명으로 한다.

제7조 (시상 및 초청강연) 시상은 상장과 부상 100만원으로 한다. 시상자는 차회 학술대회에서 

특별강연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수상자 수) 수상자는 춘계 및 추계 각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1) 본 규정 이외의 운영 및 시상에 필요한 세칙은 학술상심사위원회에서 마련하고, 고분자화

학 분과회 총회에서 결정한다.

  (2) 본 규정은 2021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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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화학분과회 학술진보상에 관한 세칙 

2021년 9월 16일 제정

 

제1조(명칭) 대한화학회 고분자화학분과회 "고분자화학 학술진보상"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상은 국내 고분자화학 분야의 연구 활동에 탁월한 실적을 쌓은 우수 중견연구자

를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피추천인 자격) 국내에서 수행한 고분자화학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 실적을 쌓고 이 

분야의 발전에 공헌한 중견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심사내용) 최근 5년간 대표 논문 1편의 수월성을 심사한다. 단, TCI 고분자신진학술상 등 

기타 학술상 수상 시 사용한 실적은 대표 실적에서 제외한다.

제5조(추천) 학회 회원 1명의 추천을 받아 업적 목록이 포함된 이력서와 대표 논문, 그리고 대표 

실적의 수월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주 추천인은 추천서에 해당 업적의 요

약을 포함하여 추천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피추천자 중 당해 연도에 시상하지 못한 사람

의 경우, 학술상심사위원회에서 다음 1년간 별도의 추천 없이 업적자료만 추가할 것을 요청

하여 심사할 수 있다. 응모자가 없을 경우 학술상심사위원회에서 피추천자를 추천할 수 있

다.

제6조(학술상심사위원회의 구성) 학술상심사위원회는 고분자화학분과회의 현 회장, 현 총무간

사, 전임 회장, 전임 총무간사 등 총 4명으로 한다.

제7조(시상) 시상은 춘계학회에서 상패와 부상 200만원으로 하고 시상자는 추계 학술대회에서 

특별강연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수상자 수) 수상자는 매년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1) 본 규정 이외의 운영 및 시상에 필요한 세칙은 학술상심사위원회에서 마련하고, 고분자화

학분과회 총회에서 결정한다.

  (2) 본 규정은 2021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의약화학분과회 세칙

 

1988년 2월 26일 제정, 1998년 4월 24일 개정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대한화학회 의약화학분과회(이하 “본 분과회”라 칭함)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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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목적) 본 분과회는 의약화학의 학술발전 및 보급에 이바지하고 회원 상호간의 연구협력과 친목도

모를 목적으로 한다.

회 원

제3조(회원자격) 대한화학회의 정회원 중 의약화학분야 및 관련 화학분야를 전공하거나 관심 있는 자는 

분과회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며 본 분과회장에게 입회원서를 제출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제4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분과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분과회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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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과회 활동에 관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4) 분과회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연회비는 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5조(탈퇴) 본 분과회원은 탈퇴서를 분과회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본 분과회를 탈퇴 할 수 있다.

임 원

제6조(임원) 본 분과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 1명

  부회장 : 2명(화학 및 약학분야 각 1명)

  간사 : 약간 명

제7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임원의 선임방법) 분과회장은 회원이어야 하며 분과회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직접 선출하고 

선출된 회장은 부회장과 간사를 지명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분과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간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활 동

제10조(회의) 본 분과회는 정기적으로 의약화학세미나를 개최한다.

제11조(학회활동) 본 분과회는 국내외 저명과학자를 초빙하여 의약화학심포지엄이나 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출판) 본 분과회는 심포지엄이나 워크숍의 초록과 분과회지를 발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회장은 분과회의 특별한 학술활동을 위하여 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제14조 본 분과회는 기타 임원회 및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대한화학회 회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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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의

제15조(회의) 회장은 본 분과회의 발전과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정기총회와 임

시총회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대한화학회 추계총회 시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긴급히 필요할 

시에 개최한다.

제16조(회기) 본 분과회의 임기는 1년을 단위로 하고 대한화학회 회계연도부터 시작한다. 회장은 회기 

시작시에 운영계획을 본 분과회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후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

기가 끝날시에는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서 보고하고 평가받아야 한다.

부칙  제1조 초대 회장은 본 분과회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2조 본 회칙은 발기인 총회에서 인준 받은 때부터 시행한다.

생명화학분과회 세칙

 

1988년 4월 2일 제정, 1991년 2월 20일 개정 

1999년 4월 9일 개정, 2001년 4월 10일 개정 

2014년 2월 7일 개정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대한화학회 생명화학분과회(이하 “본 분과회”라 칭함)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분과회는 화학에 중점을 둔 생명화학분야의 학술발전과 보급에 이바지하고 회원 상호간의 

협조와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의 자격) 대한화학회의 정회원 중 생명화학분야를 전공하거나 이 분야에 흥미를 가진 회원으

로 본 분과회장에게 등록을 하여 분과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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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분과회 임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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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본 분과회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임원)

  (1) 본 분과회는 분과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임원과 위원회를 둔다.

   회장 : 1명

   간사 : 약간 명(총무, 학술, 회원, 홍보, 재무)

   위원회 : 위원장 1명 및 위원 약간 명

  (2) 임원 및 학술위원회 위원장과 학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회장은 정기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장후보는 회장 및 위원회 위원장이 회장후보선출위원회를 구성

하여 추천을 하거나 혹은 회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회원이 총회에서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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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본 분과회 회장은 추천된 회장후보 중에서 총회에서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선출된 회

장은 간사를 지명한다. 

  (5) 각 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제청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6조(회의) 

  (1) 회장은 본 분과회의 발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분과회 정기 총회를 소집한다.

  (2) 회장, 위원장 및 위원으로 운영위원회를 두며, 회장은 운영위원장을 겸임한다.

  (3) 본 분과회에서 모든 결의는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7조(활동) 본 분과회는 다음과 같은 학술활동을 갖는다.

  (1) 정례 세미나를 개최한다.

  (2) 심포지엄이나 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다.

  (3) 기타 본 분과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추진

제8조(학술상) 본 분과회에서는 우리나라 생명화학분야의 학술 발전을 위하여 학술상을 수여할 수 있다.

  (1) 학술상의 명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생명화학분야에 기여가 큰 회원으로서 본인 또는 찬

조자가 학술상의 기금을 조성한 경우에는 아호 또는 이름을 사용할 수도 있다.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술상 세칙에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 본 세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정 세칙은 2013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생명화학분과회 박인원 생명화학 학술상에 관한 세칙

 

2013년 12월 20일 제정, 2015년  2월  6일 개정

제1조 본 세칙은 생명화학분과회 세칙 제8조에 따라 우리나라 생명화학분야의 학술 발전을 위하여 박

인원박사 문하생 및 후학들이 마련한 기금으로 운영하는 박인원 생명화학상(이하 “본 상”이라 칭함) 

시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위원회) 학술상 심사를 위한 포상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포상위원장 1인과 포상 위원을 포함 총 5인으로 구성 한다.

  (2) 포상위원장은 분과회장이 임명한다.

  (3) 분과회의 회장 및 총무위원장은 당연직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다른 포상위원은 포상위원장이 

분과회의 회장과 상의하여 위촉한다.

제3조 (수상자 선정)

  (1) 수상자는 포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후보자는 분과회의 소정 양식에 따라 본인 또는 타인이 추천한다.

  (3) 학술상은 추천된 후보자 중 연구업적이 뛰어나고 적극적으로 분과회 활동을 해온 자에게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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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포상위원 과반수이상의 득표를 얻은 자를 수상자로 한다.

  (5) 과반수이상을 받은 자가 없을 시에는 최다 득표 2인을 대상으로 다시 투표하여 최다득표자를 수

상자로 선정한다.

제4조 (후보자 자격)

  (1) 운영 위원 및 포상 위원은 후보에서 제외한다.

  (2) 후보자는 2년 이상 분과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5조 (시상)

  (1) 본 상은 매년 2월 말까지 수상자를 선정하고, 수상자에게는 당해 연도 대한화학회 학술발표회 생

명화학분과회 춘계총회에서 생명화학분과회 회장 명의로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2) 생명화학자상 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의 이자로 시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고, 잉여금이 있을 

경우에는 기금에 적립한다. 필요시 본 분과회 운영비에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 본 상의 초기 기금은 본 상의 제정을 위한 회원들의 성금과 본 분과회에 전입된 기금으로 하며, 계속 

성금을 받아 기금에 추가시킬 수 있다.

제7조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분과회 운영위원회와 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본 세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생명화학분과회 이대실 젊은 생명화학자 학술상에 관한 세칙

 

             2015년 2월 6일 제정

 
제1조 본 세칙은 생명화학분과회 세칙 제8조에 따라 우리나라 생명화학분야의 학술 발전을 위하여 이

대실박사가 후원 마련된 기금으로 운영하는 이대실 젊은 생명화학자상(이하 "본 상"이라 칭함) 시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위원회) 학술상 심사를 위한 포상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포상위원장 1인과 포상 위원을 포함 총 5인으로 구성 한다.

  (2) 포상위원장은 분과회장이 임명한다.

  (3) 분과회의 회장 및 총무위원장은 당연직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다른 포상위원은 포상위원장이 

분과회의 회장과 상의하여 위촉한다.

제3조(수상자 선정)

  (1) 수상자는 포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후보자는 분과회의 소정 양식에 따라 본인 또는 타인이 추천한다.

  (3) 학술상은 추천된 후보자 중 연구업적이 뛰어나고 적극적으로 분과회 활동을 해온 자에게 수여한다.

  (4) 포상위원 과반수이상의 득표를 얻은 자를 수상자로 한다.

  (5) 과반수이상을 받은 자가 없을 시에는 최다 득표 2인을 대상으로 다시 투표하여 최다득표자를 수

상자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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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후보자 자격)

  (1) 운영 위원 및 포상 위원은 후보에서 제외한다.

  (2) 후보자는 2년 이상 분과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5조(수상)

  (1) 학술상은 당해 대한화학회 학술발표회 생명화학분과회 추계  총회에서 생명화학분과회 회장 명의

로 수여한다.

  (2)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제6조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생명화학학술상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제7조 본 상의 초기 기금은 본 상의 제정을 위한 이대실 박사의 기부금으로 시작하며, 회원들의 성금과 

본 분과회 전입금으로 하며, 계속 성금을 받아 기금에 추가시킬 수 있다.

제8조 본 세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화학교육분과회 세칙
 

1991년 10월 16일 제정

 

제1조(명칭) 본회는 대한화학회 화학교육분과회(이하 “본 분과회”라 칭함)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분과회는 화학교육분야의 학술연구의 발전과 각급학교 화학교육의 진흥에 기여하고, 회

원 상호간의 협조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대한화학회의 정회원 중 화학교육분야를 전공하거나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진 자가 소정의 

입회원서를 본 분과회 회장에게 제출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제4조(조직) 본 분과회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대학교육연구부

  (2) 중등교육연구부

  (3) 초등교육연구부

  (4) 운영위원회

제5조(임원) 본 분과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회장 1인, 부장 3인과 약간 명의 간사를 둔다. 회장은 본 분과

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부장과 간사는 회장을 보좌하게 한다.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장과 

간사는 회장이 위촉하며,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본 분과회의 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및 부장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를 두며, 회장이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7조(회의) 회장은 본 분과회의 발전과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정기총회와 임시

총회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대한화학회 춘계총회시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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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개최할 수 있다. 본 분과회의 모든 결의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8조(회비) 본 분과회의 회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활동) 본 분과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정기 또는 특별세미나의 개최

  (2) 심포지엄 또는 워크숍의 주최

  (3) 화학교육 연구의 수행

  (4) 화학교육 강습의 실시

  (5) 화학교육 자료의 개발

  (6) 국제화학올림피아드 사업 지원

  (7) 기타 화학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 초대 분과회장은 본 분과회의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2조 본 회칙은 발기인 총회에서 인준 받은 때부터 시행한다.

 

재료화학분과회 세칙

 

1994년 8월 10일 제정, 1998년 8월 13일 개정 

2004년 1월 30일 개정, 2015년 3월 19일 개정

 

명칭 및 목적

제1조 본회는 대한화학회 재료화학분과회(이하 “재료분과회”라 칭함)라 칭한다.

제2조 재료분과회는 재료화학분야의 학술발전 및 보급에 이바지하고 회원 상호간의 연구 협력과 친목

을 도모한다.

회 원

제3조 대한화학회 정회원 중 재료화학분야에 종사하거나 관심을 가진 자는 재료분과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가입하기를 원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분과회 회장에게 제출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제4조 재료분과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재료분과회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당해 연도 분과회비를 납부한 자로서 선거권

의 경우 지난 1년간 재료분과회 회원으로, 피선거권의 경우 지난 2년간 재료분과회 회원으로 활

동한 자에 한한다.

  (2) 재료분과회 학술활동에 직접 참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자료를 수령한다.

  (3) 재료분과회 활동에 관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484 (사)대한화학회 75주년 자료집

  (4) 재료분과회 회비를 징수할 경우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활 동

제5조 재료분과회는 매년 4회 정도 재료화학세미나를 개최한다.

제6조 재료분과회는 국내의 저명과학자를 초빙하여 재료화학심포지엄이나 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 재료분과회는 심포지엄이나 워크숍의 proceedings, 세미나 초록을 발간할 수 있다.

제8조 재료분과회는 기타 임원회 및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대한화학회 회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할 

수 있다.

임 원

제9조 재료분과회는 분과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임원과 운영위원회를 둔다.

  (1) 회장 1명

  (2) 간사 10명 내외

  (3) 운영위원회 위원 20명 내외

제10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재료분과회 회장은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직접 선출하며 회장은 간사를 지명한다. 운영위원

회 위원은 재료분과회 현회장, 전회장, 현간사 및 직전간사들로 구성한다. 

제12조 회장은 재료분과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제13조 운영위원회

는 재료분과회 기금을 관리하며 분과회 기타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14조 간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회 의

제15조 회장은 본 분과회의 발전과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정기총회와 임시총

회를 소집한다.

제16조 정기총회는 매년 동계 심포지엄과 대한화학회 추계 학술대회 기간 중으로 2회 개최하며, 총회의 

모든 결의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17조 운영위원회는 참석위임이 가능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부칙  제18조 개정된 세칙은 1998년 8월 13일로부터 시행하며 현회기와 임원의 임기는 199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9조 본 세칙을 개정하려면 회장 또는 회원 10인 이상에 의하여 개정안이 발의되고, 운영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재료분과회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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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화학분과회 젊은 재료화학자상에 관한 세칙

 
2000년 8월 21일 제정, 2002년 4월 20일 개정 

2019년 9월 20일 개정

 
제1조(명칭) 본 상의 명칭을 재료화학분과회 젊은 재료화학자상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상은 재료화학 분야에 우수한 연구 업적을 쌓아 다른 회원에게 귀감이 되는 젊은 우수연

구자에게 상을 수여함으로써 회원들의 연구 의욕을 높이고 학술 활동을 고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심사위원회) 본 상의 심사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심사위원진은 2인 이상의 상임 위원을 포함하여 5-10인으로 구성한다.

  (2) 상임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새 임기 직전 하계 분과 심포지엄에서 선출한다.

  (3) 분과회의 전·현직 회장과 전·현직 총무간사는 당연직 심사위원으로 되고, 전 회장을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4) 기타 심사위원은 제2,3 항에 기술된 심사위원들이 위촉한다.

  (5) 본 상의 후보자로 추천된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제4조(수상 기준 및 수상자 결정) 수상자 선정은 서류 평가 후 심사위원 전원의 무기명 투표로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수상자 선정은 후보자중 출석 심사위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수상자로 한다.

  (2)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 득표자 중 최다득표자 2인을 후보로 재차 무기명 투표하여 최고 득표

자를 수상자로 한다.

  (3) 최고 득표자 2인의 투표결과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5조(신청자격 및 방법) 신청자의 자격 및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 분과회의 회원으로서 수상 연도 10월 기준으로 만 45세 이하인 자 또는 연구 책임자로 부임 

후 10년 이내인 자를 원칙으로 한다.

  (2) 후보자 신청은 회원 2인 이상이 추천하는 회원 추천으로 한다.

  (3) 신청방법은 본 분과회에서 정한 양식(별첨)에 따른 발표 논문 목록과 추천서를 기한 내에 분과회 

총무 간사에게 제출한다.

제6조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술상 심사위원회가 의결한 바에 따른다. 

부칙  본 세칙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상은 매년 대한화학회 추계총회시 본 분과회 총회에

서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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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화학분과회 최진호 학술상에 관한 세칙

 

    2019년 9월 20일 제정

 

제1조(명칭) 본 상의 명칭을 재료화학분과회 최진호 학술상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상은 재료 화학에 관련된 우수한 연구 업적을 쌓아 다른 회원에게 귀감이 되는 우수 연

구자에게 수여함으로써 본 분과회 회원들의 연구 의욕을 높여 학술 활동을 고무시키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제3조(심사위원회) 본 상의 심사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심사위원진은 2인 이상의 상임 위원을 포함하여 5-10인으로 구성한다.

  (2) 상임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새 임기 직전 하계 분과 심포지엄에서 선출한다.

  (3) 분과회의 전·현직 회장과 전·현직 총무간사는 당연직 심사위원으로 되고, 전 회장을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4) 기타 심사위원은 제2,3 항에 기술된 심사위원들이 위촉한다.

  (5) 본 상의 후보자로 추천된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제4조(수상 기준 및 수상자 결정) 수상자 선정은 서류 평가 후 심사위원 전원의 무기명 투표로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수상자 선정은 후보자중 출석 심사위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수상자로 한다.

  (2)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 득표자 중 최다득표자 2인을 후보로 재차 무기명 투표하여 최고 득표

자를 수상자로 한다.

  (3) 최고 득표자 2인의 투표결과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5조(신청자격 및 방법) 신청자의 자격 및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 분과회의 회원으로서 수상연도 10월 기준으로 대한화학회 회원이며 분과회비를 3회 이상 납

부한 자를 원칙으로 한다.

  (2) 후보자 신청은 회원 2인 이상이 추천하는 회원 추천으로 한다.

  (3) 신청방법은 본 분과회에서 정한 양식(별첨)에 따른 발표 논문 목록과 추천서를 기한 내에 분과회 

총무 간사에게 제출한다.

제6조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술상 심사위원회가 의결한 바에 따른다.

 

부칙  본 세칙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상은 매년 대한화학회 추계총회시 본 분과회 총회에

서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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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학분과회 세칙

 

1995년 7월 5일 제정, 1999년 10월 15일 개정

2011년 9월 1일 개정, 2017년  3월 24일 개정

 

제1조(목적) 대한화학회 전기화학분과회는 전기화학 분야의 학술 및 기술의 발전과 보급, 회원 상호간의 

협력과 친목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원) 전기화학 분야를 전공하거나 이 분야에 흥미를 가진 대한화학회의 정회원은 이 분과회에 

입회원서와 회비를 냄으로써 분과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대한화학회 학생회원은 이 분과회에 입회

원서를 냄으로써 분과회의 학생회원이 될 수 있다.

제3조(활동) 이 분과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학술모임

  (2) 회보, 기타의 간행

  (3) 관련 외국학계와의 협력행사

  (4) 대한화학회의 학술행사 참여

  (5) 기타 학술이나 친목을 위한 모임

제4조(임원) 이 분과회에는 분과회장과 몇 사람의 간사, 그리고 수명의 운영위원을 둔다. 분과회장은 

총회에서 회원의 직접선거로 뽑고, 간사는 분과회장이 위촉한다. 운영위원은 회장의 제청에 따라 총

회에서 선출한다. 이들의 임기는 회기에 맞추어 1년으로 한다(단 운영위원은 회장 및 간사들과 기간

이 겹치도록 선출시기를 조정한다).

제5조(회기) 이 분과회의 회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처음 회기는 1995년 

10월 20일부터 1996년 끝까지로 한다.

제6조(총회) 분과회장은 중요한 일의 심의와 결정을 위하여 회기마다 1번 이상의 총회를 소집한다.

제7조(재정, 회계) 본 분과회의 재정은 회원이 내는 연회비와 기타수입으로 운영하며 분과회장은 회기가 

끝난 다음 4개월 안에 회계내용을 총회에 보고한다.

제8조(세칙개정) 이 세칙은 분과회 총회에서 참석한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9조 전기화학분과회는 회원의 연구업적이나 공로를 표창하기 위하여 상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전기화학분과회 아이센스 젊은전기화학자상에 관한 세칙

 

2016년 9월 23일 제정, 2017년 9월 22일 개정

 

제1조 전기화학분과회 세칙 제1조에 의거하여 아이센스 젊은전기화학자상 (이하 본 상)을 제정한다.

제2조 본 상의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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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상은 매년 추계학술대회에서 시상한다.

  (2) 본 상의 심사위원회는 분과회장 및 부회장단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며, 회장단이 지명한 외부위원 

3-7인으로 구성한다.

  (3) 본 상의 후보자는 시상일 기준 만 45세 미만의 전기화학분과회 회원으로서, 전기화학분과회원 

자타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한다.

  (4) 후보자는 추천서, 주요논문 5편, 전체논문 목록, 및 CV를 당해 연도 8월 31일까지 분과회 홍보간

사에게 제출한다.

  (5) 심사위원회가 당해 연도 9월중으로 수상자를 선정한다.

제3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하며, 당해 연도 추계 학술대회 전기화학분과회에서 기념강연 

기회를 부여한다.

제4조 본 상은 당해 대한화학회 추계 학술대회 전기화학분과회 총회에서 전기화학분과회 회장 명의로 

수여한다.

제5조 본 상의 상패 제작비용은 분과회 기금으로 충당하고, 부상은 ㈜아이센스의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제6조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화학분과회 간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전기화학분과회 최규원 학술상에 관한 세칙

 

2017년 3월 24일 제정

※ 1999년 10월 15일 전기화학분과회 세칙 중 내부 

조항으로 제정, 2017년 3월 24일 별도 세칙으로 

분리 제정

 
제1조 본 분과회는 전기화학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룩하여 전기화학의 학술, 기술 또는 교육의 발전

에 현저한 기여를 한 분과회의 회원에게 최규원학술상(이하 “학술상”이라 함)을 수여한다, 1999년부

터 매 2년마다 대한화학회 추계총회 기간 중에 개최되는 전기화학분과회 총회에서 아래와 같이 선정

된 수상자에게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제2조 본 상의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수상자 선정을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

  (2) 선정위원회는 분과회 회장은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분과회장이 지명한 5명 이상의 위원으

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분과회의 총무간사는 당연직위원이 된다.

  (3) 분과회의 회원은 수상일 6개월 전까지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4) 선정위원회는 과반수의 위원이 참석하여 2/3 이상의 찬성으로 수상자를 결정한다.

제3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하며, 당해 추계 학술대회 전기화학분과회에서 기념강연 기회

를 부여한다.

제4조 본상은 당해 대한화학회 추계 학술대회 전기화학분과회 총회에서 전기화학분과 회장 명의로 수



4. 학회 정관, 세칙  489

여한다.

제5조 본 상의 상패 제작비용 및 부상은 은 분과기금으로 충당한다.

제6조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화학분과회 간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전기화학분과회 우수 구두·포스터 발표상 시행 세칙

 

       2017년 3월 24일 제정

 

제1조 전기화학분과회 세칙 제1조 및 제9조에 의거하여 우수 구두·포스터 발표상을 제정한다.

제2조 본 상의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수상자는 매년 춘계 및 추계 학술대회에서 2~3명을 선정한다.

  (2) 후보자는 학술간사가 현장추천을 거쳐 선정하고, 분과회장이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다.

제3조 수상자 명단은 대한화학회 학술발표회 전기화학분과회 총회에서 발표한다.

제4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 10만원을 전기화학분과회 회장 명의로 수여한다.

제5조 본 상의 상금은 분과회기금으로 충당한다.

제6조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화학분과회 간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환경에너지분과회 세칙

 

2009년 1월 30일 제정, 2010년 2월 26일 명칭 개정 

2016년 1월  9일 개정

 

제1장 명칭 및 목적

제1조 본회는 대한화학회 환경에너지분과회(이하 ‘분과회’)라 칭한다.

제2조 분과회는 환경 및 에너지 관련 화학의 학술발전 및 보급에 이바지하고 회원 상호간의 연구 교류

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 원

제3조 대한화학회의 정회원 중 환경 및 에너지 관련분야를 전공하거나 또는 관심이 있는 자는 분과 회

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가입하기를 원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분과 회장에게 제출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제4조 분과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분과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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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과 학술활동에 직접 참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자료를 수령한다.

  (3) 분과 활동에 관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4) 분과회가 회비를 징수할 경우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제3장 활 동

제5조 분과회는 정기 및 비정기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제6조 분과회는 국내외 저명과학자를 초빙하여 학술 심포지엄이나 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 분과회는 심포지엄이나 워크숍의 proceedings, 세미나 초록을 발간할 수 있다.

제8조 분과회는 기타 임원회 및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대한화학회 회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연구를 진작시키고 연구업적을 표창하기 위하여 학술상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제4장 임 원

제10조 분과회는 회장 및 총무간사 각 1인과 약간 명의 운영위원을 둔다.

제11조 회장 및 총무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장직은 연임할 수 없다.

제12조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분과 회장은 환경에너지분과회의 회원 중에서 직접 선출하고, 선출된 회장은 총무간사 및 운영

위원을 지명한다.

제14조 회장은 분과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분과회의 특별한 학술활동을 위해 잠정적으로 위

원회를 조직하거나 특정인을 지명할 수 있다.

제15조 총무간사 및 운영위원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환경에너지분과회 학술상에 관한 세칙

2016년 1월 29일 제정, 2017년 9월 22일 개정 

제1조 본 분과회 세칙 제2조 및 제10조에 의거하여 환경에너지 학술상(이하 “학술상”이라 칭함)을 제정

한다.

제2조 학술상 심사위원회는 환경에너지분과회 임원과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심사위원은 6인 이상 12명 이하로 한다.  

  (2) 분과회 회장 및 총무간사는 당연직 심사위원이 되며, 다른 심사위원은 회장이 총무간사와 상의하

여 위촉한다.

제3조 수상자는 학술상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조 후보자는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의 경력자로 하며 분과회의 소정 양식에 따라 환경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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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회 회원이 추천한다.

제5조 학술상은 추천된 후보자 중 연구업적이 뛰어나고 분과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6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제7조 학술상은 당해 대한화학회 춘계 또는 추계학술발표회 환경에너지분과회 심포지엄에서 환경에너

지분과회 회장 명의로 수여한다. 

제8조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술상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환경에너지분과회 젊은 연구자상에 관한 세칙

2016년 1월 29일 제정, 2017년 9월 22일 개정

제1조 본 분과회 세칙 제2조 및 제10조에 의거하여 환경에너지 젊은연구자상(이하 “젊은연구자상”이라 

칭함)을 제정한다.

제2조 젊은연구자상 심사위원회는 환경에너지분과회 임원과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심사위원은 6인 이상 12명 이하로 한다.  

  (2) 분과회 회장 및 총무간사는 당연직 심사위원이 되며, 다른 심사위원은 회장이 총무간사와 상의하

여 위촉한다.

제3조 수상자는 젊은연구자상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조 후보자는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의 경력자로 하며 분과회의 소정 양식에 따라 환경에너지분

과 회원이 추천한다.

제5조 젊은연구자상은 추천된 후보자 중 연구업적이 뛰어나고 분과회에서 적극적인 활동이 기대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제6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제7조 젊은연구자상은 당해 대한화학회 춘계 또는 추계학술발표회 환경에너지분과회 심포지엄에서 환

경에너지분과회 회장 명의로 수여한다. 

제8조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젊은연구자상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편집규정

1964년  6월 16일 제정, 1964년 12월 8일 개정 

1970년 12월 10일 개정, 1975년 4월 15일 개정 

1976년 10월 22일 개정, 1980년 1월 26일 개정

1982년  2월 24일 개정, 1983년 1월 19일 개정

1990년  4월 12일 개정, 1991년 1월 22일 개정

1993년 10월 13일 개정, 1994년 2월 24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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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10월 23일 개정, 1999년 4월 23일 개정

2001년  4월 20일 개정, 2003년 8월  6일 개정

2020년  5월 29일 개정

 

제1조 본회 정기간행물의 편집업무는 본 규정에 의한다.

제2조 본회 정기간행물의 발행일은 다음에 의한다.

  (1)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대한화학회지, 이하 “회지”라 칭함)는 년 6회 매 

짝수월 20일에 발간한다.

  (2) Bulletin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이하 “Bulletin지”라 칭함)는 년 12회 매월 20일에 

발간한다.

  (3) 화학교육지(이하 “교육지”라 칭함)는 년 4회 3월, 6월, 9월 및 12월 20일에 발간한다.

  (4) 화학세계지는 년 12회 매월 1일에 발간한다. 

제3조 편집에 관한 사항은 다음에 의한다.

  (1) 투고규정, 논문심사규정에 의한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해당 편집위원회에서 관장한다.

  (2)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대한화학회지, 이하 “회지”라 칭함), Bulletin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이하 “Bulletin지”라 칭함) 및 화학세계지의 편집에 관한 사항

은 해당 편집위원회에서 관장한다.

  (3) 화학교육지(이하 “교육지”라 칭함)의 편집에 관한 사항은 화학교육지편집위원회 에서 관장한다.

  (4) 기타 비정기간행물의 편집에 관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제4조 회지 및 Bulletin지는 다음 요령에 따라 편집한다.

  (1) Original Article과 Invited Review을 게재한다.

  (2) 심사에 의해 채택된 논문은 최단 시일 내에 발간되어야 한다.

  (3) 논문은 심사를 통과한 일자 순으로 수록함을 원칙으로 하되, 분야와 논문 유형에 따라 그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4) 회지에는 별도의 화학교육 분야를 둔다.

  (5) 매권 말호 끝에는 그 권에 게재된 모든 논문의 제목, 인명 및 주제어 색인을 게재한다.

  (6) 편집위원의 명단은 매호마다 게재하며 투고규정과 저작권이전동의서 양식  (copyright transfer 

form)은 각 권 1호에 게재한다.

  (7) 퇴고된 논문의 투고료는 지불하지 아니한다. 단 초청논문의 원고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사례금

을 지불한다.

제5조 교육지는 다음 요령에 따라 편집한다.

  (1) 각급학교 화학교육, 화학전문인력 양성, 화학의 대중화와 관련된 논술, 해설, 총설과 자료에 관한 

원고를 게재한다.

  (2) 화학교육 관계의 학술회의 내용 소개도 게재한다.

  (3) 매권 말호 끝에는 그 권에 게재된 모든 부문의 제목 및 인명색인을 게재한다.

  (4) 채택된 원고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원고료를 지불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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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화학세계지는 다음 요령에 따라 편집한다.

  (1) 화학, 화학공업 및 기타 응용화학과 이에 관련된 분야의 지식, 기술 및 자료에 관한 원고를 게재

한다.

  (2) 본회의 연회 일정표 및 학술발표 진행표와 각 분과회 주최의 행사 진행표를 게재한다.

  (3) 회칙에 규정된 모든 회의의 기록, 본회의 각종 행사의 내용, 본부와 지부의 모든 회계의 집행사항 

및 감사결과는 빠짐없이 본회 기사란에 게재하여야 한다.

  (4) 표지는 매 발행연도가 구분되도록 한다.

  (5) 매권 말호에는 해당연도 회원명단, 그 권에 게재된 모든 부문의 제목과 인명 색인을 게재한다.

제7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논문심사 규정

 

1964년  6월 16일 제정, 1964년 12월  8일 개정 

1970년 12월 10일 개정, 1972년  3월  7일 개정 

1975년  4월 15일 개정, 1976년  1월 29일 개정

1976년 10월 22일 개정, 1977년  2월 23일 개정

1980년  1월 26일 개정, 1983년  1월 19일 개정

1990년  4월 12일 개정, 1991년  1월 22일 개정

1993년 12월 21일 개정, 2003년  8월  6일 개정 

2014년  3월 28일 개정, 2017년  3월 24일 개정 

2020년  5월 29일 개정

 

제1조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본 규정에 따른다. Article, Communication, Corrigendum, 

Accounts, Review를 논문이라 한다.

제2조 심사위원은 논문의 주제를 고려하여 상임편집위원이 위촉한다.

제3조 논문은 심사위원 2명 이상의 심사를 거쳐 상임편집위원이 그 게재 여부를 정한다.

제4조 심사위원의 명단은 이를 일체 발표하지 아니한다.

제5조 심사 내용은 저자 이외에게는 공표하지 아니한다.

제6조 심사 결과는 이를 “무수정 가(Publish as is)”, “수정후 가(Minor Revision)”, “수정후 재심사

(Major Revision)”, “채택불가(Reject)”, “무심사 채택불가(Reject without Review)”의 5종으로 구

분한다.

  (1) “무수정 가”로 판정된 논문은 이를 교정 없이 채택한다.

  (2) “수정후 가”로 판정된 논문은 저자가 지적된 사항을 수정한 후 해당 상임편집위원이 이를 확인하

여 채택한다.

  (3) “수정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은 저자가 지적된 사항을 수정한 후 재심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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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상임편집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채택”된 논문에 대하여 출판 전 원어민의 영문교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논문의 내용이 아래의 어느 한 항에 해당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수정후 재심사”로 

판정하고 해당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충할 것을 요구한다. 저자가 수정한 

논문은 전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한다.

  (1) 저자의 연구한 결과와 타인이 이미 연구한 결과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을 경우

  (2)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3) 그림과 표에 관한 표시 또는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4) 상임편집위원이 저자에게 수정을 요청한지 20일 이내에 적절한 회신 및 수정된 원고를 받지 못하면, 

해당 논문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필요한 경우 추가 기간을 요청할 수 있다.

  (5) 그 밖에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 논문의 내용이 아래의 어느 한 항에 해당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채택불가”로 판정

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독창성이 뚜렷하지 아니할 경우

  (2) 원고 내용에 저자가 알아낸 사실 또는 착상이 뚜렷하지 않거나, 기지의 사실이라도 인용된 문헌에 

나타나 있는 방법 또는 관점과 다른 각도에서 이를 종합분석 또는 고찰한 것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3) 기타 본회 학술지에 게재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 논문이 투고규정에 맞지 아니하다고 편집장 또는 상임편집위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

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영문으로 작성된 원고로서 문맥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문법적으로 그 해독이 곤란한 경우 상

임편집위원 또는 심사위원이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심사위원 2명 이상이 “채택가”로 판정한 논문은 채택되며, 2명 이상이 “채택불가”로 판정한 논

문은 채택되지 않는다. 만일 가부 판정을 확실히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상임편집위원이 채택여부

를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 심사위원에 의해 채택된 논문일지라도 내용에 하자가 발견되었을 시에는 이 논문의 채택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전문분야별 편집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해당 편집위원회 

편집장과 부편집장은 소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촉받은 심사위원은 7일 이내에 심사가능 여부를 해당 상임편집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심사를 수락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기간 내에 심사의견

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상임편집위원은 심사의뢰를 해촉할 수 있다.

제14조 해당상임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의 심사 의견을 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그 내용을 저자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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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화학회지 투고 규정

 

1948년 10월 10일 제정, 1970년  3월  2일 개정

1972년  3월  7일 개정, 1975년  4월 15일 개정

1976년  1월 29일 개정, 1976년 10월 22일 개정

1977년  2월 23일 개정, 1982년  2월 24일 개정 

1983년  1월 19일 개정, 1990년  4월 12일 개정 

1991년  1월 22일 개정, 1992년  4월 10일 개정

1993년 12월 21일 개정, 1994년  2월 24일 개정 

1998년 10월 23일 개정, 2003년  8월  6일 개정 

2009년  9월  9일 개정, 2009년 10월 15일 개정

2011년  9월  1일 개정, 2014년  3월 28일 개정

 
제1조 본 규정은 본회 정관 제4조에 의거하여 회지의 발간을 위한 투고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논문은 본지에 투고하기 전에 다른 학술잡지에 원보를 발표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제3조 논문원고는 본회 KCSnet Editorial System(http://www.kcsnet.or.kr 또는 

http://journal.kcsnet.or.kr)을 이용하여 온라인 투고하여야 한다. 온라인 투고 시 투고할 저널인 

대한화학회지(Journal of Korean Chemical Society, JKCS)를 선택하고 저작권 이전 동의서

(copyright transfer)에 서명하여야 한다. 게재양식(Communication, Article, Note)과 게재 분야

(Physical Chemistry, Organic Chemistry, Inorganic Chemistry, Analytical Chemistry, 

Industrial Chemistry, Macromolecular Chemistry, Biochemistry, Material Chemistry, 

Chemical Education, Accounts & Reviews)를 선택하여 논문파일을 탑재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 논문의 접수일자는 온라인 투고 완료한 날로 한다.

제5조 논문작성에 사용하는 언어는 국어, 영어에 한한다.

제6조 논문원고는 다음 항목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1) 제목, 저자명, 연구기관명(연구자의 주소가 연구기관과 다를 경우에는 그 현 주소를 각주에 표시

함)

  (2) 논문의 형태가 “article”인 경우 초록을 삽입하도록 하며, 이 때 초록의 길이는 150단어를 초과할 

수 없다.

  (3) 본문은 서론, 이론, 실험, 결과, 고찰, 결론으로 나누어 기술하되 불필요한 항은 생략할 수 있다.

  (4) 주제어의 개수는 2개 이상 5개 이하이어야 한다.

  (5) 인용문헌  (6) 도표  (7) 그림

제7조 국어논문인 경우 제목, 저자명, 연구기관명, 요약(abstract) 및 주제어(key words)를 국어와 영

어로 병기하여야 한다. 영어논문의 경우 모든 내용을 영어로만 작성한다.  

제8조 국어논문의 경우 화학술어는 원칙적으로 대한화학회가 제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영어 논문

의 경우 화학술어는 Chemical Abstract 에서 채택하고 있는 규칙을 따르도록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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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화합물의 약어는 Chemical Abstract에서 채택하고 있는 규칙에 따라 표기하여야 하며 각주에 

그 정의를 주어야 한다.

제10조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모든 기호와 단위는 원어로 기입하여야 하며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이 인정하는 International System(SI) Unit의 

사용을 권장한다.

제11조 모든 표와 그림의 설명 및 내용은 영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본문 내의 모든 표, 그림, Scheme

은 출판 후에 명료하게 보일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표나 그림 내의 긴 단어는 적당한 약어로 

대체하고, 하단에 사용한 약어의 정의를 표시하여야 한다. 모든 표와 그림은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번

호를 붙여야 한다(예; Table 1, Figure 1, Fig.1). 그림에 사용한 선의 굵기와 삽입문구의 글자크기

는 약 1/2로 축소되었을 때 명료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인용된 참고문헌을 본문에 표기하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어귀의 우측 어깨에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다(예: 이 실험결과는 James의 연구결과1와 반대되는...).

제13조 인용된 참고문헌들을 본문에 인용된 순서로 일련번호를 붙여서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한다. 인용 

된 참고문헌, 학술잡지, 단행본, 컴퓨터 프로그램, 학위논문 및 특허들의 표기는 다음 예시와 같이 한다.

  (1) Seto, C.; Whitesides, G. M. J. Am. Chem. Soc. 1990, 112, 6409. 

  (2) Schmid, R.; McDonagh, A. F. In The Porphyrins; Dolphin, D., Ed.; Academic Press: 

New York, U.S.A., 1979; Vol. 6, p 258. 

  (3) Perrin, D. D.; Armarego, W. L. F. Purification of Laboratory Chemicals; Pergamon 

Press: Oxford, U.K., 1988; p 19. 

  (4) Prasad, A.: Jackson, P. Abstracts of Papers, Part 2, 212th National Meeting of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 Orlando, FL, Aug 25-29, 1996; American Chemical 

Society: Washington, DC, 1996; p 83

  (5) Frisch, M. J.; et al. Gaussian 03, revision A.1; Gaussian, Inc.: Pittsburgh, PA, 2003.

  (6) Cotruvo, J. Kinetic Model for Chlorophyll Degradation. Ph.D. Thesis,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Cambridge, MA, June 1996.

  (7) Bernson, S. W. Conversion of Methane. U.S. Patent, 4, 199, 533, April 22, 1980.

  (8) Fritzberg, A. R. Metal Radionuclide Labeled Proteins for Diagnosis and Theraphy. 

Eur. Pat. Appl. 188256, Jan 13, 1986.

  (9) Jordan, O. D. Br. Patent PI 2, 081, 298, 1982.

제14조 편집장은 총설논문(Accounts & Reviews)을 초청할 수 있다. 총설의 형태는 "Article"과 같으

나 본문은 저자의 주관에 따라 기술할 수 있다. 

제15조 본지에 게재하기로 된 논문의 저자는 소정의 투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투고료 이외에 실비를 징수한다.

  (1) 저자가 별쇄를 요구할 경우

  (2) 그림 또는 도표의 칼라인쇄를 원하는 경우

  위 항의 모든 요금은 통지를 받은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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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letin지 투고 규정

 

1980년  1월 26일 제정, 1982년  2월 24일 개정

1983년  1월 19일 개정, 1990년  4월 12일 개정

1991년  1월 22일 개정, 1992년  4월 10일 개정

1992년 10월  9일 개정, 1993년 12월 21일 개정 

1998년 10월 23일 개정, 2003년  8월  6일 개정 

2012년  3월 30일 개정, 2015년  2월  6일 개정

2020년  5월 29일 개정

제1조 본 규정은 본회 정관 제4조에 의거하여 Bulletin지의 발간을 위한 투고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 논문은 본지에 투고하기 전에 다른 학술 잡지에 원보로 발표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제3조 논문원고는 본회가 지정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투고하여야 한다. 온라인 투고 시 저작권 

이전 동의서(copyright transfer)를 첨부하여야 한다. 게재양식(Article, Communication, 

Corrigendum, Accounts, and Review)과 게재분야(Analytical Chemistry and 

Electrochemistry, Inorganic and Materials Chemistry, Industrial and Macromolecular 

Chemistry, Medicinal and Life-science Chemistry, Organic Chemistry, Physical 

Chemistry)를 선택하여 논문파일을 탑재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 논문의 접수일자는 온라인 투고를 완료한 날로 한다.

제5조 논문 작성에 사용하는 언어는 영어에 한한다.

제6조 논문원고는 다음 항목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1) 제목, 저자명, 연구기관명(연구자의 주소가 연구기관과 다를 경우에는 그 현 주소를 각주에 표시

함) 

  (2) 논문의 형태가 "Article, Accounts, and Review"인 경우 초록을 삽입하도록 하며, 이 때 초록의 

길이는 150단어를 초과할 수 없다.

  (3) 주제어의 개수는 2개 이상 5개 이하이어야 한다. 

  (4) 본론은 서론, 이론, 실험, 고찰, 결론으로 나누어 기술하되, 불필요한 항은 생략할 수 있다.

  (5) 인용문헌

  (6) 도표

  (7) 그림

  (8) 투고되는 모든 논문들은 주제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도표, 수식, 혹은 그림을 포함하는 초록

(Graphical Abstract)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그림, 수식, 혹은 도표는 가로 13cm x 세로 

5cm 이내로 작성되어야 하고,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글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논문에 X-ray data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논문 투고 전에 X-ray data를 영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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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DC(Cambridge Crystallographic Data Centre)에 등재하여 CCDC number를 받은 뒤 논문

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 화학술어는 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야 

한다.

제9조 화합물의 술어는 Chemical Abstract에서 채택하고 있는 규칙에 따라 약기하여야 한다.

제10조 숫자는 1-3을 제외하고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모든 기호와 단위는 원어로 기입하

여야 하고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이 인정하는 International 

System(SI) Unit의 사용을 권장한다.

제11조 모든 표, 그림, 사진은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여 간단한 설명과 함께 게재양식의 템플

릿에 삽입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파일은 저자들에게 제시되는 별도의 지침서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제12조 인용된 참고문헌을 본문에 표기하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어귀의 우측어깨에 아라비아 숫자로 표

시한다.

제13조 인용된 참고문헌들을 본문에 인용된 순서로 일련번호를 붙여서 표를 만든다.

제14조 인용문헌이 학술잡지인 경우에는 연구자명, 학술잡지명, 연도, 권, 쪽의 순서로 기입한다. 연구

자명은 이름 첫 글자(First name initial), 성(Last name)의 순서로 쓰며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는 저자명을 전부 기술하여야 한다. 인용 한 잡지명을 약기하는 방식은 Chemical Abstract List 

of Periodicals에서 채택한 것을 써야 한다. 잡지명과 권은 기울임 글꼴로 쓰고, 연도는 진한 글꼴로 

쓴다.

  예: C. Tem, G. M. Whitesides, J. Am. Chem. Soc. 1990, 112, 6409.

제15조 단행본을 인용하였을 경우에는 저자명, 도서명, 편집자명, 출판사명, 출판 사 소재지, 출판국명, 

출판연도, 인용 쪽의 순서로 기입한다. 저자명은 이름 첫 글자(First name initial), 성(Last name)

의 순서로 쓰며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저자명을 전부 기술하여야 한다. 도서명은 이탤릭체로 

쓴다.

  예: (1) R. Charl, A. F. Mcdonagh, in: The Porphyrins (Ed.: D. Dolphin), Academic Press, 

New York, 1979, Vol. 6, p. 258

     (2) D. D. Czad, W. L. F. Armarego, Purification of Laboratory Chemicals, Pergamon 

Press, Oxford, 1988, p. 19.

제16조 연구가 완료되기 전에 얻어진 결과로서, 이 결과가 과학계에 즉시 알려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연구제목 자체가 시한성을 내포하고, 주요 내용이 발표가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경우 본지에 

Communication로 투고할 수 있다. Communication에는 초록을 생략하며 항목별로 나누지 않고 

종합적으로 서술한다. Communication의 원고는 출판면수 4면 이내의 길이로 작성되어야 한다.

제17조 연구자의 연구 영역 및 이와 관련한 광범위한 연구 결과에 대한 내용은 본지에 Accounts와 

Review로 투고할 수 있다. 논문 원고는 6조의 양식을 따른다. Review의 원고는 출판면수에 제한이 

없으며, Accounts 원고는 출판면수 6면 이상 10면 이내의 길이로 작성할 것을 권장한다.

제18조 논문의 출판이 완료된 이후에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실을 공지하고 오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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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을 하고자 할 때 본지에 Corrigendum로 투고할 수 있다. Corrigendum에는 초록을 생략하며, 

편집장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편집장은 수정 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수락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

제19조 본지에 게재하기로 된 논문의 저자는 소정의 투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투고료 이외에 실비를 징수한다.

  (1) 저자가 별쇄를 요구할 경우

  (2) 그림 또는 도표의 칼라인쇄를 원하는 경우

  위항의 모든 요금은 통지를 받은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화학교육지 투고 규정

 

1990년  4월 12일 제정, 1991년 1월 22일 개정 

1991년  7월 26일 개정, 1992년 4월 10일 개정 

1992년 10월  9일 개정, 1994년 2월 24일 개정

1998년 10월 23일 개정

 

제1조 본 규정은 본회 정관 제4조에 의거하여 교육지의 발간을 위한 투고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게재할 글은 화학교육, 전문인력양성 및 화학의 대중화에 유익한 내용이어야 하며, 투고된 원고

의 채택은 화학교육지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조 원고 작성에 사용하는 언어는 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용어의 진술 혹은 의미상 혼동의 우려

가 있을 경우에는 괄호 내에 한문, 영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보충할 수 있다.

제4조 원고의 서식은 가로 쓰기로 하고 A4 크기의 용지에 한줄 건너 한 면에만 타자하여야 한다.

제5조 화학술어는 본 학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본 학회가 결정하지 않은 술어는 IUPAC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6조 화합물의 약어는 Chemical Abstract에서 채택하고 있는 규칙에 따라 약기되어야 한다.

제7조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모든 기호와 단위는 원어로 기입하여야 하고 International 

System Unit의 사용을 권장한다.

제8조 인용된 문헌에 관한 사항은 회지투고규정에 따른다. 

제9조 모든 표, 그림 및 사진은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여야 한다. 모든 표, 그림 및 사진은 A4 

크기의 백지에 검은색으로 선명하게 작성하고 각각의 표마다 새로운 페이지를 사용해야 하며, 그림 

및 사진의 설명은 별면에 적어야 한다.

제10조 본지에 게재된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화학교육지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지불받을 수 있다.

제11조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화학교육지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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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세계지 투고 규정

 

1983년 1월 19일 제정, 1990년 4월 12일 개정 

1992년 1월 16일 개정, 1992년 4월 10일 개정 

1994년 2월 24일 개정

 

제1조 본 규정은 본회 정관 제4조에 의거하여 화학세계지의 발간을 위한 투고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 본지에 게재할 원고는 회원들의 공동 관심사와 이익을 위한 내용이어야 하며, 원고의 채택은 상

임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조 원고 작성에 사용하는 언어는 국어에 한한다. 단, 외국인 회원은 상임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투고할 수 있다.

제4조 제출된 원고는 저자에게 반송하지 아니한다.

제5조 화학술어는 본 학회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야 한다. 본 학회가 결정하지 아니한 술어는 IUPAC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6조 화합물의 약어는 Chemical Abstract에서 채택하고 있는 규칙에 따라 약기되어야 한다.

제7조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모든 기호와 단위는 원어로 기입하여야하고 SI Unit의 

사용을 권장한다.

제8조 표, 그림 및 사진은 아라비아 숫자로 각각 일련번호를 붙여야 한다. 모든 표와 그림은 A4 크기의 

백지에 검은색으로 선명하게 작성하고 각각의 표와 그림마다 새로운 쪽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림의 

설명은 별면에 적어야 한다.

제9조 인용된 문헌에 관한 사항은 회지 투고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본지에 투고된 원고 중에서 채택된 원고의 저자는 원고료를 상임편집위원회 의 의결에 따라 지

불받을 수 있다.

제11조 저자가 별쇄를 요구할 경우 경비는 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화학세계지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간행물 배포 세칙

 

1964년 12월 22일 제정, 1972년 12월 22일 개정 

1976년 10월 22일 개정, 1983년  1월 19일 개정 

1990년  4월 12일 개정, 1998년 10월 23일 개정

 

제1조 본회 정관 제4조 제2항에 따른 본회 간행물(이하 “간행물”이라 약칭함)의 배포업무는 본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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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다.

제2조 간행물은 정기간행물(이하 “정기물”이라 약칭함)과 비정기간행물(이하 “비정기 간행물”이라 약칭

함)의 두 종류로 나눈다.

제3조 정기물은 다음 각 항에 따라 배포한다.

  (1) 당해 연도 회비만을 납부한 정회원 및 학생회원에게는 화학세계지 한 부씩 배포한다.

  (2) 명예회원 및 단체회원에게는 정기물 한 부씩 배포하고 특별회원에게는 별도로 정한 부수까지 배

포한다.

  (3) 구독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는 당해 연도 해당 정기물을 배포한다.

  (4) 교육회원에게는 화학교육지를 배포한다.

제4조 외국에 거주하는 정회원의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소정의 회비 및 구독회비를 납부한 자에게 해당 

간행물을 배포한다.

제5조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해에 발행된 해당 정기물을 증정할 수 있다.

  (1) 정기물에 광고게재를 의뢰한 자

  (2)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본회에 다액의 금품을 기부한 개인 또는 단체 기타 간사회에서 필요하다

고 인정한 자

제6조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는 정기물의 매호를 증정할 수 있다.

  (1) 정기물 교환을 약속한 학술단체

  (2) 이사회에서 학회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한 단체 또는 기관

제7조 간행물을 법원에 등록된 출판업자에 판매할 경우 회원에게는 실비로 제공하게 된다.

제8조 회원이 정기물에 게재된 내용을 별쇄를 요구할 경우에는 간사회에서 정한 실비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단, 정기물에 게재된 논문의 별쇄는 저자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는 제공하지 아니함을 원칙

으로 한다.

제9조 입회연도 이전의 간행물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10조 재고가 없는 과거에 발간된 간행물의 재발간시의 배포는 별도로 이사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른다.

제11조 비정기물의 배포는 매발행사업마다 별도로 이사회에서 의결된 바에 따른다. 단 본회 광고를 목

적으로 하는 비정기물의 배포는 간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12조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연회 학술연구 발표에 관한 세칙

 

1993년 10월 13일 제정

1998년 10월 23일 개정

 

제1조 본 세칙은 학술위원회 규정 제1조에 의거하여 연회의 학술연구 발표에 관한 지침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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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학술 연구 발표에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방법을 둔다.

  (1) 기조강연

  (2) 초청강연

  (3) 특별강연

  (4) 일반구두 발표

  (5) 포스터 발표

제3조 운영위원회는 연회 진행상 필요시 한 연구진의 일반구두 발표의 상한을 둘 수 있다. 그 이상의 

발표는 포스터 발표로 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4조 심포지엄은 분과회가 조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주제의 심포지엄은 운영위원회가 조

직할 수 있다.

제5조 연사의 종류와 자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기조연사: 다년간의 연구경력을 가지고 전문분야에서 연구 업적이 탁월한 자 

  (2) 초청연사: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지고 전문분야에서 우수한 업적을 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

  (3) 특별연사: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

  (4) 심포지엄 연사: 조직책임자 또는 조직위원회가 추천한 자 

제6조 기조연사, 초청연사 및 특별연사 후보의 추천권자는 분과회, 학술위원회, 운영위원회(특별 주제 

심포지엄의 경우), 지부가 된다. 추천된 연사 후보자들은 학술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후보자들을 

결정한다. 추천권자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지정된 시일 내에 연사 후보자를 추천한다.

  (1) 추천 마감일

  ① 국내 거주자: 8월 20일(추계 연회 준비), 2월 20일(춘계 연회 준비)

  ② 국외 거주자: 6월 15일(추계 연회 준비), 12월 15일(춘계 연회 준비)

  (2) 구비 서류: 연사 후보자의 이력서, 연구 업적 목록 및 발표할 주제의 초록

대한화학회상에 관한 시행세칙

1961년 10월  7일 제정, 1962년  4월 17일 개정 

1963년  4월 21일 개정, 1972년  3월  7일 개정

1976년 10월 22일 개정 1979년  4월 19일 개정 

1982년  2월 24일 개정, 1986년  4월 17일 개정

1989년  8월  1일 개정, 1991년  4월 17일 개정

1994년  8월 10일 개정, 1995년  3월 30일 개정 

1998년 10월 23일 개정, 1999년 10월 22일 개정

2000년  4월 21일 개정, 2003년  1월 24일 개정 

2004년 10월  6일 개정, 2005년  1월 25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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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4월 11일 개정, 2006년 12월  1일 개정 

2009년  7월 13일 개정, 2013년  2월  1일 개정 

2013년  3월 29일 개정, 2014년  2월  7일 개정

2015년  2월  6일 개정, 2016년  9월 23일 개정

2020년  5월 29일 개정

 

제1조 본회 정관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대한화학회상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1) 공로상(상장 및 부상)

  (2) 학술상(상장 및 부상)

  (3) 기술상(상장 및 부상)

  (4) 우수논문상(상장 및 부상)

  (5) 화학교육상(상장 및 부상)

  (6) 진보상(상장 및 부상)

  (7) 초중등학교화학교사상(상장 및 부상)

  (8) 포스터발표상(상장 및 부상)

  (9) 우수박사학위논문상(상장 및 부상)

  (10) 우수지부(회)상(상장 및 부상)

  (11) 기타(상장)

제2조 공로상은 한국화학계의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3조 학술상은 탁월한 논문을 발표하여 화학의 학문적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로 1인을 선발하여 수여

한다. 단, 수상자는 당해 연도 Bulletin지에 총설 혹은 소총설을 투고하여야 한다.

제4조 기술상은 독창적이고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화학산업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에

게 수여한다. 

제5조 우수논문상은 과거 3년간 피인용빈도가 탁월한 논문을 본회 간행 학술지에 게재한 주저자에게 

수여한다. 단, 최근 3년간 3편(전년도 1편포함) 이상을 주저자로 Bulletin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지에 게재한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 진보상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학술진보상: 전년도에 본회가 발간하는 대한화학회지 및 Bulletin지에 논문을 최다 게재한 5인 

이내의 주저자 중에서 우수한 논문을 낸 자에게 각각 수여한다. 단, Bulletin지 학술진보상은 최

근 3년간 3편(전년도 1편 포함) 이상을 주저자로 Bulletin지에 투고한 회원 또는 최근 3년간 

Bulletin지를 15회 이상 인용한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2) 교육진보상: 본회가 발간하는 간행물에 화학교육 분야의 우수한 논문 또는 자료를 발표한 자에 

수여한다. 

  (3) 기술진보상: 한국 화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자에 수여한다.

제7조 화학교육상은 교육자로서 화학교육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8조 초중등학교화학교사상은 교육자로서 초중등학교 화학교육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자에게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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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9조 포스터발표상은 학술연구발표회(연회)에서 자료 정리가 체계적이고 내용이 우수한 논문을 발표

한 자에게 학술대회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한다.   

제10조 수상자의 선정은 학술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수상자는 다음 중 하나의 자

격을 갖춘 자로 한다.

  (1) 수상자로 선정되는 해를 포함하여 최근 연속 3년 이상 대한화학회의 정회원 또는 교육회원의 자

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2) 수상자로 선정되는 해를 포함하여 최근 연속 3년 이상 대한화학회의 단체회원 또는 특별회원 자

격을 유지하고 있는 단체에 소속된 자

  (3) 수상자로 선정된 해에 학생회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4) 기타 이사회에서 특별히 자격을 인정한 자

제11조 포스터발표상 수상자와 그 수는 학술실무이사와 분과회 간사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한다.

제12조 우수박사학위논문상은 국내박사학위 수여자에 대하여 학위과정 중에 우수한 연구실적을 발표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13조 우수지부(회)상은 본회 지부(회)로서 학회 발전에 기여한 지부(회)에 수여하며, 수상 지부(회) 선

정은 별도의 세칙을 따른다.

제14조 기타 상은 화학의 발전과 본회의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부칙

(1) 공로상은 3년마다, 화학교육상은 2년마다, 학술상ㆍ기술상ㆍ우수논문상ㆍ진보상ㆍ중등학교화학교

사상ㆍ우수박사학위 논문상ㆍ우수지부(회)상은 매년 수여한다. 다만, 수상적임자가 없을 때는 시상을 

다음해로 연기할 수 있다. 포스터발표상은 년 2회 수여한다. 

각종 상의 수상후보자 추천에 관한 세칙

 

1993년 10월 13일 제정, 1995년 3월 30일 개정 

1998년 10월 23일 개정

 

제1조 본 세칙은 학술위원회 규정 제1조에 의거하여 각종 상의 수상 후보자를 선정하여 추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포스터발표상 수상자는 대한화학회상에 관한 세칙 제9조에 따라 선정한다.

제2조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분과회, 지부, 학술위원회 위원, 운영위원회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추천된 후보가 없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술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제3조 후보자의 학술 외적 공적이 주요 심사기준이 되는 상을 제외하고는, 후보자들의 연령에 구애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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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연구업적 위주로 추천한다.

제4조 동일인을 동일 상에 2회까지 추천할 수 있다.

제5조 추천권자는 후보자를 학술위원회에 추천할 때 피추천자의 이력서, 연구업적 목록 및 공적서 등을 

추천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우수박사학위논문상에 관한 세칙

 

2005년 1월 25일 제정, 2015년 9월 18일 개정

 

제1조(목적) 본 세칙은 국내 화학분야 박사과정 대학원생들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한화학회

(이하 “본회”로 칭함)에서 시행하는 우수박사학위논문상(이하 “본 상”이라 칭함) 시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자격) 본 상은 국내 박사학위과정에서 우수한 연구 업적을 쌓은 연구자에게 수여한다. 다만, 

해당 연구업적은 국내에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야 하며 수상 피추천인은 추천당시 본회 회원 

이어야한다. 

제3조(수상후보자 추천) 본 상의 수상후보자 추천은 본회 “각종 상의 수상후보자 추천에 관한 세칙” 제2

조와 제5조에 따르며, 각 분과 별로 1-2인을 추천할 수 있다. 본회는 매년 추계총회 6개월 이전에 

분과회, 지부, 학술위원회, 운영위원회에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하여야 하며, 또한 "화학세계"에 

공고한다. 본상의 추천대상자는 수상 당해 연도 또는 전년도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에 한한다.

제4조(수상자 선정) 본 상은 학술위원회에서 추천서와 연구업적 등을 심사하여 5인 내외의 수상 후보자

를 선정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확정한다. 심사 대상 업적은 박사학위과정 연구에 근거하여 발표 

또는 게재 확정된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논문 1편으로 하되, 학위과정 중에 발표한 논문 목록을 

참고자료로서 심사에 반영한다.

제5조(시상) 수상자에게는 추계총회에서 본회 회장명의의 상장(패)과 부상을 수여한다. 부상은 학회기금

에서 마련한다.

제6조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학술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2005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우수지부(회)상에 관한 세칙

 

2015년 2월 6일 제정

 

제1조(목적) 본 세칙은 대한화학회(이하 “본회”라 칭함)의 지부(회)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본회에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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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우수지부(회)상(이하 “본 상”이라 칭함) 시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자격) 본회 지부(회)로서 활발한 지부 학술 활동을 통해 학회 발전에 기여한 지부(회)여야 

한다.

제3조(수상지(회)부 선정) 수상 대상 지부(회)의 선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

아서 결정한다. 운영위원회는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의 지부(회)별 회원현황을 기준으로 전년도에 

개최된 학술발표회에 참석한 지부(회) 소속 회원 수의 비율과 지부(회)에서 주관한 학술 활동 등으로 

학회 발전에 기여한 1개 지부(회)를 선정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단, 연속해서 2회 수상은 

금지한다.

제4조(시상) 본 상의 수상 지부(회)에게는 매년 가을총회에서 본회 회장명의의 상패와 상금을 수여한다.

제5조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화학경영자상에 관한 세칙

 

2007년 4월 6일 제정

 

제1조(목적) 본 세칙은 대한민국 화학관련 기업체의 최고 경영자(CEO)로서 진취적인 가치관과 확고한 

윤리관을 기초로 대한민국 화학산업 발전을 이끌고 화학분야 인재의 육성과 지원을 선도함으로써 참

다운 미래 경영자의 기준을 제시하고 실천함은 물론 대한민국 기업문화의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는데 

크게 기여한 최고 경영자에게 화학경영자상(이하 “본 상”이라 칭함)을 수여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자격)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화학 관련 기업체의 최고경영자로서 대한민국 화학산업 발

전과 화학분야 인재의 육성과 지원에 대한 다음의 항목에 서 탁월한 실적이 인정되어야 한다. 

  1) 탁월한 경영실적

  2) 기업가 정신

  3) 기술 개발 실적

  4) 화학분야 인재 육성 및 지원 실적

제3조(수상후보자 추천) 본 상의 수상후보자 추천은 본회 운영위원회에서 시행하며 매년 1명이 수상한

다. 이를 위하여 본회는 매년 추계총회 3개월 이전에 “화학세계”에 공고하며, 분과회, 지부, 본회 산

하 위원회, 운영위원회에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본회 5인 이상의 정회원, 분과회, 

지부, 산하 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이 추천할 수 있다. 

제4조(수상자 선정) 본회 운영위원회는 추천서와 실적 등을 심사하여 1인의 수상 후보자를 추천한다. 

이 수상 후보자를 대상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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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시상) 본 상은 매년 추계총회에서 본회로부터 상장(패)과 부상을 수여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7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화학전공 학위인증에 관한 세칙

 

2008년 8월 8일 제정

 
제1조(대상) 화학전공 학위 인증(이하 “인증”이라 칭함) 대상자는 화학 및 화학 관련 전공(이하 “화학전

공”이라 칭함) 학사학위 취득자(취득 예정자 포함)에 한한다. 단, 화학 관련 전공의 범위는 화학전공 

학위인증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에서 결정한다.

제2조(시기 및 제출서류) 인증은 년 2회에 걸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인증 신청자(이하 “신청자”라 

칭함)는 전학년 성적증명서 및 전공교과목 이수표 각 1부를 대한화학회(이하 “학회”라 칭함)에 제출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매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증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통보한다.

제3조(인증 심사료) 학회는 신청자에게 소정의 인증 심사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4조(기준) 위원회는 다음 기준에 의거하여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1) 일반화학 관련 교과목을 제외한 화학전공 교과목 5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① 물리화학 분야 6학점, 유기화학 분야 6학점, 무기화학 분야 3학점, 분석화학 분야 3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② 화학전공 실험 교과목 8학점 이상 또는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2) (1)항에서 인정되는 교과목은 화학전공에서 개설하는 모든 전공 관련 교과목 및 위원회에서 화학

전공 교과목으로 대체 인정하는 타전공 개설 교과목에 한한다. 단, 타 전공 개설과목은 6학점 이내에

서 인정한다. 

제5조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이태규학술상 수상후보자 추천에 관한 세칙

 

1994년 10월 14일 제정, 2002년 4월 20일 개정 

2005년  1월 25일 개정 

 
제1조 본 학회는 “이태규학술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며, 추천자 중에서 이태규선생기념사업회가 정한 

대상자에게 매년 본 학회의 가을총회에서 기념사업회와 공동으로 이태규학술상을 시상한다.

제2조 본 학회 학술위원회는 화학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이룩한 수상후보자를 추천받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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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추계총회 3개월 이전에 “화학세계”에 공고한다. 본회 5인 이상의 정회원, 분과회, 지부 또는 

학술위원회 위원이 추천할 수 있다.

제3조 학술위원회는 추천서와 연구업적물을 심사하여 2인 이상의 수상후보자를 선정하고 본회 이사회

에 보고한다. 

제4조 본 학회는 가을총회 1개월 전까지 수상후보자 추천서를 기념사업회에 발송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4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1994년에는 2, 4항의 기일준수와 이사회 인준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

 

 

KCS-Wiley 젊은화학자상 수상후보자 추천에 관한 세칙

 

2003년 8월  6일 제정, 2015년 9월 18일 개정 

2018년 3월 16일 개정

 

제1조(목적) 본 세칙은 대한화학회(이하 “본회”라 칭함) 회원들의 학술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출판사 

Wiley에서 매년 기증하는 상금으로 운영하는 KCS-Wiley 젊은화학자상(이하 “본 상”이라 칭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자격) 본회 회원으로 화학관련 분야에서 연구업적이 탁월하며 학문적 창의성과 잠재력이 있

는 박사 학위 취득 후 10년 이내로, 시상일 기준 만 45세 이하의 젊은 화학자이어야 한다. 

제3조(수상후보자 추천) 본 상의 수상후보자 추천은 본회 “각종 상의 수상후보자 추천에 관한 세칙” 제2

조와 제5조에 따른다. 이를 위하여 본회는 매년 가을 총회 3개월 이전에 분과회, 지부, 학술위원회, 

운영위원회에 수상후보자를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4조(수상자 선정) 본회 학술위원회는 추천서와 연구 업적 등을 심사하여 1～2인의 수상후보자를 추천

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6조(시상) 본 상은 매년 가을총회에서 출판사 Wiley와 본회 공동으로 상장(패)과 부상을 수여한다. 

부상은 Wiley에서 기증하는 상금(1인당 150만원)을 수여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1년 6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Sigma-Aldrich 화학자상 수상후보자 추천에 관한 세칙

 
2003년 8월 6일 제정, 2013년 2월 1일 개정

 

제1조(목적) 본 세칙은 대한화학회(이하 “본회”로 칭함)회원들의 연구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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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ma-Aldrich에서 매년 기증하는 상금으로 Sigma-Aldrich화학자상(이하 “본 상”이라 칭함)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자격) 본회 회원으로 실험화학분야에서 연구업적이 탁월하며 독창성과 창의성이 있는 화학자

이어야 한다.

제3조(수상후보자 추천) 본상의 수상후보자 추천은 본회 “각종 상의 수상후보자 추천에 관한 세칙”제2조

와 제5조에 따르며, 서울과 지방 소재 1인씩 2인을 수상한다. 이를 위하여 본회는 매년 추계총회 3개

월 이전에 분과회, 지부, 학술위원회, 운영위원회에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씨그마알

드리치 코리아에서도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4조(수상자 선정) 본회 학술위원회는 추천서와 연구 업적등을 심사하여 서울과 지방 소재 각 1인의 

수상 후보자를 추천한다. 이 수상 후보자를 대상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Sigma-Aldrich 한국지

사에 통보한다.

제5조(시상) 본 상은 매년 추계총회에서 Sigma-Aldrich와 본회 공동으로 상장(패)과 부상을 수여한다. 

부상은 Sigma-Aldrich에서 기증하는 상금(600만원 상당)을 서울과 지방 소재 수상자 2인에게 나누

어 수여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아이센스 여성화학자상 수상후보자 추천에 관한 세칙

 

2014년 3월 28일 제정

 

제1조(목적) 본 세칙은 대한화학회(이하 “본회”라 칭함) 회원들의 학술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아이센

스에서 매년 기증하는 상금으로 운영하는 아이센스 여성화학자상(이하 “본 상”이라 칭함)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자격) 본회 회원으로 화학관련 분야에서 연구업적이 우수하며 학회 발전에 기여한 여성 화학

자이어야 한다.

제3조(수상후보자 추천) 본 상의 수상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본회는 매년 가을 총회 3개월 이전에 분과회, 

지부, 학술위원회에 수상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4조(수상자 선정) 본회 운영위원회는 추천서와 연구 업적 등을 심사하여 1인의 수상후보자를 선정하

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5조(시상) 본 상의 수상자에게는 매년 가을총회에서 아이센스와 본회 회장 공동명의의 상패와 상금 

3백만원을 수여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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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만정학술상위원회 규정

 

2021년 9월 16일 제정

 

제1조 본회 정관 제4조의 사업 중 한만정학술상 수상후보의 추천을 위해 한만정학술상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칭함)를 둔다.

제2조 위원회에는 다음 임원을 둔다.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약간 명

제3조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제청에 따라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회장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

에서 호선한다.

제4조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위촉하며, 학술실무이사 1인이 당해 연도에 한하여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5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임기는 당해 연도 1월 1일에 시작하여 마지막 해 12월 

31일에 만료된다.

제6조 위원회의 사업은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7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한만정 학술상 수상후보자 추천에 관한 세칙

 

2017년 3월 24일 제정, 2017년 9월 22일 개정 

2021년 3월 26일 개정, 2021년 9월 16일 개정

 

제1조(목적) 본 세칙은 대한화학회(이하 “본회”라 칭함) 회원들의 활발한 학술활동을 위해 ㈜헵스켐(이

하 “헵스켐”이라 칭함)에서 매년 기증하는 상금으로 운영하는 한만정 학술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자격) 본회 회원으로서 화학 관련 분야에서 연구업적이 탁월한 화학자여야 한다.

제3조(수상후보자 추천) 본회 “각종 상의 수상후보자 추천에 관한 세칙” 제2조와 제5조에 따라 추천한

다. 이를 위해, 본회는 매년 춘계총회 3개월 이전에 분과회, 지부, 학술위원회, 운영위원회에 수상후

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제4조(수상자 선정) 본회 학술위원회는 추천서와 연구 업적 등을 심사하여 2인 이상의 수상 후보

자를 추천하며, 추천자 중에서 한만정학술상위원회가 수상후보자를 선정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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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시상) 매년 춘계총회에서 상장과 상금을 수여하되 상금은 헵스켐 기증 상금과 본 상을 위해 출연

된 주식 배당금으로 구성한다.

제6조(경과규정) 본 세칙을 제정하는 당해 연도에 한해 수상자는 추계총회에서 시상하며, 수상자 선정과 

관련된 전반적인 일정도 이에 맞추어 시행한다.

전민제 화학인상 수상후보자 추천에 관한 세칙

 

2020년 5월 29일 제정

 

제1조(목적) 본 세칙은 우리나라 화학과 화학산업에 큰 기여를 한 전엔지니어링 전민제 대표(대한화학회 

제21대 회장)가 대한화학회(이하 “본회”라 칭함)에 기부한 기금으로 운영하는 전민제 화학인상(이하 

“본 상”이라 칭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자격) 본회 회원으로 학술, 산업 및 국가 기반 기술 발전, 사업화, 교육, 국제교류, 화학 지식의 

확산 등 본회의 각종 활동에 헌신하여 화학 산업과 학문의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3조(수상후보자 추천) 본 상의 수상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본회는 매년 춘계총회 3개월 이전에 “화학세

계”에 공고하고, 본회 평의원회, 분과회, 지부, 산하 위원회 위원, 5인 이상의 정회원이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4조(수상자 선정) 본회 운영위원회는 추천서와 업적 등을 심사하여 1인의 수상후보자를 선정하여 이

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5조(시상) 본 상은 매년 춘계총회에서 상장과 상금 500만원을 수여한다.

제6조(경과규정) 본 세칙 제정 당해 연도 수상자는 당해 연도 추계총회에서 시상하며, 수상자 선정과 

관련한 전반적인 일정은 이에 맞추어 시행한다.

제7조 본 상의 기금은 본 상의 제정을 위한 전민제 대표의 기부금으로 시작하며, 기금의 소진 시까지 

시상한다.

사무기구 규정

 

2003년 1월 24일 제정, 2009년 2월 27일 개정 

2012년 3월 30일 개정

 

제1조(사무기구의 조직)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둔다.

제2조(사무직원의 정원) 각 부에는 약간 명의 직원을 두며 그 정원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3조(사무조직 변경) 사무조직 및 기구를 변경하거나 별도의 기구 및 조직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본

회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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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사무기구 및 인사 규정은 사무기구 규정과 인사규정으로 분리하여 제정하고, 이를 2003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인사 규정

 

2003년 1월 24일 제정, 2009년 4월 10일 개정

2009년 7월 24일 개정, 2012년 3월 30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인사에 관한 기본원칙과 운영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를 적절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따로 정하는 것 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사령) 임용에 대해서는 취소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4조(임면권자) 직원은 회장이 임면하되 반드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조(충원) 직원의 충원은 승진임용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자가 없을 때는 신규 채용을 한다.

제6조(직원의 구분) 직원은 정규직과 임시직으로 나눈다.

제7조(직원의 직위 및 직급) 직원의 직위 및 직급은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국장으로 한다.

제8조(채용원칙) 직원의 신규임용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채용자격)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우선 채용한다.

  1. 신체건강하고 성격이 온순하며 용모와 태도가 단정한 자

  2. 가정환경이 원만하고, 본회에 헌신할 자세가 되어 있는 자

  3. 화학학회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전공 지식이 풍부한자

  4. 기능직의 경우 관련 직종 자격증을 가진 자

제10조(채용금지자) 다음 각호의 경력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법률에 의한 금치산자 및 그에 준하는 자

  2. 기타 직원으로서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

제11조(제출서류) 직원채용에 응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외국 국적 보유자는 주민등록 초본 등 제출이 불가한 서류는 면제하고 대신, 국내 체류 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1. 자필 이력서

  2. 명함판 사진 2매

  3. 병역 증명서(남자)

  4. 주민등록 초본

  5.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추천서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제12조(채용시험) 채용은 서류전형 및 면접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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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류전형 및 면접은 직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직원 인사위원회는 적어도 당해 연도 및 차기 연도 회장, 총무부회장, 기획부회장을 포함하여 구

성한다. 당해 연도 총무 실무이사는 당연직으로 한다.

  3.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제13조(채용 결정 후 서류제출) 채용이 결정된 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외국 국적 보유자는 주민등록 등본 등 제출이 불가한 서류는 면제하고 대신, 국내 체류 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1. 서약서

  2. 보증 보험에서 발행하는 3천만원 액수의 보증 보험 증권

  3. 주민등록 등본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4조(수습기간 및 처우 등)

  1. 신규로 채용한 직원은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

  2. 수습기간에는 수습직원으로 발령하며, 그 급여는 급여 규정에 정한 바를 따른다.

  3. 수급기간에 소질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이 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4. 수습기간도 근속 연수에 포함한다.

제15조(초임 호봉의 책정) 수습기간을 거쳐 직원으로 신규 임용된 자의 초임 호봉 책정은 대한화학회 

사무국 호봉표에 따른다.

제16조(경력자의 초임, 호봉 책정) 경력자의 호봉 책정은 별도로 정한다.

  1. 경력을 인정받은 자는 경력을 인정받은 1년에 1호봉씩 가산한다.

  2. 석·박사의 경우 초임 호봉책정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7조(승진) 직원의 승진 임용은 인사위원회의 승진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결정한다. 다만 승진에 있어

서 최소 승진 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 리: 5년

  2. 과 장: 5년

  3. 차 장: 5년

  4. 부 장: 6년

제18조(인사 기록서류) 학회 총무부장은 제12조, 제13조 규정에 의한 서류 및 인사기록 카드를 작성비

치 하여야 한다.

제19조(인사기록 유지) 총무부장은 직원의 임명, 보직, 승진, 승급에 관한 인사사항에 관한 것을 인사기

록 카드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20조(징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총무부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가 결정하

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행한다.

  1. 본회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본회에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을 때

  3. 근무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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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제적: 직원의 신분을 제적하여 면직한다.

  2. 의원면직: 직원의 원에 의해 사직서를 수리하고 면직 한다.

  3. 정직: 6개월 이하의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을 보유하거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 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 감봉: 6개월 이하의 기간 중 보수의 1/10을 감한다.

  5. 견책: 총무부회장에게 경위서를 제출하게 한다.

제22조(정년) 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정년: 사무국장 60세, 기타직원 55세

부칙  본 규정은 2003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급여 규정

 

2003년 1월 24일 제정, 2004년 4월 8일 개정

2012년 3월 30일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칙은 화학회 사무국 직원의 급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을 적용하는 급여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봉이라 함은 직원에게 지급되는 모든 수당을 포함하여 당해 연도의 총 급여를 말한다.

  2. 퇴직금이라 함은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할 당시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급제도) 급여의 지급은 연봉의 1/12을 매월 지급한다.

제4조(급여의 책정) 연봉은 사무국 직원의 근무 성적 평가서를 기초로 인사위원회에서 책정하며, 본인과

의 연봉계약으로 확정한다.

  1. 직원 근무 성적 평가서의 평가항목 및 가중치를 사전에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따로 

정한다.

  2. 연봉계약서는 연봉을 책정한 후 서명 날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매년 작성한다.

제5조(지급일) 직원의 봉급은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6조(지급방법) 급여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1. 발령 월의 급여는 일할 계산한다.

  2.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의 경우 당해 월의 14일 경과 후 퇴직하거나 무급 휴직을 하였을 때는 당해 

월 급여를 전액지급하고, 14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제7조(수습직원의 급여) 수습기간 중에 있는 신입직원의 급여는 통상 임금의 80%를 지급한다.

제8조(퇴직금) 퇴직금과 관련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제9조(포상) 학회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직원 또는 장기 근속한 직원에게 이사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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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거쳐 회장이 포상할 수 있다.

부칙  본 규정은 2003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회계 규정

 

2012년 2월  3일 제정, 2013년 3월 29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화학회(이하 “학회”라 함)의 일반회계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은 기금위원회 규정 및 기금관리에 관한 세칙을 따른다. 

제2조(기준)

1. 학회의 모든 일반회계업무는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단, 이 규정에 정하여 있지 않은 사항은 

법인세법 등의 관계법령과 회계 관습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한다.

2.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를 따른다.

3. 학회의 회계계정과목은 별표 I과 같다. 

제3조(회계 책임자) 회계 책임자는 해당연도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제4조(장부 및 증빙서류의 보존) 회계장부와 증빙서류는 5년간 보존하고, 기타 사항은 관계법령을 따른다. 

제5조(장부의 작성, 보고, 결재)

1. 회계 담당자는 매일 전표를 수입, 지출 또는 대체전표에 의거 확정 기장하며, 계정과목 별로 분개 

처리한 일계표와 자금출납 및 자금시재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장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는다.

2. 회계 담당자는 매월말일을 기준하여 모든 회계장부를 마감하고 월계표 및 누계자료를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회계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는다.  

제6조(전표 및 증빙서)

1. 모든 거래는 전표상에 금액, 건명 및 거래처 등을 기장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을 정정할 때는 반드

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2. 회계 담당자는 회계증빙을 위하여 전표상의 제반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영수증, 송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청구서, 주문서, 계약서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금전의 취급)

1. 학회의 모든 금융거래는 학회장의 명의로 행한다.

2. 금전에 대한 취급책임은 사무국장에게 있으며 회계 책임자는 이를 감독한다.

3. 상비현금은 회계 책임자가 승인하는 한도 내에서 사무국장에게 전도지출 하여 운영한다. 사무국장

은 상비현금의 사용에 대하여 증빙과 내역서를 첨부하여 정산하고 이를 회계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4. 금액이 확정되지 않거나 긴급할 때에는 회계 책임자의 사전 결재를 받아 전도지출할 수 있으며 

이를 조속히 청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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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회계 집행 결재 범위)

1. 일반회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사무국장과 회계 책임자의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 

2. 특별회계 집행은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지시에 따르고, 회계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제9조(비용과 수익의 인식기준)

1. 모든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계상한다.

2. 수익은 원칙적으로 실현주의에 따라 계상한다.  

제10조(인수·인계)

1. 회계의 인계는 회장의 임기 만료일 기준으로 학회 소유의 유동 자산 목록, 은행 잔고 목록, 미수금

과 미지급금 목록을 확인하는 것으로 가름한다.

2. 결산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은 기금으로 전출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운영위원회는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는 미수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손 처리한다.

3. 차기 회계 연도로 이월되는 연속 사업이 있을 경우 사업개요(사업명, 계약체결 상대 기관명, 계약

기간, 잔여 사업비 사용 계획 등)을 첨부하여 인계한다. 

제11조(결산)

1. 회계 책임자는 회계결산을 연차결산을 통해 이사회에 보고한다. 

2. 회계 책임자는 익년 2월말까지 결산 보고를 해야 한다.

3. 연차결산시 발생되는 당기 잉여금과 미수금 처리는 제10조 2항을 따른다. 

4. 회계 책임자는 대손충당금 설정과 감가상각 계상 등 결산에 필요한 기타 처리에 있어서 법인세법

과 그 시행령을 준수한다.

5. 학회 명의의 모든 유동 자산은 이사회에 보고한다.

6.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일반회계의 기초 운영 자금으로 학회발전기금에서 일정액을 무이자로 대여

하여 집행하고, 이 대여금은 회계연도가 종료되기 전까지 학회발전기금으로 반환한다.

7. 결산보고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가. 대차대조표

나. 손익계산서

다. 각계정명세서

라. 합계잔액시산표

마. 외부 회계 전문 기관의 회계 집행 검토 결과 보고서

바.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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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Ⅰ] 일반 회계 계정 항목

 
 O 수입부

항목 비고

1. 회비

　

　

　

　

　

1-1. 종신회원

1-2. 정회원

1-3. 교육회원

1-4. 학생회원

1-5. 단체회원

1-6. 특별회원

1-7. 이사회비

2. 구독비

　

　

　

　

2-1. 종신회원

2-2. 정회원

2-3. 교육회원

2-3. 학생회원

2-4. 모교단체

2-5. 해외구독 　

3. 게재료

　

3-1. Bulletin

3-2. 회지

4. 학술대회 참가비 4-1. 춘계 학회

4-2. 추계학회

5. 광고 및 기기전시 5-1. 광고료 기업체 협찬 포함

5-2. 기기전시 　

6. 인세 및 연구지원비 6-1. 실험 교재

6-2. 기타 교재

7. 후원금

　

7-1. 과총 지원금

7-2. 기업체 기부금 　

7-3. 학술대회 지원금

7-4. 기타 기관 지원금

8. 용역과제 8-1. 기관 용역 과제

8-2. 사업관리수입

9. 올림피아드개최 

　

　

9-1. 국내올림피아드 대회 전형료

9-2. 여름·겨울학교 입교·전형료

9-3. 창의재단 지원금

9-4. 기업 후원금

9-5. 올림피아드 준비금

9-6. 잡수입

10. 기타 수입

　

10-1. 지부/분과회 회비/행사비

10-2. 학위 인증비

10-3. 이자 수입

10-4. 기념품 판매

　 10-5. 잡수입

11. 탄소문화 후원

12. 이월금 전기 잉여금

13. 기금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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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출부

항목 비고

1. 간행비　 1-1. Bulletin

원고료, 출판, 발송, 

상임편집위 논문 처리비 등 일체

1-2. 화학세계

1-3. 화학교육

1-4. 회지

1-5. 기타

2. 행사비　

　

2-1. 춘계 학술대회 　

2-2. 추계 학술대회 　

2-3. 기타

3. 위원회　 3-1. 회의 및 위원회

4. 사업비　

　

　

　

4-1. 지부/분과회 회비/행사비

4-2. 학위 인증 사업

4-3. 포스터·시화 　

4-4. 학회 홍보 　

4-5. 기타

5. 보조비

　

　

　

5-1. 지부/분과회 보조

5-2. 연구 보조 일반화학실험 교재 연구비

5-3. 교사 연구 보조 　

5-4. 정책기획과제 　

6. 운영비

　

　

　

　

　

　

　

6-1. 인건비 사무국 직원 급여 및 퇴직 연금

6-2. 보험료 고용·산재·건강·국민연금

6-3. 교통·통신·우편 전화, 출장, 주차, 퀵, 택배,  등기, 기타

6-4. 사무환경개선 사무가구, OA 기기 구입·임대,  환경 개선

6-5. 소모품 사무용품, 소모품

6-6. 공과금 법인세, 면허세, 청소용역 등

6-7. 수수료 카드 가맹, 지로 수수료 등

6-8. 잡지출 인쇄, 법인결산 및 월별 세무 정리 수수료, 회원 애경사 관리 등

7. 대외협력

　

　

　

　

7-1. 기과협·과총

7-2. 연합회 한국화학관련학회연합회 연회비

7-3. IUPAC NAO 연회비

7-4. FACS 연회비

7-5. 기타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회비 등

8. 올림피아드개최 　

　

　

　

　

8-1. 중학생 대회 　

8-2. 여름·겨울 학교 학생 선발 및 훈련

8-3. 국제대회 학생선발 및 훈련, 국제대회 참가, 올림피아드담당인력인건비

8-4. 잡지출 국제운영위원회 참가 등

8-5. 올림피아드 준비금 차기 연도로 이월 포함

9. 용역비 9-1. 연구과제

10. 탄소문화사업

11. 기금 대여금 반환

12. 기금 전출 종신회비, 당기 잉여금

13. 차기 이월금

14. 예비비　 　

15. 차기 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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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내규

 

2003년 1월 24일 제정, 2012년 3월 30일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칙은 화학회 사무국 직원의 휴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을 적용하는 휴가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가는 연차 유급 휴가, 특별 휴가, 출산·유산·사산휴가로 구분한다.

  2.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한다.

  3. 특별휴가에는 본인의 결혼, 애경사 등을 말한다.

제3조(연차 유급휴가) 사무직원의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을 따르되, 사무국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인원과 시기를 조절한다.

제4조(특별휴가 1) 다음 각 호의 특별휴가는 6일을 초과할 수 없다.

  1. 본인의 결혼

  2. 직계 존비속의 사망

제5조(특별휴가 2) 다음 각 호의 특별휴가는 1일을 초과할 수 없다.

  1. 직계 비속의 돌

  2. 직계 존속의 회갑, 칠순 등

제6조(출산·유산·사산휴가) 근로기준법 관련 법규를 따른다.

부칙  본 규정은 2003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국내외 출장에 따른 여비 지급 내규

 

2012년 3월 30일 제정

 

제1조(목적) 본 내규는 본 학회 임원 및 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이 학회업무로 국내외를 출장할 

경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 지급 구분 및 지급액) 

  1. 여비는 교통비, 식비, 숙박료, 일비로 구분한다.

  2. 교통비, 식비, 숙박료는 임직원의 직위를 감안하여 적정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빙에 

의하여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국외 출장 시 초청자가 식비와 숙박료를 부담 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경비를 출장자에게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

  3. 국내 출장 시 일비는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 국외 출장 시 20만원 내에서 임직원의 직위를 감안하

여 적정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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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본회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 참석 등에 따른 교통비는 왕복 거리에 따라 매년 실제 교통비를 감

안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3조(통신료) 출장 중 공무로 인한 통신료는 증명서류에 의하여 그 실비를 지급한다.

부칙  본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여비 지급 규정”을 따른다. 

 

 

사무국의 행사 지원 내규

2012년 2월 10일 제정, 2012년 8월 10일 개정

1. 목적

  1) 학회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학술 행사의 범위를 분명하게 규정

  2) 학회 주관 또는 후원 행사에 대한 사무국의 지원 범위와 내용을 분명하게 규정

  3) 학회와 무관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에 의한 학회 명예 훼손 및 탈세 방조 방지

  4) 학회에 부과되는 경비(카드 수수료, 법인세, 인건비 등)에 대한 간접비 명문화

2. 학회 행사의 범위

  1) 지부 또는 분과회의 사업계획에 명시되어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행사

     -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행사는 수익금 활용 방안을 포함하는 행사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2) 다음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행사

    가) 행사의 목적과 내용이 정관에 명시된 본회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행사

    나) 주최자와 대부분의 참가자가 화학회 회원인 행사

    다) 행사 후 발생하는 수익금을 화학회(지부 및 분과회 포함)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행사 

 

3. 사무국의 지원 내용

  1) 참가비 및 광고비 수납 대행

    ※ 참가비는 반드시 학회 홈페이지의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활용해야 함.

       - 참가비 납부 내역은 주최측에 일괄 제공(개별적 요청 불가)

    ※ 광고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10%)는 별도임.

       - 화학회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급

    ※ 학회 명의의 공영수증 및 명세서 양식 제공

  2) 학회 매체(｢화학세계｣, 홈페이지, 이메일)를 통한 홍보

  3) 행사 장소 섭외를 포함한 행사 진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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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사 주최자의 의무

  1)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행사의 경우에는 행사 내용과 사무국의 지원 요청 내역을 명시한 ‘이

행의무 확약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별첨 양식 1)

    ※ 행사 목적, 내용, 주최자, 예산, 수익금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함.

  2) (사)대한화학회를 주최 또는 후원 기관으로 명시

  3) 행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행사장 임대료, 케이터링, 물품 구입 등의 비용에 대해 화학회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 화학회 명의의 증빙이 없는 금액에 대해서는 화학회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함

    ※ 연사료를 포함한 인건비와 개인명의 카드 사용액은 화학회의 경비로 인정을 받지 못함.

  4) 화학회에 부과되는 직접비용(카드 수수료, 인건비,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간접비 납부

     가) 학회가 수납을 대행하는 참가비의 10% (카드 수수료, 가상계좌 수수료, 법인세 포함)

     나) 학회가 수납을 대행하는 광고비의 15%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법인세 포함)

     다) 화학회 명의 지출증빙총액이 수납총액에서 가)와 나)의 간접비를 뺀 실수납총액의 70%를 넘

지 못할 경우 차액(실수납총액의 70% - 지출증빙총액)의 30%

  5) 행사 종료 보고서 제출

     - 행사 종료 1개월 이내에 행사 결과, 결산 내역, 수익금 활용 방안이 포함된 종료 보고서 제출

5. 기타

  1) 주최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화학회가 수납한 금액의 70%를 선지급할 수 있음. 

    (잔액은 화학회 명의의 증빙자료 제출 후 지급)

  2) 행사와 관련된 통장은 화학회에서 보관하거나 관리하지 않음.

  3) 화학회에서 회계장부를 기재하거나 관리하지 않음.

  4) 이행의무를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차기 행사에 대한 지원을 중단함.

  5) 기타 사항은 운영위원회와 합의하여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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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양식 1]

행사개요

행 사 명

개최일시

개최목적

주 최 자
단체명 대한화학회 회원 여부

담당자 연 락 처

행사규모 – 참석자

(화학회 회원 비율)

예    산

수익금 활용 방안

상기 행사의 대한화학회 지원에 따른 아래 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주최측 이행 의무

  1)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행사의 경우에는 행사 내용과 사무국의 지원 요청 내역을 명시한 ‘이

행의무 확약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별첨 양식 1)

     ※ 행사 목적, 내용, 주최자, 예산, 수익금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함.

  2) (사)대한화학회를 주최 또는 후원 기관으로 명시

  3) 행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행사장 임대료, 케이터링, 물품 구입 등의 비용에 대해 화학회 명의

의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 화학회 명의의 증빙이 없는 금액에 대해서는 화학회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함.

     ※ 연사료를 포함한 인건비와 개인명의 카드 사용액은 화학회의 경비로 인정을 받지 못함.

  4) 화학회에 부과되는 직접비용(카드 수수료, 인건비,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간접비 납부

   가) 학회가 수납을 대행하는 참가비의 10% (카드 수수료, 가상계좌 수수료, 법인세 포함)

   나) 학회가 수납을 대행하는 광고비의 15%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법인세 포함)

   다) 화학회 명의 지출증빙총액이 수납총액에서 가)와 나)의 간접비를 뺀 실수납총액의 70%를 넘지 

못할 경우 차액(실수납총액 - 지출증빙총액)의 30%

  5) 행사 종료 보고서 제출

     - 행사 종료 1개월 이내에 행사 결과, 결산 내역, 수익금 활용 방안이 포함된 종료 보고서 제출

          년      월      일

        확약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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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 경비사용에 관한 내규

 

제1조 국제협력 경비란 국제협력위원회 규정 제1조에서 정한 다음 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를 (회비 제외) 

칭한다. (1) IUPAC과의 협력업무, (2) FACS와의 협력업무, (3) 국제학술회의 관련 업무 및 (4) 기타 

외국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업무

제2조 IUPAC, FACS, 국제학술회의, 외국기관 및 국제기구에서 행하는 회의, 학술발표회 등이 (이하 

“국제회의”라 함) 국내에서 개최될 때도 국제협력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제3조 기금관리에 관한 세칙 제6조 3항에 의거 국제협력 경비는 국제협력기금의 과실금으로 충당한다.

제4조 국제협력 경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협력 업무와 관련된 통신비 등 경상비

  (2) 본회를 공식적으로 대표하여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자의 출장 경비. 공식적인 대표라 함은 본회를 

대표 또는 대리하여 국제회의의 임원 등으로 등재되어있는 자를 지칭한다.

  (3) 당해 연도 회장, 부회장, 국제협력위원장 및 직원을 국제회의에 학회 대표로 파견할 때의 출장 

경비

  (4) 기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인정하는 국제협력에 관계되는 경비

제5조 출장 경비는 본회의 여비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제6조 다음의 경우는 국제협력 경비에서 지원할 수 없다.

  (1) 개인적으로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2) 국제회의의 본회 대표이기는 하나 개인적인 이유로 참가하는 경우

  (3) 국제회의와 관련된 임무 수행을 위해 참가하나 그 임무가 본회와 관련 없는 경우

  (4) 국제협력 기금의 과실금이 여유가 없는 경우

제7조 본 내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연구논문 윤리에 관한 내규

1999년 8월 제정, 2010년 6월 18일 개정

  대한화학회는 화학 및 그 응용에 관한 학술과 기술의 발전 및 보급에 기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과학

과 기술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화학인의 전문 학술 단체이다. 

  화학인들의 귀중한 학술 연구의 결과를 공평하게 평가하여 그 가치를 서로 인정하고, 모든 화학인들

이 그 내용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만 화학 분야의 진정한 학술적 발전이 이룩될 수 있다. 따라서 화학 

분야 학술 연구의 결과를 담은 연구 논문을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게재하는 전문 학술지를 정기

적으로 발간하고 배포하는 사업은 대한화학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보다 수준 높은 학술지의 발간을 통하여 우리나라 화학계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학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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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은 물론 연구 논문의 저자와 평가자가 지켜야 할 윤리 지침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은 명백하나 

최근의 다양한 연구윤리 위반의 보고 사례들은 다시 한 번 화학인들의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 글

로벌 시대의 도래와 연구 환경의 변화에 따른 화학 분야의 전문가로서 지켜야 할 윤리 수준을 명백히 

밝혀둠으로써 화학계는 물론 사회 전체에 대한 화학인의 전문가적 책임을 보다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

게 될 것이며 화학인의 구심점으로서의 대한화학회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에서 1999년 제정한 “연구 논문에 대한 윤리 지침”의 내용은 이미 관행으로 지켜져 오고 

있는 것을 성문화한 것이지만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보다 간략하고 세계수준의 윤리기준에 부합하게 명

확하게 개정함으로써 모든 화학인에게 연구 논문의 작성과 평가와 학술지의 편집에 대하여 학회가 추구

하는 윤리 수준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1999년 8월

가.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의무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 또는 저자와의 개인적인 친분에 관계없이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을 근거로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지체 없이 적절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4. 편집위원은 전공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가진 제삼자에게 논문의 질

과 정확성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5.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평가자 이외의 사람에게 투고된 논문의 내용을 

절대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6. 편집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학자적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7. 편집위원은 논문 평가과정에서 지적된 윤리적 문제(표절 및 이중게재 등)가 의심되는 논문에 대하

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표절 및 이중게재 의혹 제시 또는 저자와 관련된 계약 또는 소유권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나.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적 의무

1. 저자는 연구의 내용과 그 중요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기술하여야 하고, 연구의 결과를 

임의로 제외하거나 첨가하지 말아야 한다. 또 저자는 동일한 내용이 이미 발표되지 않았는가를 

최선을 다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구 논문에는 학술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결론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종합적인 논거가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미 발표한 논문과 동일한 결론을 주장하는 연구 논문을 투고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논거에 중대한 학술적인 가치가 있어야만 한다.  연구 보고를 여러 편의 

논문으로 분리하여 발표하는 것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3. 연구 논문에는 충분한 경험을 가진 해당분야 전문가가 연구의 내용을 반복하여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나 학술지의 지면을 낭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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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하고 해당학술지의 추천방식대로 

그 출처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 계획서의 평가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

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명백한 동의를 받은 후 인용할 수 있다.

5. 저자는 연구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거나, 독자가 연구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공개된 문헌은 상식적인 것을 빼고는 모두 참고 문헌에 포함시켜야 한

다. 자신의 연구 결과나 의견과 상반되는 논문도 인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연구 논문으로 학술지에 발표되었거나 투고하여 심사 중인 논문의 내용을 담은 논문을 중복하여 

투고하지 않는다. “속보”(communications)와 같이 간단한 예비 보고로 이미 발표된 내용을 완전

한 논문으로 다시 투고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만, 그런 경우에는 이미 발표하였던 예비 

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중요한 내용이 첨가되어 있어야 하고, 예비 보고를 적절하게 인용하여야 

한다. 총설(review 혹은 account)의 경우, 새로운 중요한 내용이 없어도 무방하다.

7. 연구 논문에 다른 연구자의 결과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명백하게 밝히는 것은 가능하지만 개

인적인 비난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8. 논문에 보고되는 연구에 학술적으로 중요한 기여를 하였고 결과에 대하여 책임과 공적을 함께 공

유할 모든 연구자는 공저자가 되어야 한다. 학위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거로 작성한 논문의 

경우에는 학위 논문을 제출하는 학생과 지도교수가 공동 저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구 결과

에 대해 학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은 공저자로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논문을 투고하는 교신

저자는 공저자로 참여하는 사실에 대하여 모든 공저자에게 명백한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공저자

의 나열 순서는 공저자들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으며, 연구에 기여를 많이 한 연구자

를 앞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자의 소속은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모두 표기하고, 투

고 당시에 소속이 변경되었으면 각주에 그 사실을 적절하게 표시할 수 있다. 

9.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평가자의 의견을 호의적인 태도로 수용하여 논문

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

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10. 논문 게재가 결정되면 저자의 대표자는 저작권의 이양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논문의 출판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계약 또는 소유권의 문제가 존재

하지 않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평가자가 지켜야 할 윤리 지침

1. 모든 화학자는 학술지의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

여 학술 발전에 기여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2. 평가자는 높은 수준의 과학적, 학술적 기준을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논문에 포함된 실험과 이론의 

내용, 결과의 해석, 설명의 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은 개인의 학

술적 신념이나 가정에 근거한 평가는 옳지 않으며, 자신의 연구나 저자와의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은 개인의 학술적 신념이나 가정에 근거한 

평가는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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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자는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편집위원에게 보내는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그 이유와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4. 평가 의견서는 호의적인 입장에서 작성하여야 하고, 저자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은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평가자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저자에게 추가 자료나 해명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

직하지 않다.

5. 평가자는 의뢰한 논문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특별한 조언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그 내용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아서 평가 의견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편집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6.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는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는 것도 옳지 

않다.

7. 평가자는 논문의 내용과 관련되어 이미 발표한 연구가 적절하게 인용되어 있는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평가하는 논문의 내용이 이미 학술지에 공개된 다른 논문과 매우 유사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에게 그 사실을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6. 평가자는 가능하면 빠른 시일에 평가를 마치고 평가 의견서를 편집위원에게 보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를 의뢰한 편집

위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RSC의 PCCP에 관한 내규

2012년 2월 3일 제정

제1조(취지) 대한화학회(이하 ‘학회’)는 영국화학회(Royal Society of Chemistry)의 주도로 발간되는 

Physical Chemistry Chemical Physics(이하 “PCCP”)의 Ownership Board에 참여하기로 한다. 

제2조(위원 및 임기) 회장은 학회 물리화학분과회(이하 “분과회”) 회장의 추천을 받아 국제협력위원회의 

PCCP 담당 위원 1인을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활동) PCCP 담당 위원은 PCCP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학회를 대표하여 PCCP Ownership 

Board에 참석하고, PCCP 관련 활동 사항을 국제협력위원장을 통하여 회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

야 한다.

제4조(재무) PCCP 관련한 학회의 수입금에서 PCCP 담당 위원의 출장비를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의 

60%는 분과회의 학술 및 저술 활동 증진에 사용하도록 분과회에 지급한다. 

부칙  이 내규는 영국화학회와의 협약 체결과 함께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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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기념호 및 기념 별쇄 발간 내규

2012년 2월 24일 제정

1. 목적

  1) 화학회의 학술활동에 크게 기여한 회원의 공로를 인정하고 널리 알리는 기회로 활용

  2) 정년, 생일, 수상 등을 맞이하는 회원에게 개인의 업적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기회 제공

  3) 우수한 논문을 확보하여 화학회 학술지의 수준 향상에 기여

2. 학술지 기념논문 및 기념호 발간

  1) 화학회의 투고 규정과 논문심사 규정에 의한 심사를 거친 논문에는 개인의 정년, 생일, 수상 등을 

기념하기 위한 헌사(Dedication)를 각주(Footnote)로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음.

  2)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회원을 위한 ‘기념호’(Festschrift)를 발간할 수 있음.

    가) 해당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이 40편 이상일 경우 

    나) 헌사가 표시된 기념논문의 수가 50편 이상일 경우  

    다) 기념논문 중 제자의 논문이 60% 이하일 경우 

  3) 기념호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발간함

    가) 기념호는 서지학적 관행을 만족하는 정규호(Regular Edition)로 발간함.

    나) 기념호는 헌사가 표시된 기념논문만으로 제작함.

    다) 기념호의 표지에는 ‘기념호’(Festschrift)라는 표시를 인쇄함.

    라) 헌정사(Tribute)와 자기소개(Autobiography) 등은 2쪽으로 제한함. 

  4) 기념호의 발간 신청은 발간 예정일 1년 이전에 학회 사무국에 접수해야 하고, 해당 학술지의 편집

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5) 기념논문의 투고와 심사는 화학회 해당 학술지의 투고 규정과 논문심사 규정을 따름.

    ※ 별도의 객원편집인(Guest Editor)은 두지 않음.

    ※ 다만 편집위원회는 발간 예정일을 고려하여 심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6) 기념호 발간을 원하는 회원은 기념호 발간비용 1,000만원을 화학회에 납부해야 함. 

    ※ 화학회는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기념별쇄 200부를 제공함.

    ※ 기념논문의 저자는 화학회에 투고비를 납부해야 함.

  7) 기념호의 발간은 연간 2회를 넘을 수 없음. 

3. 학술지 기념별쇄 발간

  1) 회원은 자신이 원하는 ‘기념별쇄’(Special Reprints)의 발간을 요청할 수 있음.

  2) 기념별쇄에는 헌사가 표시된 기념논문 또는 해당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을 포함시킬 수 있음.

  3) 기념별쇄의 표지에는 ‘xxx 기념별쇄’(Special Reprints for xxx) 등의 표시를 인쇄함.

  4) 전년도 해당 학술지의 실제 페이지당 인쇄비를 근거로 산출한 실비의 3배의 비용을 납부해

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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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비고

1997 781,187,726 1,499,593,939 　

1998 832,650,812 1,576,388,127 　

1999 822,941,751 1,681,490,415 　

2000 884,370,367 1,748,927,596 　

2001 959,906,163 1,872,242,472 　

2002 1,047,984,734 1,890,169,855 　

2003 1,284,639,477 1,909,103,890 　

2004 1,253,952,748 2,013,624,605 　

2005 1,391,115,028 2,085,279,166 　

2006 1,417,860,277 2,374,910,242 
국제화학올림피아드 사업기금 222,973,066원 포함 

(IChO-2006 조직위 인계)

2007 1,501,799,077 2,576,953,376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내 학회 사무실 임차보증금 

304,800,000원 중 150,000,000원을 한국화학회관 내 학회 

사무실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대여

2008 1,710,130,066 2,826,455,210 

종신기금, 일반회계기금, 국제협력기금, 회관건립기금, 

상남회관기금, 국제화학올림피아드기금, 

국내화학올림피아드기금을 학회발전기금으로 통합

2009 1,895,241,805 2,725,981,030 　

2010 1,696,611,298 2,768,396,745 　

2011 2,330,077,301 2,953,099,062 　

2012 2,997,223,844 3,237,710,505 

학회발전기금의 과실금의 33% 및 국제협력사업경비를 

과실금의 20% 내에서 일반회계로 지원 시작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

2013 2,847,689,001 3,391,615,428 

학회 사무실 임차보증금 (한국화학회관 대여금) 

150,000,000원 중 50,000,000원 학회발전기금으로 환입 

(잔액: 100,000,000원)

5. 재정 규모 : 일반·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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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회계

   - 학회발전기금, 종신기금, 학술상기금, 화학교육상 기금, 사무환경개선기금, 과학기술회관 영구입주권

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비고

2014 2,655,429,575 3,338,031,085 

- 학회 사무실 임차보증금 (한국화학회관 대여금) 잔액 

100,000,000원 중 50,000,000원 학회발전기금으로 환입 

(잔액: 50,000,000원)

2015 4,585,993,157 3,965,578,187 

- IUPAC 2015 개최 경비 포함

- 학회사무실임차보증금(한국화학회관대여금) 잔액 

50,000,000원 중 50,000,000원 학회발전기금으로 환입 

(잔액:0원)

2016 2,881,353,882 3,991,422,776 

- 학회발전기금에서 종신기금 분리

- 학회발전기금, 종신기금에서 일반회계지원 

(2016년부터시행)

2017 2,662,155,406 3,924,581,454 　

2018 2,982,049,674 4,012,502,168 　

2019 3,359,335,469 3,929,037,240 사무환경개선기금 신설

2020 2,304,332,806 3,939,294,681 　

2021 2,732,278,756　 3,922,63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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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술발표회 개최 현황
 

회 수 기 간 장 소 제 목 면수

제77회 1996.  5. 24~25 연세대학교

대한화학회 창립 50주년 기념세계한민족화학

학술대회 및 제77회 총회 진행표 및 

논문초록

500

제78회 1996. 10. 18~19 충남대학교
대한화학회 제78회 연회 및 추계총회 

진행표 및 논문초록
472

제79회 1997. 4 . 25~26 고려대학교
대한화학회 제79회 연회 및 춘계총회 

진행표 및 논문초록
434

제80회 1997. 10. 24~25 계명대학교
대한화학회 제80회 연회 및 추계총회 

진행표 및 논문초록
544

제81회 1998.  4. 24~25 이화여자대학교
대한화학회 제81회 연회 및 춘계총회 

진행표 및 논문초록
480

제82회 1998. 10. 23~24 선문대학교
대한화학회 제82회 연회 및 추계총회 

진행표 및 논문초록
552

제83회 1999.  4. 23~24 경희대학교
대한화학회 제83회 학술발표회 및 총회 

진행표 및 논문초록
380

제84회 1999. 10. 22~23 순천대학교
대한화학회 제84회 학술발표회 및 총회 

진행표 및 논문초록
428

제85회 2000.  4. 21~22 국민대학교
대한화학회 제85회 학술발표회 및 총회 

진행표 및 논문초록
414

제86회 2000. 10. 20~21 경상대학교
대한화학회 제86회 학술발표회 및 총회 

진행표 및 논문초록
420

제87회 2001.  4. 20~21 한양대학교
대한화학회 제87회 학술발표회 및 총회 

진행표 및 논문초록
466

제88회 2001. 10. 19~20 부경대학교
대한화학회 제88회 학술발표회 및 총회 

진행표 및 논문초록
520

제89회 2002.  4. 20~21 육군사관학교
대한화학회 제89회 학술발표회 및 총회 

진행표 및 논문초록
426

제90회 2002. 10. 19~20 영남대학교
대한화학회 제90회 학술발표회 및 총회 

진행표 및 논문초록
442

제91회 2003.  4. 18~19 코엑스
대한화학회 제91회 학술발표회 및 총회 

진행표 및 논문초록
494

제92회 2003. 10. 16~17 부산 벡스코
대한화학회 제92회 학술발표회 및 총회 

진행표 및 논문초록
544

6. 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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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수 기 간 장 소 제 목 면수

제93회 2004.  4. 22~23
서울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회관

대한화학회 제93회 학술발표회 및 총회 

진행표 및 논문초록
524

제94회 2004. 10. 21~22
제주국제컨벤션센터

(ICC)

대한화학회 제94회 학술발표회 및 총회 

진행표 및 논문초록
566

제95회 2005.  4. 22~23 인하대학교
대한화학회 제95회 학술발표회 및 총회(춘계) 

진행표 및 논문초록
502

제96회 2005. 10. 21~22 연세대학교(원주 캠퍼스)
대한화학회 제96회 학술발표회 및 총회(추계) 

진행표 및 논문초록
482

제97회 2006.  4. 20~21
한국국제전시장

(KINTEX)

대한화학회 창립 60주년 기념 제97회 

학술발표회 및 총회 진행표 및 논문초록
558

제98회 2006. 10. 19~20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대한화학회 창립 60주년 기념 제97회 

학술발표회 및 총회(추계) 진행표 및 논문초록
550

제99회 2007. 4 . 19~20 서울 코엑스(COEX)
대한화학회 제99회 학술발표회 및 총회(춘계) 

진행표 및 논문초록
550

제100회 2007. 10. 18~19 대구 엑스코(EXCO)
대한화학회 제100회 기념 학술발표회 및 

총회(추계) 진행표 및 논문초록
684

제101회 2008.  4. 17~18 일산 킨텍스(KINTEX)
대한화학회 제101회 학술발표회 및 

총회(춘계) 진행표 및 논문초록
638

제102회 2008. 10. 16~17
제주국제컨벤션센터

(ICC)
대한화학회 제102회 학술발표회 및 총회 80

제103회 2009.  4. 16~17 서울 코엑스(COEX) 대한화학회 제103회 학술발표회 및 총회 88

제104회 2009. 10. 28~30 대전컨벤션센터(DOC) 대한화학회 제104회 학술발표회 및 총회 96

제105회 2010.  4. 29~30 인천 송도컨벤시아 대한화학회 제105회 학술발표회 및 총회 92

제106회 2010. 10. 14~15 대구 엑스코(EXCO) 대한화학회 제106회 학술발표회 및 총회 102

제107회 2011.  4. 28~29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대한화학회 제107회 학술발표회 및 총회 88

제108회 2011.  9. 28~30 대전컨벤션센터(DOC) 대한화학회 제108회 학술발표회 및 총회 88

제109회 2012.  4. 25~26 일산 킨텍스(KINTEX) 대한화학회 제109회 학술발표회 및 총회 108

제110회 2012. 10. 17~19 부산 벡스코(BEXCO) 대한화학회 제110회 학술발표회 및 총회 124

제111회 2013.  4. 17~19 일산 킨텍스(KINTEX) 대한화학회 제111회 학술발표회 및 총회 112

제112회 2013. 10. 16~18 창원컨벤션센터(CECO) 대한화학회 제112회 학술발표회 및 총회 104

제113회 2014.  4. 16~18 일산 킨텍스(KINTEX) 대한화학회 제113회 학술발표회 및 총회 108

제114회 2014. 10. 15~17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대한화학회 제114회 학술발표회 및 총회 116

제115회 2015.  4. 15~17 일산 킨텍스(KINTEX) 대한화학회 제115회 학술발표회 및 총회 112

제116회 2015. 10 14~16 대구 엑스코(EXCO) 대한화학회 제116회 학술발표회 및 총회 104

제117회 2016.  4. 20~22 일산 킨텍스(KINTEX) 대한화학회 제117회 학술발표회 및 총회 100

제118회 2016. 10. 12~14 부산 벡스코(BEXCO) 대한화학회 제118회 학술발표회 및 총회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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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수 기 간 장 소 제 목 면수

제119회 2017.  4. 19~21 일산 킨텍스(KINTEX)
119th General Meeting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108

제120회 2017. 10. 18~20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120th General Meeting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128

제121회 2018.  4. 18~20
제주국제컨벤션센터

(ICC)

121st General Meeting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148

제122회 2018. 10. 17~19 대구 엑스코(EXCO)
122nd General Meeting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176

제123회 2019.  4. 17~19 수원컨벤션센터(SCC)
123rd General Meeting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200

제124회 2019. 10. 16~18 창원컨벤션센터(CECO)
124th General Meeting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196

제125회 2020.  7. 6~7 온라인 컨퍼런스
125th General Meeting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_Report
140

제126회 2020. 10. 19~21 온라인 컨퍼런스
126th General Meeting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_Report
116

제127회 2021.  4. 21~23 온라인 컨퍼런스
127th General Meeting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_Report
148

제128회 2021. 10. 13~25 부산 벡스코(BEXCO)
128th General Meeting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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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화학회지

*KCI, SCOPUS 등재 학술지

연 도 권 호 간행주기 총 면 수 게재논문 편수 누적 논문편수

1996 40 1~12 월 간 782 117 2,689

1997 41 1~12 월 간 724 103 2,792

1998 42 1~6 격월간 753 112 2,904

1999 43 1~6 격월간 750 112 3,016

2000 44 1~6 격월간 637 93 3,109

2001 45 1~6 격월간 627 91 3,200

2002 46 1~6 격월간 616 83 3,283

2003 47 1~6 격월간 705 94 3,377

2004 48 1~6 격월간 688 93 3,470

2005 49 1~6 격월간 651 85 3,555

2006 50 1~6 격월간 535 64 3,619

2007 51 1~6 격월간 621 80 3,699

2008 52 1~6 격월간 757 93 3,792

2009 53 1~6 격월간 851 104 3,896

2010 54 1~6 격월간 869 122 4,018

2011 55 1~6 격월간 1098 154 4,172

2012 56 1~6 격월간 788 105 4,277

2013 57 1~6 격월간 890 116 4,393

2014 58 1~6 격월간 704 86 4,479

2015 59 1~6 격월간 572 72 4,551

2016 60 1~6 격월간 480 58 4,609

2017 61 1~6 격월간 410 50 4,659

2018 62 1~6 격월간 468 58 4,717

2019 63 1~6 격월간 524 60 4,777

2020 64 1~6 격월간 456 46 4,823

2021 65 1~6 격월간 504 53 4,876

나. 정기간행물 발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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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SCI, SCOPUS, SCIE 등재 학술지

연  도 권 호 간행주기 총 면 수 게재논문편수 누적 논문편수

1996 17 1~12 월 간 1,200 335 2,693

1997 18 1~12 월 간 1,368 355 3,048

1998 19 1~12 월 간 1,448 358 3,406

1999 20 1~12 월 간 1,578 353 3,759

2000 21 1~12 월 간 1,316 294 4,053

2001 22 1~12 월 간 1,440 322 4,375

2002 23 1~12 월 간 1,884 410 4,785

2003 24 1~12 월 간 1,898 407 5,192

2004 25 1~12 월 간 2,016 430 5,622

2005 26 1~12 월 간 2,130 432 6,054

2006 27 1~12 월 간 2,140 421 6,475

2007 28 1~12 월 간 2,594 499 6,974

2008 29 1~12 월 간 2,584 533 7,507

2009 30 1~12 월 간 3,202 670 8,177

2010 31 1~12 월 간 3,936 779 8,956

2011 32 1~12 월 간 4,528 855 9,811

2012 33 1~12 월 간 4,344 800 10,611

2013 34 1~12 월 간 3,986 754 11,365

2014 35 1~12 월 간 3,736 679 12,044

2015 36 1~12 월 간 2,979 554 12,598

2016 37 1~12 월 간 2,146 391 12,989

2017 38 1~12 월 간 1,565 271 13,260

2018 39 1~12 월 간 1,498 262 13,522

2019 40 1~12 월 간 1,273 229 13,751

2020 41 1~12 월 간 1,254 202 13,953

2021 42 1~12 월 간 1,746 261 1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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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교육

연  도 권 호 간행주기 총 면 수 게재논문편수 누적 논문편수

1996 23 1~4 계 간 277 12 158

1997 24 1~6 계 간 427 19 177

1998 25 1~4 계 간 255 14 191

연  도 권 호 간행주기 총 면 수 비고

1999 26 1~4 계 간 276 　

2000 27 1~4 계 간 330 　

2001 28 1~4 계 간 510 　

2002 29 1~4 계 간 518 　

2003 30 1~4 계 간 604 　

2004 31 1~4 계 간 524 　

2005 32 1~4 계 간 560 　

2006 33 1~4 계 간 606 　

2007 34 1~4 계 간 470 　

2008 35 1~4 계 간 465 　

2009 36 1~4 계 간 533 　

2010 37 1~4 계 간 478 특별호 A,B

2011 38 1~4 계 간 430 특별호 A

  

 ※ 1999년부터는 학술지가 아닌 종합지 성격으로 발행됨.

 ※ 2012년에 휴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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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세계 

연   도 권 호 간행주기 총 면 수 비   고

1996 36 1~12 월 간 1,272

1997 37 1~12 월 간 1,392

1998 38 1~12 월 간 1,544

1999 39 1~12 월 간 1,500

2000 40 1~12 월 간 1,636

2001 41 1~12 월 간 2,108

2002 42 1~12 월 간 1,428

2003 43 1~12 월 간 1,512

2004 44 1~12 월 간 1,912

2005 45 1~12 월 간 1,896

2006 46 1~12 월 간 2,016

2007 47 1~12 월 간 1,350

2008 48 1~12 월 간 2,256

2009 49 1~12 월 간 1,928

2010 50 1~12 월 간 1,356

2011 51 1~12 월 간 1,305

2012 52 1~12 월 간 1,544

2013 53 1~12 월 간 1,486

2014 54 1~12 월 간 1,600

2015 55 1~12 월 간 1,656

2016 56 1~12 월 간 1,732

2017 57 1~12 월 간 1,688

2018 58 1~12 월 간 1,354

2019 59 1~12 월 간 1,380

2020 60 1~12 월 간 1,456

2021 61 1~12 월 간 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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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학올림피아드 참가 현황

연도(차)
개최 기간

개최국(도시)
출전 학생(소속): 메달 종합순위 인솔자

1995년

(제27차)

7월 12일 ~ 26일

중국(베이징)

배승빈(서울과학고 3): 은

박기현(대전과학고 3): 동

임상민(서울과학고 3): 동

조창호(경기과학고 2)

42개국 

중

21위

단  장 장세희(서울대)

부단장 강성호(KAIST)

업저버 박준택(KAIST)

문희정(KAIST)

이은두(대전과학고)

강철호(과학재단)

허두영(서울경제)

1996년

(제28차)

7월 14일 ~ 29일

러시아(모스크바)

박혜선(서울과학고 3): 은

양범정(한성과학고 3): 동

송병국(전남과학고 3): 동

김사무엘(부산과학고2): 동

49개국 

중

19위

단  장 김관 (서울대)

부단장 백경수(숭실대)

업저버 이윤섭(KAIST)

장태현(POSTECH)

홍준식(KOSEF)

1997년

(제29차)

7월 12일 ~ 26일

캐나다(몬트리올)

강시혁(대전과학고 3): 금

김사무엘(부산과학고 3): 금

김경환(경남과학고 3): 은 

심상우(부산과학고 2): 은

47개국 

중

4위

단  장 김관(서울대)

부단장 최종인(중앙대)

업저버 심상哲(KAIST)

이희윤(KAIST)

이경우(KOSEF)

이윤미(내외경제신문)

1998년

(제30차)

7월 4일 ~ 16일

호주(멜버른)

심상우(부산과학고 3): 금

이자호(대구과학고 3): 금

이동호(경남과학고 3): 은

김택수(서울과학고 3): 은 

51개국 

중

2위

단  장 박준우(이화여대) 

부단장 이희윤(KAIST)

업저버 김희준(서울대)

1999년

(제31차)

7월 4일 ~ 13일

태국(방콕)

오성환(서울과학고 3): 금

하동균(부산과학고 3): 금

주영석(서울과학고 2): 금

박기영(한성과학고 3): 은 

50개국 

중

1위

단  장 박준우(이화여대) 

부단장 김희준(서울대)

업저버 김건철(충남대)

2000년

(제32차)

6월 30일 – 7월 13일

덴마크(코펜하겐)

주영석(서울과학고 3): 금 

이승환(광주과학고 3): 은

황기욱(서울과학고 3): 동 

김동완(부산과학고 3): 동

53개국 

중 

12위

단  장 박준우(이화여대) 

부단장 김건철(서울대)

업저버 이종목(이화여대)

다. 화학올림피아드 참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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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차)
개최 기간

개최국(도시)
출전 학생(소속): 메달 종합순위 인솔자

2001년

(제33차)

7월 5일 ~ 16일

인도(뭄바이)

김도형(대구과학고 3): 금

박현우(서울과학고 3): 금

이준화(경기과학고 3): 금

송상혁(서울과학고 2): 은

54개국 

중

1위

단  장 김희준(서울대) 

부단장 이희윤(KAIST)

업저버 신석민(서울대)

2002년

(제34차)

7월 5일 ~ 18일

네덜란드(그로니겐)

김민형(서울과학고 3): 금

이종혁(서울과학고 3): 금

김인섭(충북과학고 3): 은 

김용진(서울과학고 2): 은

57개국 

중

3위

단  장 김희준(서울대) 

부단장 신석민(서울대)

업저버 이덕형(서강대)

문해주(과기부)

황준영(과학재단)

김세진(연합뉴스)

2003년

(35차)

7월 5일 ~ 14일

그리스(아테네)

김용진(서울과학고 3): 금

나병옥(서울과학고 3): 금

장승필(경남과학고 3): 은

이지호(한성과학고 3): 은

59개국 

중

4위

단  장 김건철(충남대) 

부단장 신석민(서울대) 

과학업저버 하윤경(홍익대) 

업저버 김희준(서울대) 

김학진(충남대) 

김홍석(경북대)

김황식(과기부)

이공재(과학재단)

조충제(서울경제)

2004년

(36차)

7월 18일 ~ 27일

독일(키엘)

38차 개최지 

운영위원으로 이대운, 

박준우, 이덕환, 

최중길 참여

함준수(서울과학고 3): 금

장혜민(대구과학고 3): 금

박영우(서울과학고 3): 금

한겨레(대구과학고 3): 은

68개국 

중 

2위

단  장 김홍석(경북대)

부단장 이진규(서울대)

과학업저버 이원용(연세대)

업저버 신석민(서울대)

한소엽(이화여대)

조성현(과기부)

최동명(과학재단)

2005년

(37차)

7월 16일 ~ 25일

대만(타이페이)

38차 개최지 

운영위원으로 이대운, 

박준우, 이덕환, 

최중길, 석원경, 

박정학, 김석규 참여

김준형(서울과학고 3): 금

노상원(한성과학고 3): 금

김병길(대구과학고 3): 금

이상현(경기과학고 3): 금

59개국 

중

1위

단  장 이순원(성균관대)

부단장 이종목(이화여대)

업저버 김건철(충남대)

우희권(전남대)

2006년

(38차)

7월 2일 ~ 11일

한국(경산시)

IChO 개최지 

운영위원회 포함

배  환(민족사관고 3): 금

홍태희(서울과학고 3): 금

박준홍(서울과학고 3): 금

남승완(서울과학고 3): 은

67개국 

중

2위

단  장 김건철(충남대)

부단장 이종목(이화여대)

과학업저버 허영덕(단국대)

게스트 홍달식(서울과학고)



6. 주요 업무  539

연도(차)
개최 기간

개최국(도시)
출전 학생(소속): 메달 종합순위 인솔자

2007년

(39차)

7월 15일 ~ 24일

러시아(모스크바)

● 38회 개최지 

운영위원장으로 

이덕환 참석

● IChO 운영위원회 

선출직 

운영위원으로 선출

김재수(서울과학고 3): 금

오태곤(경기과학고 3): 금

이창호(경기과학고 3): 금

윤종수(서울과학고 3): 은

68개국 

중

4위

단  장 박정학(영남대)

부단장 강태종(대구대)

과학업저버 이성훈(서울대)

우희권(전남대)

게스트 박의서(한국과학재단)

2008년

(40차)

7월 12일 ~ 21일

헝가리(부다페스트)

● 이덕환 IChO 

운영위원 

조우체(서울과학고 3): 금

곽순구(서울과학고 3): 금

정재훈(서울과학고 3): 금

김동환(서울과학고 3): 동

66개국 

중

4위

단  장 박정학(영남대)

부단장 강태종(대구대)

과학업저버 김동국(경북대)

이덕형(서강대)

게스트 천기우(한국과학재단)

2009년

(41차) 

7월 18일 ~ 27일

영국(런던)

● 이덕환 IChO 

운영위원회 의장

김도담(서울과학고 3): 금

김지훈(서울과학고 3): 금

오이철(서울과학고 3): 금

차영석(충북과학고 3): 동

66개국 

중

4위

단  장 김학진(충남대)

부단장 하윤경(홍익대)

업저버 양성익(경희대)

윤재숙(성균관대)

게스트 김지은(한국과학창의재단)

이덕환(서강대)

2010년

(42차)

7월 19일 ~ 28일

일본(도쿄)

● 이덕환 IChO 

운영위원회 의장

이현재(경기북과고 3): 금 

임재현(서울과학고 3): 금

장필근(세종과학고 3): 금

김원재(세종과학고 3): 은

68개국 

중 

2위

단  장 김학진(충남대)

부단장 하윤경(홍익대)

업저버 류도현(성균관대)

이보경(연세대)

게스트 김은수(교육과학기술부)

정원선(한국과학창의재단)

이덕환(서강대)

2011년

(43차)

7월 9일 ~ 18일

터키(앙카라)

● 이덕환 IChO 

운영위원회 의장

김용범(세종과학고 3): 금

이현석(세종과학고 3): 금

임유진(세종과학고 3): 금

최재원(서울과학고 3): 금 

70개국 

중 

1위

단  장 김학진(충남대)

부단장 문봉진(서강대)

업저버 김용애(한국외대)

하윤경(홍익대)

게스트 김준헌(한국연구재단)

현연목(교육과학기술부)

2012년

(44차)

7월 21일 ~ 30일

미국(워싱턴)

● 이덕환 IChO 

운영위원회 전임 

의장

박지호(경기과학고 3): 금

배민우(서울과학고 3): 금

이호경(잠실고     3): 금

전유경(서울과학고 3): 금

72개국 

중

1위

단  장 김건철(충남대)

부단장 양성익(경희대)

업저버 노동윤(서울여대)

성봉준(서강대)

게스트 최영실(교육과학기술부)

이슬아(한국과학재단)

신희진(한국연구재단)

이덕환(서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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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차)
개최 기간

개최국(도시)
출전 학생(소속): 메달 종합순위 인솔자

2013년

(45차)

7월 15일 ~ 24일

러시아(모스크바)

● 이덕환 IChO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신동한(서울과학고 3): 금

홍준영(경기과학고 3): 금

황치원(경기과학고 3): 금

유진욱(서울과학고 3): 은

77개국 

중

1위

단  장 이덕형(서강대)

부단장 하윤경(홍익대)

업저버 성봉준(서강대)

양성익(경희대)

게스트 고대승(한국과학재단)

이덕환(서강대) 

2014년

(46차)

7월 20일 ~ 29일

베트남(하노이)

● 이덕환 IChO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이은송(경기과학고 3): 금

이현우(중산고     3): 은

원승환(서울과학고 3): 은

홍원기(서울과학고 3): 은

88개국 

중 

8위

단  장 이덕형(서강대)

부단장 하윤경(홍익대)

업저버 임상규(국민대)

황성필(명지대)

게스트 정동준(미래창조부)

허준영(한국과학재단)

이덕환(서강대) 

2015년

(47차)

7월 20일 – 29일 

아제르바이젠(바쿠)

● 이덕환 IChO 

운영위원회 의장

김태현(서울과학고 3): 금

이상원(서울과학고 3): 금

이소영(서울과학고 3): 금

이용준(대구과학고 3): 금

75개국 

중

1위

단  장 하윤경 (홍익대과)

부단장 임상규(국민대)

업저버 최수혁(연세대)

황성필(고려대)

게스트 김운기(한국과학재단)

이덕환(서강대) 

2016년

(48차)

7월 23일 – 8월 1일

조지아(트빌리시)

● 이덕환 IChO 

운영위원회 

전임의장

남준오(서울과학고 3): 금

박준하(서울과학고 3): 금

진형섭(경기과학고 3): 금

손희준(서울학과고 3): 은

67개국 

중

2위

단  장 하윤경(홍익대)

부단장 문봉진(서강대)

업저버 김정권(충남대)

김태규(부산대)

게스트 노성찬(한국과학재단)

이덕환(서강대)

2017년

(49차)

7월 6일 ~ 15일

태국(나콘빠톰)

곽금아(대구과학고 3): 금

이한준(서울과학고 3): 금

김재현(대전과학고 3): 은

손준원(경기과학고 3): 은

76개국 

중

6위

단  장 임상규(국민대)

부단장 류도현(성균관대)

업저버 황성필(고려대)

정 현(동국대)

하윤경(홍익대)

게스트 우용익(미래부)

서원선(한국과학재단)

2018년

(50차)

7월 19일 ~ 29일

슬로바키아&체코

(프라하)

김진영(대구과학고 3): 금

김채린(서울과학고 3): 금

방유진(서울과학고 3): 금

원준환(서울과학고 3): 은

76개국 

중

3위

단  장 류도현(성균관대)

부단장 정  현(동국대)

업저버 황성필(고려대)

성봉준(서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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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차)
개최 기간

개최국(도시)
출전 학생(소속): 메달 종합순위 인솔자

2019년

(51차)

7월 21일 ~ 30일

프랑스(파리)

김지우(서울과학고 3): 금

최일규(서울과학고 3): 금

최혁규(서울과학고 3): 금

홍주한(서울과학고 3): 금

80개국 

중

1위

단  장 류도현(성균관대)

부단장 황성필(고려대)

업저버 정  현(동국대)

강  혁(아주대)

참관인 김진만(한국과학재단)

2020년

(52차)

7월 23일 ~ 30일

터키(이스탄불)

전무겸(서울과학고 3): 금

홍준하(서울과학고 3): 금

박준하(대구과학고 3): 은

이민정(대구과학고 3): 은

68개국 

중

5위

단  장 류도현(성균관대)

부단장 황성필(고려대)

업저버 정  현(동국대)

강  혁(아주대)

2021년

(53차)

7월 24일 – 8월 2일

일본(오사카)

신명진(서울과학고 2): 금

강승재(대구과학고 3): 은

김서연(경기과학고 3): 은

윤희성(세종과학고 3): 은

79개국 

중

12위

단  장 문봉진(서강대)

부단장 양성익(경희대)

업저버 박명환(충북대)

강  혁(아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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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화학올림피아드 계절학교(여름·겨울학교) 개최 현황

일 시 장 소 참가학생 수 교 장 비 고

1996. 1. 7 ~ 1.20 KAIST 고2 5명, 고1 37명 이영훈 1996년 겨울학교

1996. 8. 4 ~ 8.17 POSTECH 고2 12명, 고1 29명 김기문 1996년 여름학교

1997. 1.12 ~ 1.25 고려대학교 고2 7명, 고1 24명, 중등 27명 김강진 1997년 겨울학교

1997. 8. 3 ~ 8.14 POSTECH 고2 21명, 고1 34명 강  헌 1997년 여름학교

1998. 1.11 ~ 1.24 KAIST 고2 11명, 고1 34명 곽주현 1998년 겨울학교

1998. 8. 2 ~ 8.14 연세대학교 고2 14명, 고1 14명 최중길 1998년 여름학교

1999. 1.10 ~ 1.23 KAIST 고2 8명, 고1 20명 최병석 1999년 겨울학교

1999. 8. 1 ~ 8.14 POSTECH 고2 19명, 고1 54명 안교한 1999년 여름학교

2000. 1. 9 ~ 1.22 KAIST 고2 12명, 고1 29명 김세훈 2000년 겨울학교

2000. 8. 6 ~ 8.19 서울대학교 고2 17명, 고1 37명 김희준 2000년 여름학교

2001. 1. 7 ~ 1.20 충남대학교 고2 18명, 고1 29명 고광희 2001년 겨울학교

2001. 8. 5 ~ 8.18 서울대학교 고2 19명, 고1 39명 신석민 2001년 여름학교

2002. 1.13 ~ 1.26 충남대학교 고2 17명, 고1 27명 김건철 2002년 겨울학교

2002. 7.28 ~ 8.10 고려대학교 고2 20명, 고1 52명 하덕찬 2002년 여름학교

2003. 1. 5 ~ 1.17 충남대학교 고2 19명, 고1 32명 김학진 2003년 겨울학교

2003. 7.27 – 8. 9 경북대학교 고2 21명, 고1 54명 김흥석 2003년 여름학교

2004. 1. 4 ~ 1.16 충남대학교 고2 13명, 고1 27명 조남숙 2004년 겨울학교

2004. 8. 1 ~ 8.13 성균관대학교 고2 15명, 고1 52명 이순원 2004년 여름학교

2005. 1. 2 ~ 2.14 충남대학교 고2 12명, 고1 27명 박창문 2005년 겨울학교

2005. 7.31 ~ 8.12 영남대학교 고2 16명, 고1 53명 남기평 2005년 여름학교

2006. 1. 2 ~ 1.13 충남대학교 고2 10명, 고1 24명 강성권 2006년 겨울학교

2006. 7.30 ~ 8.11 서울대학교 고2 12명, 고1 55명 서정쌍 2006년 여름학교

2007. 1. 7 ~ 1.19 성균관대학교 고2 13명, 고1 19명 정덕영 2007년 겨울학교

2007. 7.29 ~ 8.10 영남대학교 고2 11명, 고1 47명 남기평 2007년 여름학교

2008. 1.13 ~ 1.25 경희대학교 고2 13명, 고1 22명 이영식 2008년 겨울학교

2008. 8. 3 ~ 8.15 서강대학교 고2 15명, 고1 56명 이덕형 2008년 여름학교

2009. 1. 4 ~ 1.16 서울대학교 고2 10명, 고1 30명 이진규 2009년 겨울학교

2009. 8. 2 ~ 8.14 충남대학교 고2 17명, 고1 68명 염을균 2009년 여름학교

2010. 1.10 ~ 1.22 KAIST 고2 18명, 고1 36명 김상규 2010년 겨울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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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장 소 참가학생 수 교 장 비 고

2010. 8. 1 ~ 8.13 전남대학교 고2 52명, 고1 72명 전승원 2010년 여름학교

2011. 1. 9 ~ 1.21 충남대학교 고2 31명, 고1 59명 김건철 2011년 겨울학교

2011. 7.31 ~ 8.12 한양대학교 고2  7명, 고1 22명 노재근 2011년 여름학교

2012. 1. 8 ~ 1.20 연새대학교 고2 29명, 고1 59명 이보경 2012년 겨울학교

2012. 7.29 ~ 8.10 서강대학교 고2 40명, 고1 58명 오한빈 2012년 여름학교

2013. 1. 6 ~ 1.18 한국과학기술원 고2 31명, 고1 51명 이희승 2013년 겨울학교

2013. 7.22 – 8. 2 충남대학교 고2 41명, 고1 72명 박균하 2013년 여름학교

2014. 1. 5 ~ 1.17 POSTECH 고2 30명, 고1 51명 이영호 2014년 겨울학교

2014. 7.20 ~ 8. 1 충북대학교 고2 39명, 고1 83명 양민호 2014년 여름학교

2015. 1. 4 ~ 1.16 연세대학교 고2 30명, 고1 50명 이보경 2015년 겨울학교

2015. 7.26 – 8. 7 부산대학교 고2 42명, 고1 75명 주정민 2015년 여름학교

2016. 1.10 ~ 1.22 성균관대학교 고2 30명, 고1 50명 이진용 2016년 겨울학교

2016. 7.31 ~ 8.12 GIST 고2 41명, 고1 71명 서지원 2016년 여름학교

2017. 1. 8 ~ 1.20 서울대학교 고2 30명, 고1 50명 정두수 2017년 겨울학교

2017. 7.23 – 8. 4 UNIST 고2 40명, 고1 74명 나명수 2017년 여름학교

2018. 1. 7 ~ 1.19 경희대학교 고2 31명, 고1 48명 양성익 2018넌 겨울학교

2018. 7.29 ~ 8.10 DGIST 고2 42명, 고1 76명 홍승태 2018년 여름학교

2019. 1. 7 ~ 1.19 한양대학교 고2 29명, 고1 51명 강용한 2019년 겨울학교

2019. 7.28 ~ 8. 9 전남대학교 고2 40명, 고1 63명 정제훈 2019년 여름학교

2020. 1. 6 ~ 1.18 충남대학교 고2 27명, 고1 47명 김정권 2020년 겨울학교

2020. 8.10 ~ 8.21 온라인 온라인 김정곤 2020년 여름학교

2021. 1. 4 ~ 1.15 부산대학교 온라인 임만호 2021년 겨울학교

2021. 7.26 – 8. 6 온라인 온라인 정  현 2021년 여름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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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대 (1997) 7)

고문 구자경 장영신

명예회장 김동일 안동혁

회장 백운기

부회장 손연수 김광은 김연식 윤창주

이대운

이사 백운기 김동한 김성호 김영중

김은식 김택제 문세민 박상우

박영자 박준우 심상哲 심상喆

어용선 여철현 오세화 오헌승

우규환 유광식 이병형 이부영

이  은 정경훈 정근호 정봉영

정순량 조문길 조병태 주동준

진정일 진종식 차기원 채명준

최배진 

감사 박두희 양철학

평의원 강경태 강석구 강한철 권석명

김관수 김광모 김기원 김대기

김동일* 김동환 김시중* 김영중

김영하 김왕기 김용주 김용준*

김용해 김유승 김윤수 김은수

김장환 김정환 김종수 김충섭

김태린* 김택제 김하석 나병철

남기동* 남두현 도명기 류경임

문대원 박기채* 박노상 박명환

박경수 박용태 박종률 박준우

박준택 박창식 박태원* 박호군

배준웅 백운기 백행남 서정헌

성대동 소현수 손연수 송형수

신국조 신준섭 심상哲* 심상喆

심이택 안동혁* 안영옥 안운선*

양정성 양흥준 어용선 여수동

여철현 오세화 오헌승 옥종화

유광식 유성은 윤능민* 윤민중

윤석승 윤세중 윤웅찬 이광일

이국행 이대실 이대운 이덕환

이명의 이병구 이병춘 이본수

이서봉 이순보 이광근 이  은

이익춘* 이재걸 이  철 이해황

이호설 이효원 이후성 장세헌*

장인순 전민제* 전병식 정봉영

정석규 정원기 정일남 정종재

정택모 조병태 조봉래 조성동

조욱재 주영제 진정일 진종식

채영복* 최상업* 최상준 최재시*

한만운* 한병희 황기준

간사장 진종식

간사 주동준(총무) 이익모(기획) 정영근(학술)

이재성(재무) 여인형(홍보) 최종인(국제)

최문근(조직)

대한화학회지편집위원회

위원장 김경태

부위원장 이본수

상임위원 강경태 김낙중 박준택 이호인

이흥락 최명언 최중길 최진호

위원 곽주현 김강진 김  건 김관수

        김상복 김  양 김유삼 박균하

박유철 안광덕 이상엽 이승한

전길자 최칠남

Bulletin지편집위원회

위원장 정경훈

부위원장 이후성

상임위원 강석구 김낙중 김하성 윤석승

이윤섭 이호인 최명언 최진호

위원 강성호 김강진 김  관 김성각

김유삼 박준우 백명현 심상喆

안광덕 이영훈 이흥락 전철호

조봉래 현명호

화학교육지편집위원회

위원장 김자홍

부위원장 최병순             

상임위원 김재현 노태희 우규환 최종인

위원 공병후 문정대 여환진 오두환

윤문영 최칠남 현종오

의약화학지편집위원회

위원장 정성기

부위원장 박노상

편집위원 김완주 김용주 박명환 서명은

        유성은 이종욱 정낙철 지옥표

현명호
             

화학세계지편집위원회

위원장 진종식

부위원장 여인형

상임위원 김용주 남학현 박동곤 오두환

7. 역대 임원명단(199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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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주 이덕형 이명수 이종목

이창진 임흥빈 조병원

기금위원회

위원장 정봉영

부위원장 김영하

위원 김유승 김완주 김택제 백행남

오헌승 이대운 이재성 이해황

전승준 주동준 진종식 황기준

화학술어위원회

위원장 이대운

상임위원 김경태 김  관 김상희 김성진

         도영규 박노상 백운기 안광덕

안정근 여인형 윤석승 이덕환

이명의 이영훈 이  원 이윤식

이윤영 이  철 이호인 이후성

임흥빈 장태현 전승준 정상헌

정원양 조봉래 조웅인

위원

물리화학 강준길 강  헌 김  건 김세훈

김홍래 노경태 이성한

무기화학 강상욱 강상권 구상만 권영욱

김진권 남원우 박준원 석원경

윤경병 이익모 정영근 채희권

분석화학 김경례 김해동 문대원 이계호

이공주 이종목 장윤석 정  혁

팽기정 홍훈기

유기화학 고광윤 김만주 김성훈 남기평

백경수 안광현 엄익환 윤철민

이원구 이효원 이승한 전철호

정규성 하덕찬 하현준 현명호

생화학 고문주 조형진 최무현

의약화학 이봉용 이응석 이희순 함원훈

고분자화학 도춘호 이광섭 이명훈 이문호

한양규

공업화학 오승모 윤제용 허  탁

고체화학 김  돈 김상현 정동운

화학기술진흥위원회

위원장 손연수

부위원장 홍양기

위원 권영칠 김선태 김유승 박노상

백행남 성용길 오헌승 유광식

이익모 이호설 이호인 지대윤

황기준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진정일

부위원장 신국조

총무위원 김  관(IUPAC) 이윤식(FACS)

위원 금삼록 김명수 김성각 김성규

김일두 박준우 서세원 서정헌

엄익환 윤경병 윤민중 이상엽

이영행 정규성 정성기 전철호

최종인 하덕찬 현명호

출판위원회

위원장 소현수

부위원장 이덕환

위원 김유승 신영국 윤창주 이영행

이재근 정옥상 조웅인 주동준

최명언 최영상 최용국 최종인

환경안전위원회

위원장 박종세

부위원장 노동석       

위원 김부영 김삼권 김오석 김택제

이광우 이용근 이익모 이흥재

임공례 함용묵

학술위원회

위원장 박상우

부위원장 진종식

위원 강재효 김동한 김용해 김유삼

김자홍 김택제 김하석 도영규

도춘호 박승철 박준우 박호군

백명현 심상喆 윤민중 윤창주

이대운 이  은 이창규 이해방

정봉영 정성기 진정일 최명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백운기*

위원 손연수* 김광은* 김연식* 윤창주*

이대운*

화학올림피아드위원회

위원장 심상哲

부위원장 김  관 우규환

자문위원 박찬웅 신동주 윤정광 이종명

장세희 최석식 홍학순

위원 강  헌 강성호 김강진 김기문

김유황 도영규 박준우 오두환

이영훈 이윤섭 이희윤 정봉영

최종인

화학홍보위원회

위원장 안운선

부위원장 조인호 박윤창

총무위원 여인형

위원 구자강 고재중 김동국 김영순

김왕기 김유항 김장환 김종호

이명의 이  원 전길자 주완철

최명언 한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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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구자경 장영신

명예회장 김동일 안동혁

회장 손연수

차기회장 이대운

부회장 진정일 어용선 김성각 이본수

오헌승

이사 손연수 김관수 김병순 김상렬

김영덕 김영중 김영하 김완주

김우식 김택제 박창식 박호군

백건호 백운기 서기림 양덕주

오혁근 유광식 윤석승 이  은

이순보 이종면 이호설 이호인

임  홍 전무진 정봉영 조광연

조병태 진종식 최원기 최정도

최진호 홍대일

감사 박준우 심상喆

실무이사 노동석(총무) 이기정(총무) 최중권(기획)

한성환(기획) 엄익환(학술) 윤경병(학술)

이정학(산학) 지대윤(산학) 박균하(홍보)

전철호(홍보)

평의원 강경태 강대호* 강삼우 강석구

강한철 경영수 고광윤 고석범*

고종성 구인선 권석명 권태우

금삼록 김  건 김  관 김  양

김강진 김관수 김근재 김기원

김대기 김대황 김동국 김동원

김동일* 김동한 김상렬* 김성수*

김순경* 김시중* 김영상 김영생*

김영하 김완주 김왕기* 김용준*

김유승 김유항 김윤수 김은미

김일광 김일두* 김자홍 김장환

김종수 김태린* 김택제* 김하석

남계춘 남기동* 남두현 노영쇠

도명기* 마경석* 문성환 문탁진*

박광자 박국태 박균하 박기채*

박명환 박상우 박수문 박승철

박영훈 박유철 박윤창* 박종세

박준우 박준택 박창식* 박태원*

박호군 백건호* 백운기* 변종홍

변형직* 서정헌 성대동 소헌영

소현수 손연수* 신국조 신동수

신종헌 신현우 심규진 심문택*

심상哲* 심상喆 심이택 심정섭*

안동혁* 안운선* 안정수* 양흥준

어용선 엄태섭* 여수동 여인형

여철현 오세화 오창언 오헌승*

옥종화 유광식 유성은 유종신

윤능민* 윤석승 이  광 이  원

이  은* 이규완 이대실 이대운*

이덕환 이명의 이병춘 이병형

이본수 이서봉 이석근 이성호

이순보 이승한 이윤영* 이익춘*

이재걸 이재덕 이재도 이정호*

이종근* 이종률 이창규* 이해방

이해황 이호설 이효원 이후성

이훈택 장성근 장세헌* 장인순

전무식 전민제* 전병식 전승준

정보화사업위원회

위원장 조웅인

상임위원 고훈영 맹춘옥 이덕환 이상혁

이영식 이익모 전승준 채희권

유기화학분과회장 1996.2~1997.2 김경태

1997.2~ 김충섭

무기화학분과회장 도명기

분석화학분과회장 차기원

물리화학분과회장 최영상

공업화학분과회장 김기협

고분자화학분과회장 1996~1997.4 이후성

1997.4~ 김우식

의약화학분과회장 박호군

생화학분과회장 서기림

화학교육분과회장 우규환

고체화학분과회장 김창홍

전기화학분과회장 채명준

중등화학분과회장 이종명

제주지회장 한성빈

대구·경북지부장 도명기

부산지부장 엄태섭

대전·충남지부장 오헌승

광주·전남지부장 김왕기

여천지회장 김영중

전북지부장 최호섭

강원지부장 이창규

충북지부장 최정도

경기지부장 김택제

경남지부장 이정호

서경남지부장 강대호

인천지부장 김상렬

미주지부장 최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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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호 정봉영* 정성기 정일남

정종재* 조광연 조문환 조병태*

조봉래 조웅인 조의환* 조인호

조진호 주동준 주영제 지응업*

진정일* 진종식* 차기원* 채규호

채영복* 채정석 최병순 최상업*

최원기 최재시* 최정도* 최중길

최진호 최호섭* 한만운* 한상준*

한종수 한지현 한태희* 함희석

허귀석 허남회 허태성 홍영석

홍창용 황금소*

대한화학회지편집위원회

위원장 김경태

부위원장 이본수

상임위원 김낙중 노광현 이영훈 이호인

정영근 이흥락 최중길 최진호

위원 곽주현 김상복 김  양 박균하

        박유철 신동명 여인형 이상엽

이승한 장태현 전길자 최칠남

Bulletin지편집위원회

위원장 정경훈

부위원장 이후성

상임위원 강재효 구자강 김낙중 김하석

박수문 백명현 서세원 이호인

최진호

국제편집위원 D.H.Busch

W.J.Feast

D.W.Setser

H.Girault

J.Etourneau

Y.N.Molin

H.Yammamoto

M.G.Kanatzidis

위원 강성호 김강진 심상喆 이영훈

이흥락 전철호 조봉래 현명호

화학교육지편집위원회

위원장 구창현

부위원장 김재현             

상임위원 노석구 노태희 박종윤 윤문영

이범홍 최병순 최종인

위원 김대수 김도욱 박현주 여환진

오두환 최칠남 현종오 홍미영

의약화학지편집위원회

위원장 유성은

부위원장 박노상

위원 김대기 김완주 김용주 남기평

박명환 서명은 서영거 이종욱

정낙철 정성기 지옥표 현명호

G.Folkers Y.Kita

J.A.Kazenellenbogen

화학세계지편집위원회

상임고문 심경섭

위원장 어용선

부위원장 한성환

상임위원 고동수 김환건 이관영 정민석

한호규

위원

과학부문 고문주 권순기 김건철 김순종

김양미 김정희 김정권 김철희

나명수 문명희 서홍석 신석민

신운섭 안교한 육순홍 이명훈

이상천 이승호 이용록 이용일

이원용 이희윤 조민행 주태하

채호준 탁용석 하윤경 하정숙

한옥수 현택환

산업부문 김성진 김현식 박재근 송수창

우경자 유제홍 임종찬 장석구

정대원 정찬문 정혜순

기금위원회

위원장 이본수

위원 김광은 김유승 노동석 신국조

          오헌승 이기정 이대운 이순보

이윤식 이해황 전승준 진정일

진종식

화학술어위원회

위원장 윤창주

부위원장 이덕환

위원 강  헌 강순희 김성진 김찬홍

도춘호 박준우 변종홍 이  원

이  은 윤석승 이강열 이덕환

이영훈 이원구 이윤식 이후성

임흥빈 정영근 조웅인 최문근

최병용 팽기정 하덕찬

화학기술진흥위원회

위원장 오세화

위원 강한철 권영칠 김선태 김유승

김종호 성용길 손일환 오세균

이병민 이호설 지대윤 함경우

이호인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진정일

부위원장 김성수

위원 김관수 김창홍 김용해 박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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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구자경 장영신

명예회장 안동혁

회장 이대운

차기회장 진정일

부회장 박준우 김관수 최진호 박창식

이덕환 김광은 여수동 정봉영

이사 이대운 강순희 김  건 김  양

김성수 김수자 김영상 김유항

김일두 도영규 박노상 박성규

박준우 선호성 신국조 오혁근

유성은 윤경병 이광섭 최진호

황  훈

출판위원회

위원장 양철학

부위원장 이덕환

위원 김유승 김일두 김홍래 노동석

선호성 소현수 엄재국 윤민중

윤창주 이기정 이덕형 이상혁

정동운 조웅인 주동준 하윤경

환경안전위원회

위원장 박종세

부위원장 노동석       

위원 김명수 김부영 김용하 김택제

노정구 신동천 이대운 이정학

정  용 최성수 하광원

학술위원회

위원장 박상우

부위원장 김성각 진종식

위원 강재효 김동한 김용해 김유삼

김자홍 김택제 김하석 도영규

도춘호 박승철 박준우 박호군

백명현 심상喆 윤민중 윤창주

이  은 이대운 이창규 이해방

정봉영 정성기 진정일 최명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손연수*

위원 김성각* 노동석* 도명기 박국태

         박준우 박창식 어용선* 오헌승*

이대운 이본수* 이창규 진종식

최호섭 허태성

화학올림피아드위원회

위원장 박준우

부위원장 강순희 김  관

자문위원 박찬웅 심상哲 윤정광 이무남

이종면 최석식 홍학순

위원 강  헌 강성호 김강진 김기문

김유항 김희준 도영규 박종윤

오두환 윤경병 이영훈 이윤섭

이희윤 정봉영

화학홍보위원회

위원장 채영복

부위원장 전철호       

위원 강한영 강한철 김성호 김  양

김연택 김학원 노영쇠 방효춘

백우현 윤구식 윤승수 이원구

이종목 이창규 최용국 한호규

홍대일

정보화사업위원회

위원장 조웅인

상임위원 고훈영 맹춘옥 이덕환 이상혁

이영식 전승준 채희권

위원 최중권

유기화학분과회장 정봉영

무기화학분과회장 윤석승

분석화학분과회장 이  원

물리화학분과회장 김유항

공업화학분과회장 김기협

고분자화학분과회장 조원제

의약화학분과회장 박호군

생화학분과회장 김수자

화학교육분과회장 강순희

고체화학분과회장 김창홍

전기화학분과회장 박수문

중등화학분과회장 이종면

제주지회장 한성빈

대구·경북지부장 도명기

부산지부장 황금소

대전·충남지부장 박창식

광주·전남지부장 김일두

여천지회장 김영중

전북지부장 최호섭

강원지부장 이창규

충북지부장 박국태

경기지부장 허태성

경남지부장 안정수

서경남지부장 백건호

인천지부장 차기원

미주지부장 최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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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문 백건호 손연수 신국조

양덕주 어용선 오창언 유광식

윤창주 이  은 이광우 이순보

이승한 이화국 장문호 장성근

조문환 천정균 최정도

감사 김응렬 심상喆

실무이사 이승환(총무) 이종목(총무) 김성훈(기획)

하현준(기획) 김영관(학술) 장호겸(학술)

김건철(산학) 김동진(산학) 석원경(홍보)

이영식(홍보)

평의원 강경태 강대호 강삼우 강석구

강한철 경영수 고광윤 고종성

구인선 권석명 권태우 금삼록

김  건 김  관 김  양 김강진

김관수 김근재 김기원 김대기

김대황 김동국 김동원 김동한

김상렬 김성수* 김순경* 김시중*

김영상 김영생* 김영하 김완주

김용준* 김유승 김유항 김윤수

김은미 김일광 김일두* 김자홍

김장환 김종수 김태린* 김택제

김하석 남계춘 남기동* 남두현

노영쇠 도명기 마경석* 문성환

문탁진* 박광자 박국태 박균하

박기채* 박명환 박상우 박수문

박승철 박영훈 박유철 박윤창*

박종세 박준우* 박준택 박창식

박태원* 박호군 백건호* 백운기*

변종홍 변형직* 서정헌 성대동

소헌영 소현수 손연수* 신국조

신동수 신종헌 신현우 심규진

심상哲* 심상喆 심이택 심정섭*

안동혁* 안운선* 안정수 양흥준

어용선 엄태섭 여수동 여인형

여철현 오세화 오창언 옥종화

유광식 유성은 유종신 윤능민*

윤민중 윤석승 이  광 이  원

이  은* 이규완 이대실 이대운*

이덕환 이명의 이병춘 이병형

이본수 이서봉 이석근 이성호

이순보 이승한 이윤영* 이익춘*

이재걸 이재덕 이재도 이정호

이종근* 이종률 이창규 이해방

이해황 이호설 이화국 이효원

이후성 이훈택 장성근 장세헌*

장인순 전무식 전민제* 전병식

전승준 정근호 정기호 정봉영*

정성기 정일남 정종재 조광연

조문환 조병태 조봉래 조웅인

조의환* 조인호 조진호 주동준

주영제 지응업* 진정일* 진종식*

차기원 채규호 채영복* 채정석

최병순 최상업* 최원기 최정도

최중길 최진호 최호섭 한상준*

한종수 한지현 한태희* 함희석

허귀석 허남회 허태성 홍영석

홍창용 황금소

대한화학회지편집위원회

위원장 김경태

부위원장 이본수

상임위원 노광수 선호성 이계호 이영훈

이호인 장태현 정영근 최병순

최진호

위원 곽주현 김상복 김영관* 박균하

신동명 여인형 이상엽 이승한

Bulletin지편집위원회

위원장 정경훈

부위원장 이후성

상임위원 강재효 구자강 김하성 박수문

백명현 서세원 이호인 장태현

최진호

국제편집위원 D.H.Busch

W.J.Feast

J.Etourneau

H.Girault

Y.N.Molin

D.W.Setser

M.G.Kanatzidis

H.Yammamoto

위원 강성호 김강진 심상喆 이영훈

장호겸* 조봉래 현명호       

화학교육지편집위원회

위원장 구창현

김재현 이영식*

상임위원 노석구 노태희 박종윤 신권수

심원보 윤문영 이범홍 이상혁

최병순 최종인

위원 김대수 김도욱 박현주 여환진

오두환 최칠남 현종오 홍미영

의약화학지편집위원회

위원장 유성은

부위원장 박노상

위원 김대기 김득준 김유승 남기평

서영거 심영기 유익동 이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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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창식 정상헌 정성기 조정혁

        지옥표 홍창용

G.Folkers Y.Kita

J.A.Kazenellenbogen

화학세계지편집위원회

위원장 이덕환

상임위원 구상만 김진권 노동윤 윤제용

이덕형 이상천 이승호 이영식

이원구 정찬교 정찬문 조천규

최종로

기금위원

회

위원장 이본수

부위원장 박준우*

위원 김광은 김유승 신국조 오헌승

이대운 이순보 이승한* 이윤식

이해황 전승준 진종식

화학술어위원회

위원장 윤창주

부위원장 이덕환

상임위원 강  헌 강순희 김성진 김완지

김창홍 도춘호 박준우 변종홍

윤석승 이  원 이  은 이강열

이영훈 이원구 이윤식 이후성

임흥빈 정영근 조웅인 최문근

팽기정 하덕찬

위원 장호겸*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진정일

부위원장 김성수

위원 김관수 김성훈* 김창홍 김용해

박이순 박준우 선호성 신국조

오혁근 유성은 이광섭 최진호

황  훈

출판위원회

위원장 양철학

부위원장 이덕환

위원 김유승 김일두 김홍래 선호성

소현수 엄재국 윤민중 윤창주

이덕형 이상혁 이종목* 정동운

조웅인 주동준 하윤경

환경안전위원회

위원장 박종세

부위원장 노동석

위원 김건철* 김명수 김부영 김용하

김택제 노정구 신동천 이대운

 정  용 최성수 하광원

학술위원회

위원장 이  은

부위원장 최진호*       

위원 강재효 강창원 구자강 김강진

김관수 김성각 김영관* 김자홍

김하석 도영규 도춘호 박승철

박준우 박창식 백명현 서세원

소헌영 심상喆 윤민중 이대실

이윤섭 이창규 전철호 조봉래

조웅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대운*

위원 김관수* 김성훈* 박준우* 석원경*

신국조 윤민중 이  광 이덕환*

이영식* 이종목* 정근호 진정일

하현준* 허태성

화학올림피아드위원회

위원장 박준우

부위원장 강순희

자문위원 신동주 심상哲 우규환 이수일

정종혁

위원 강  헌 곽주현 김  관 김기광

김성훈* 김유항 김희준 박종윤

오두환 윤경병 이희윤 장호겸

최중길

화학교육·홍보위원회

위원장 김유항

부위원장 이덕환* 이화국

위원 곽주현 김희준 박종윤 박준우

오두환 이영식* 이익모 최종인

최병순

정보화사업위원회

위원장 조웅인

상임위원 고훈영 이덕환 이상혁 이영식

        전승준 채희권

위원 김영관* 하현준*

유기화학분과회장 김성수

무기화학분과회장 정일남

분석화학분과회장 김영상

물리화학분과회장 이순보

공업화학분과회장 이규호

고분자화학분과회장 조원제

의약화학분과회장 천문우

생화학분과회장 채치범

화학교육분과회장 강순희

고체화학분과회장 김  건

전기화학분과회장 박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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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대 (2000)

고   문 구자경 장영신

명예회장 안동혁

회장 진정일

차기회장 진종식

부회장 신국조 박노상 박승철 노동석

이해황 김왕기 양덕주 여종기

윤석승 조원제

이사 진정일 김광은 김성은 김영하

김용해 김유삼 김유항 김창홍

김충섭 박용광 박준우 박준택

박호군 유광식 유영재 윤경병

이  은 이규호 이대운 이순보

이영만 이흥락 전무진 정순량

차기원 천문우 최성락 최정도

함희석 

감사 김응렬 이창환

실무이사 김성근(총무) 신석민(총무) 고훈영(기획)

박승민(학술) 하덕찬(산학) 김용록(홍보)

김상규(홍보) 김양미(홍보) 이경희(홍보)

평의원 강경태 강삼우 강성권 강성호

강수철 강영기 계광열 고광윤

고종성 곽종윤 구자강 국순용

김  건 김  관 김  돈 김  양

김각중 김강진 김관수 김기원

김기환 김대기 김대황 김동국

김동선 김동원 김동한 김동호

김명수 김병억 김상곤 김성수*

김순경* 김시중* 김영생* 김영철

김완주* 김용준* 김운섭 김원호

김유승 김유항 김일광* 김장환

김진두 김진호 김태린* 김하석

김호기 남기동* 남두현 노경태

노동석 도영규 도춘호 류근배

마경석* 문탁진* 박광자 박국태*

박균하 박기채* 박노상 박상윤

박성규* 박수문 박승언 박영훈

박용준* 박유철† 박윤창* 박종률

박준우* 박준택 박창식† 박태원*

박호군 백건호* 백운기* 변종홍

변형직* 봉필훈 부봉현 사공열

서정헌 성대동 소헌영 손달식

손연수* 송규석 송기동 신갑철*

신국조 신동수 신현우 심상喆

심상哲* 심이택 심정섭* 안동혁*

안영옥 안운선* 안정수* 어용선

엄익환 엄태섭 여수동 오세화

오창언 오헌승 유성은 윤구식

윤능민* 윤민중 윤석승 이  광*

이  은* 이관순 이기성* 이대실

이대운* 이덕환 이만길* 이명의*

이병형 이본수 이상화* 이석근

이순보 이승한 이윤영* 이익춘*

이재걸* 이종근* 이종률 이종명

이창규 이해황 이호설 이화국*

이효원 이후성 장세헌* 전민제*

전병식 전승준 정근호* 정낙철

정봉영* 정석규 정순량† 조병린

조병태 조봉래 조사흥 조성동

조웅인 조의환* 지응업* 진정일*

진종식* 차근식 차기원* 차성극

차진순 채영복* 최규성 최기주*

최상업* 최원기 최윤동 최정도*

최진호 하현준 한상준* 한종수

한지현 한태희* 허태성* 홍대일

황광진 황금소*

* 당연직, † 당연직이면서 선출직, 외 선출직 

대한화학회지편집위원회

위원장 김  건

부위원장 선호성

상임위원 김성훈 김홍래 윤호섭 이계호

이순원 이영훈 이호인 장태현

최병순

위원 강상욱 김호식 박승민* 신동명

중등화학분과회장 이종명

제주지회장 한성빈

대구·경북지부장 이  광

부산지부장 황금소

대전·충남지부장 윤민중

광주·전남지부장 정근호

여천지회장 김영중

전북지부장 이화국

강원지부장 이명의

충북지부장 박국태

경기지부장 허태성

울산·경남지부장 안정수

서경남지부장 백건호

인천지부장 차기원

미주지부장 최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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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원영도 이채호 정  혁 

Bulletin지편집위원회

위원장 박수문

부위원장 이후성

상임위원 강재효 김광수 박수문 박종상

백명현 엄익환 이호인 장태현

차근식 최진호

위원 강성호 김강진 박승민* 심상喆

이영훈 조봉래 현명호

국제편집위원 D.H.Busch

W.J.Feast

J.Etourneau

H.Girault

Y.N.Molin

D.W.Setser

M.G.Kanatzidis

H.Yammamoto

화학교육지편집위원회

위원장 박종윤

부위원장 김용록* 이범홍

상임위원 고한중 노석구 노태희 백성혜

신권수 심원보 윤문영 이상혁

정국영 한인옥

위원 김도욱 남정희 박영태 이성렬

이익모 조한선 최미화 한승석

한효순 함승욱 현종오 홍미영

의약화학지편집위원회

위원장 유성은

부위원장 박노상

위원 김대기 김득준 김유승 남기평

박창식 서영거 심영기 유익동

이종욱 정상헌 정성기 조정혁

지옥표 홍창용

G.Folkers Y.Kita

J.A.Kazenellenbogen

화학세계지편집위원회

위원장 이해황

부위원장 김상규

상임위원 강영수 김병주 김성현 김양미*

김용록* 노동윤 박동곤 박승민*

신운섭 신유주 이경희 이관영

이용섭 이진규 이충균 장두옥

정덕영 정범석 조민행 조천규

하윤경 한호규

과학전문위원 강종민 김경희 김동국 김성수

김정희 김진권 박용선 박정호

백경구 백승렬 성재영 신인재

신현익 유연규 임만호 정선호

조봉래 최정원

기금위원회

위원장 이  원

부위원장 신국조*

위원 곽현태 김광은 김성근* 김영하

박승언 박준우 백경수 오헌승

이대실 조봉래 최문근

화학술어위원회

위원장 김창홍

상임위원 김영덕 도춘호 백운기 변종홍

윤창주 이후성 정재도 조재수

위원 박승민*

화학기술진흥위원회

위원장 김유승

위원 강재훈 강태원 김낙중 박  환

박병욱 박재찬 신석만 이덕희

정봉열 정용호 최길영* 하덕찬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 김성수

위원 강한영 고훈영* 김병현 김병효

백운필 심영기 엄익환 우희권

유재훈 윤웅찬 이완인 이우붕

이윤식 전승준 한소엽

출판위원회

위원장 이덕환

부위원장 석원경

위원 강  헌 강한영 김성근* 김홍래

서홍석 양철학 이  광 이계호

이덕형 전일철 최정훈 하윤경

하창식 한소엽

환경안전위원회

위원장 김용화

부위원장 김명수

위원 김동수 김상연 김성진 김안구

김영식 김영철 박상윤 박송자

박영규 박현석 서형미 안병성

윤태일 이문성 장윤성 정  용

정동인 정창호 차규석 하덕찬*

한성범

학술위원회

위원장 이  은

부위원장 박승철

위원 강재효 강창원 구자강 김강진

김관수 김성각 김자홍 김하석

도영규 도춘호 박승민* 박준우

박창식 백명현 서세원 소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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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구자경 장영신

명예회장 안동혁

회장 진종식

차기회장 정봉영

부회장 변종홍 윤경병 윤석승 이재도

백경수 최성락 함희석 박준택

여종기 오세철

이사 진종식 김경례 김성각 김성수

김유승 김일광 김진은 김충섭

김호건 문세민 박수문 박용광

박준우 박찬량 박창식 박호군

성대동 신국조 유광식 윤길수

이 은 이무상 이본수 이순보

전승준 정용순 진정일 최종인

최칠남 

감사 남궁해 이창환

실무이사 박찬량(총무) 박재욱(기획) 안광현(기획)

이희윤(기획) 김학진(학술) 김영관(산학)

이완인(산학) 한소엽(홍보)

평의원 강경태 강삼우 강성권 강성호†

강수철 강영기 경영수* 계광열

고광윤 고종성 곽종윤 구자강

국순용 김  건 김  관 김  돈

김  양 김각중 김강진 김관수

김기원 김기환 김대기 김대황

김동국 김동선 김동원 김동한

김동호 김명수 김병억 김상곤

김성수* 김순경* 김시중* 김영생*

김영철 김완주 김용준* 김운섭

김원호 김유승 김유항 김일광†

심상喆 윤민중 이대실 이윤섭

이창규 전철호 조봉래 조웅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진정일*

위원 진종식 신국조* 박노상* 박승철*

이해황* 윤경병 김성근* 고훈영*

하덕찬* 김용록* 박윤창 박유철

윤민중 신갑철

화학올림피아드위원회

위원장 박준우

부위원장 윤길수

자문위원 김형규 심상哲 우규환 유정일

이수일

위원 강  헌 곽주현 김  관 김기광

김유항 김희준 오두환 윤경병

이덕환 이희윤 장호겸 최병순

최중길

기획부장 고훈영*

교육위원 김봉래 김영인 김희준 안교한

우희권 이무상 이종목 이춘기

이희윤 최병순

화학교육·홍보위원회

위원장 김유항

부위원장 이해황* 이화국

위원 곽주현 김양미* 김희준 박종윤

박준우 오두환 이익모 최병순

최종인

정보화사업위원회

위원장 조웅인

상임위원 고훈영 이덕환 이상혁 이영식

        전승준 채희권

위원 김용록* 박승민*

유기화학분과회장 이  은

무기화학분과회장 전무진

분석화학분과회장 이흥락

물리화학분과회장 조웅인

공업화학분과회장 이규호

고분자화학분과회장 김영하

의약화학분과회장 천문우

생화학분과회장 김유삼

화학교육분과회장 윤길수

고체화학분과회장 김  건

전기화학분과회장 김하석

중등화학분과회장 이영만

제주지회장 정덕상

대구·경북지부장 박유철

부산지부장 이만길

대전·충남지부장 윤민중

광주·전남지부장 박성규

여천지회장 김영중

전북지부장 정순량

강원지부장 이명의

충북지부장 박국태

경기지부장 박윤창

울산·경남지부장 이기성

서경남지부장 신갑철

인천지부장 이상화

미주지부장 최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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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환 김진두 김진호 김태린*

김하석 김호기 남기동* 남두현

노경태 노동석 도영규 도춘호

류근배 마경석* 문탁진* 박광자

박국태* 박균하 박기채* 박노상

박상윤 박성규* 박수문 박승언

박영훈 박용준 박유철* 박윤창*

박종률 박준우* 박준택 박창식

박태원* 박호군 백운기* 변종홍

변형직* 봉필훈 부봉현 사공열

서정헌 성대동 소헌영 손달식

손연수* 송규석 송기동 신갑철*

신국조* 신동수 신현우 심상哲*

심상喆 심이택 심정섭* 안동혁*

안영옥 안운선* 안정수* 어용선

엄익환 엄태섭 여수동 오세화

오창언† 오헌승 유성은 윤구식

윤능민* 윤민중* 윤석승 이  은*

이관순 이기성* 이대실 이대운*

이덕환 이만길* 이명의* 이병형

이본수 이상화* 이석근 이순보

이승한 이윤영* 이익춘* 이재걸

이종근* 이종률 이종명 이해황

이호설 이효원 이후성 장세헌*

전민제* 전병식 전승준 정낙철

정봉영* 정석규 정순량† 정용순*

조병린 조병태 조봉래 조사흥

조성동 조웅인 조의환* 지응업*

진정일* 진종식* 차근식 차기원*

차성극† 차진순 채영복* 최규성

최기주* 최상업* 최원기† 최윤동

최진호 하현준 한상준* 한종수

한지현 한태희* 허태성* 홍대일

황광진 황금소*

* 당연직, † 당연직이면서 선출직, 외 선출직 

대한화학회지편집위원회

위원장 김  건

부위원장 선호성

상임위원 김성훈 김홍래 윤호섭 박용남

이순원 이영훈 이호인 장태현

최병순

위원 강상욱 김강진 김학진 신동명

여인형 원영도 이채호* 정  혁

Bulletin지편집위원회

위원장 박수문

부위원장 이후성

상임위원 김광수 박수문 박종상 백명현

엄익환 유성은 이호인 이효원

장태현 차근식 최진호

위원 강성호 김강진 김학진 심상喆

이영훈 조봉래 현명호*

국제편집위원 D.H.Busch

W.J.Feast

J.Etourneau

H.Girault

Y.N.Molin

D.W.Setser

M.G.Kanatzidis

H.Yammamoto

화학교육지편집위원회

위원장 박종윤

부위원장 백경수* 이범홍

상임위원 강위경 고한중 노석구 노태희

백성혜 신운섭 심원보 윤문영

정국영 한인옥

위원 김도욱 남정희 박영태 이성렬

이익모 조한선 최미화 한승석

한효순 함승욱 현종오 홍미영

화학세계지편집위원회 

위원장 김하석

부위원장 백경수

상임위원 권영욱 김동국 김병주 김성수

김재녕 김재호 김환규 남기평

        박기동 박동곤 박성배 박창문

        신권수 신인재 오창호 우애자

        이상천 정옥상 조형진 최종호

한소엽 한신호 한옥희 함승옥

현택환

과학전문위원 강성구 공영대 권순기 김용애

김택현 노철언 박기홍 박승용

박장수 변송호 성영은 송옥근

윤주영 원영도 이  구 이규호

이상경 이영아 이충균 임동렬

정광우 조준형 표동진 한규승

기금위원회

위원장 이  원

부위원장 변종홍*

위원 곽현태 김광은 김영하 박찬량*

박승언 박준우 백경수 오헌승

이대실 조봉래 최문근

화학술어위원회

위원장 김찬홍

상임위원 김영덕 도춘호 백운기 변종홍

윤창주 이화성 이후성 정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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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수

위원 김학진*

화학기술진흥위원회 

위원장 김유승

위원 강재훈 강태원 김낙중 박  환

박병욱 박재찬 신석만 이덕희

정봉열 정용호 최길영 이완인*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 김성수

부위원장 엄익환

위원 강한영 김병현 김병효 백운필

심영기 우희권 유재훈 윤웅찬

이완인 이우붕 이윤식 이희윤*

전승준 한소엽

출판위원회

위원장 이덕환

부위원장 석원경

위원 강  헌 강한영 김홍래 박찬량*

김홍래 서홍석 양철학 이  광

이계호 이덕형 전일철 최정훈

하윤경 하창식 한소엽

환경안전위원회

위원장 김용화

부위원장 김명수

위원 김동수 김상연 김성진 김안구

김영식 김영철 박상윤 박송자

박영규 박현석 서향미 안병성

윤태일 이문성 이완인* 장윤석

정  용 정동인 정창호 차규석

한성범

학술위원회

위원장 이  은

위원 강재효 강창원 구자강 김강진

김관수 김기문 김낙중 김성각

김학진* 도영규 박승철 박준우

박창식 백명현 서세원 소헌영

윤민중 이대실 이윤섭 이창규

전철호 조봉래 최중길 최진호

화학올림피아드위원회

자문위원 강용호 김형규 박준우 심상哲

우규환

위원장 김희준

부위원장 신석민 윤길수*

위원 김성훈 김학진 윤경병 이경희

이덕환 이영식 이충균 이희윤

교육위원 김봉래 김영인 안교환 우희권

이무상 이종목 이춘기 최병순

기획부장 이희윤*

정보화사업위원회

위원장 최종인

상임위원 강성권 신석민 이영식

위원 김학진*

화학교육·홍보위원회

위원장 이화국

부위원장 최병순

위원 노석구 노태희 박동곤 박종욱

이완인* 신동명 이범홍 최정훈

하윤경 현종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진종식*

위원 강성호 김영관* 김유승 김하석

박윤창 박찬량* 백경수* 변종홍*

윤경병* 윤석승* 오창언 이만길

이완인* 정봉영

유기화학분과회장 김성각

무기화학분과회장 박준택

분석화학분과회장 김경례

물리화학분과회장 박준우

공업화학분과회장 이규호

고분자화학분과회장 도춘호

의약화학분과회장 박노상

생화학분과회장 최명언

화학교육분과회장 윤길수

고체화학분과회장 김호건

전기화학분과회장 김하석

중등화학분과회장 이영만

제주지회장 정덕상

대구·경북지부장 오창언

부산지부장 이만길

대전·충남지부장 강성호

광주·전남지부장 최원기

여천지회장 오석권

전북지부장 김일광

강원지부장 경영수

충북지부장 정용순

경기지부장 박윤창

울산지부장 이기성

경남지부장 차성극

인천지부장 이상화

미주지부장 최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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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구자경 장영신

명예회장 안동혁

회장 정봉영

차기회장 심상철

부회장 김유승 전승준 박승언 소헌영

최중길 김기협 김자홍 김충섭

엄재국 조응준

이사 정봉영 고정수 김기협 김성수

김용해 김유승 김자홍 김충섭

박노상 박승언 박유철 박창식

백우현 변종홍 소헌영 심상철

엄재국 여인형 여종기 유광식

이규호 이덕환 이영만 이종명

이주연 이창규 장문호 장태현

전길자 전승준 정용순 조응준

진종식 차진순 천정균 최성락

최영상 최중권 최중길 황금소

감사 남궁해 이대실

실무이사 여인형(총무) 이창진(기획) 정규성(기획)

손대원(학술) 이진규(학술) 유연규(산학)

이영식(홍보)

평의원 강대호 강명구 강성호 강홍렬

경영수 권석명 권영배 권오천

김각중 김관수 김광은 김기협

김동완 김동한 김병순 김상곤

김상렬 김상복 김성각 김성수

김시중 김연식 김영상 김영생

김왕기 김용래 김용준 김용해

김유승 김윤수 김은식 김일두

김자홍 김장환 김재상 김재순

김재원 김종호 김충섭 김태린

김태봉 김택제 김하석 김호징

남기동 노동석 도명기 마경석

문탁진 민경세 민관식 민원규

박국태 박기채 박노상 박병각

박병수 박상우 박성규 박승언

박승철 박용태 박유철 박윤창

박의서 박인원 박정섭 박종률

박종민 박종열 박종회 박준우

박준택 박창식 박태원 배영일

백건호 백경수 백우현 백운기

변종홍 변형직 사공열 소헌영

손연수 신갑철 신국조 신영국

신홍대 심장섭 안운선 안정수

안중태 양갑석 양덕주 양정성

어용선 엄재국 엄태섭 여수동

여종기 오대섭 오상오 오세철

오창언 오헌승 유광식 윤경병

윤능민 윤민중 윤석승 윤세중

윤창주 이  광 이  은 이  홍

이기성 이남호 이대운 이덕환

이만길 이명의 이문형 이병춘

이본수 이상영 이상화 이서봉

이억석 이윤영 이익춘 이재도

이정호 이종광 이종근 이종명

이창규 이창환 이태녕 이해황

이화국 장세헌 전민제 전병식

전승준 전학제 정구순 정근호

정봉영 정순량 정용순 정종재

정진순 정학진 조기형 조병태

조원제 조응준 조의환 조인호

지응업 진성익 진정일 진종식

차기원 차성극 채영복 천정균

최근선 최남석 최상업 최상준

최성락 최원기 최원형 최정도

최중길 최진호 최호섭 한상준

한인섭 한태희 한홍섭 함희석

허  황 허태성 홍순주 홍영석

황금소

대한화학회지편집위원회

위원장 김  건

부위원장 선호성

상임위원 고재중 김성훈 김홍래 박상언

박용남 윤호섭 이영훈 장태현

최병순

위원 강상욱 김호식 신동명 여인형

원영도 이채호 정  혁 손대원*

Bulletin지편집위원회

위원장 박수문

부위원장 이후성

상임위원 김강진 김광수 김기문 박상언

박종상 엄익환 유성은 이효원

장태현 차근식 최진호

위원 강성호 김강진 심상철 이영훈

조봉래 현명호 손대원*

국제편집위원 D.H.Busch

W.J.Feast

J.Etourneau

H.Girault

Y.N.Molin

D.W.Set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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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Kanatzidis

H.Yammamoto

Hyuk Yu

화학교육지편집위원회

위원장 김재현

부위원장 현종오 이진규*

상임위원 김대수 김충희 노태희 박현주

심원보 오학만 정지숙 최후남

한인옥 홍현수

위원 권혁순 김경희 김기명 김도욱

김득호 김영숙 김옥자 김조연

남정희 노석구 문석식 문지의

박상대 박영태 박종석 백성혜

서혜예 신애경 신운섭 심욱주

윤문영 이성렬 이영순 이익모

이화정 이화종 이희권 임웅묵

임재항 전경문 전석천 최미화

최승일 최애란 한효순 홍춘표

화학세계지편집위원회

위원장 최중길*

부위원장 이영식*

상임위원 강철훈 부두완 성명모 유연규

이덕형 장석복 조영희 천진우

하윤경

과학전문위원 강  찬 고용송 김성현 김영미

김용호 김종승 박용선 박정호

        우경자 이필호 임동렬 정원철

정택모

기금위원회

위원장 신국조

부위원장 김유승*

위원 고종성 김강진 김병순 김윤수

김정안 선호성 안병태 윤경병

이병수 이해원 여인형*

화학술어위원회

위원장 도춘호

부위원장 김강진

상임위원 강인규 구자강 김정희 노광현

이규호 유종성 윤성화 하윤경

위원 강  헌 강종민 고훈영 김영미

김창균 남계춘 박정학 유  룡

이성렬 전일철 채희권 최대옥

최이준 현택환 손대원*

화학기술진흥위원회

위원장 최중권

위원 권병목 김수단 문대원 박상언

신준섭 이관순 이광혁 조진호

주영제 채정석 한호규 유연규*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장태현

부위원장 강  헌

위원 김병문 김병현 김상규 박영태

성명모 우희권 이광섭 조민행

최문근 표동진 정규성*

출판위원회

위원장 이덕환

부위원장 석원경

위원 강  헌 강한영 김홍래 서홍석

양철학 이  광 이계호 전일철

최정훈 하윤경 하창식 한소엽

여인형*

환경안전위원회

위원장 노동석

위원 김재현 김종국 김윤신 박송자

석금수 신호상 오창환 이민효

이효민 장윤석 정봉철 정영희

정용호 주창경 홍종기 유연규*

학술위원회

위원장 이  은

위원 강재효 강창원 구자강 김강진

김관수 김기문 김낙중 김성각

도영규 박승철 박준우 박창식

백명현 서세원 소헌영 윤민중

이대실 이윤섭 이창규 전철호

조봉래 최중길 최진호 이진규*

화학올림피아드위원회

위원장 김희준

부위원장 신석민 최병순*

자문위원 박준우 우규환

과학기술인력과장(과기부)*

교육과정정책심의관(교육부)*

연구인력실장(과학재단)*

위원 김성훈 김학진 윤경병 이경희

이덕환 이충균 이희윤 이영식*

교육위원 김건철 김봉섭 김영인 우희권

이덕형 이종목 최중길 하윤경 

정보화사업위원회

위원장 최종인

상임위원 강성권 신석민 이영식*

화학교육·홍보위원회

위원장 이화국

부위원장 최병순 전승준*

위원 노석구 노태희 박동건 신동명

이범홍 최정훈 하윤경 현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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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구자경 장영신

명예회장 안동혁

회장 심상철

차기회장 이순보

부회장 차진순 백우현 전무진 김대황

고재중 김기협 박호군 이호설

이종률 조성동

이사 심상철 강경태 강성호 고재중

김  건 김기협 김대황 김두영

김명수 김용해 김유승 김유황

김일광 박호군 배선건 배준웅

백우현 신국조 오세화 오창언

유광식 이광순 이명의 이순보

이왕근 이종률 이호설 전무진

전승준 정봉영 정성기 조병태

조성동 차성극 차진순 채규호

최병순 최정훈 황금소

감사 강신원 이대실

실무이사 박정학(총무) 최정훈(총무) 이심성(기획)

유국현(기획) 김성진(학술) 이상기(학술)

이병민(산학) 정옥상(산학) 나명수(홍보)

박한오(홍보) 백성혜(홍보) 현종오(홍보)

평의원 강대호 강명구 강성호 강홍렬

경영수 고석범 고재중 권석명

권영배 권오천 김각중 김관수

김광은 김기협 김대황 김동원

김동한 김두영 김병순 김상곤

김상렬 김상복 김성각 김성수

김시중 김영상 김영생 김왕기

김용래 김용준 김용해 김유승

김윤수 김은식 김일광 김일두

김자홍 김장환 김재상 김재순

김재원 김종호 김충섭 김태린

김태봉 김택제 김하석 김호징

남기동 노동석 도명기 마경석

문탁진 민경세 민관식 민원규

박국태 박균하 박기채 박노상

박병각 박병수 박상우 박성규

박승언 박승철 박용광 박용태

박유철 박윤창 박의서 박인원

박정섭 박종률 박종민 박종열

박종회 박준우 박준택 박창식

박태원 박호군 배선건 배영일

백건호 백경수 백우현 백운기

변종홍 변형직 사공열 소헌영

손연수 신갑철 신국조 신영국

신홍대 심상철 심정섭 안동혁

안운선 안정수 안중태 양갑석

양덕주 양정성 어용선 엄재국

엄태섭 여수동 여종기 오대섭

오상오 오세철 오창언 오헌승

유광식 윤경병 윤능민 윤민중

윤석승 윤세중 윤창주 이  광

이기성 이남호 이대운 이덕환

이만길 이명의 이문형 이병춘

이진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정봉영*

위원 심상철 김유승* 김자홍* 박승언*

소헌영* 최중길* 차진순 여인형*

정규성* 유연규* 이영식* 박용태

김윤수 박종열

유기화학분과회장 박창식

무기화학분과회장 최성락

분석화학분과회장 이동선

물리화학분과회장 신국조

공업화학분과회장 이규호

고분자화학분과회장 안광덕

의약화학분과회장 박노상

생화학분과회장 이대실

화학교육분과회장 최병순

고체화학분과회장 김호건

전기화학분과회장 배준웅

중등화학분과회장 이영만

제주지회장 정덕상

대구·경북지부장 박용태

부산지부장 박종열

대전·충남지부장 김윤수

광주·전남지부장 함희석

여천지회장 박현길

전북지부장 이종명

강원지부장 경영수

충북지부장 정용순

경기지부장 천정균

울산지부장 김상복

경남지부장 김재상

인천지부장 강명구

미주지부장 최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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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본수 이상영 이상화 이서봉

이억석 이윤영 이  은 이익춘

이재도 이정호 이종관 이종근

이종률 이종명 이주연 이창규

이창환 이태녕 이해황 이호설

이  홍 이화국 이흥락 장세헌

전무진 전민제 전병식 전승준

전학제 정구순 정근호 정봉영

정순량 정용순 정종재 정진순

정학진 조기형 조병태 조성동

조원제 조응준 조의환 조인호

지응업 진성익 진정일 진종식

차기원 차성극 차진순 채영복

천정균 최근선 최남석 최상업

최상준 최성락 최원기 최원형

최정도 최중길 최진호 최호섭

한상준 한인섭 한태희 한홍섭

함희석 허태성 허  황 홍순주

홍영석 황금소

대한화학회지편집위원회

위원장 경진범

부위원장 선호성

상임위원 고재중 김성훈 김홍래 박상언

박용남 윤호섭 이영훈 장지영

최병순

위원 강상욱 김호진 신동명 여인형

원영도 이채호 정  혁 김성진*

Bulletin지편집위원회

위원장 박수문

부위원장 이후성

상임위원 김강진 김광수 김기문 박상언

박종상 엄익환 유성은 이효원

장지영 전철호 차근식 최진호

위원 강성호 김강진 심상철 이영훈

조봉래 현명호 이상기*

국제편집위원 D.H.Busch

W.J.Feast

J.Etourneau

H.Girault

Y.N.Molin

D.W.Setser

M.G.Kanatzidis

H.Yammamoto

Hyuk Yu

R.A. Bartsch

화학교육지편집위원회

위원장 김재현

부위원장 현종오 유국현*

상임위원 김대수 김충호 노태희 박현주

심원보 오학만 정지숙 최후남

한인옥 홍현수

위원 권혁순 김경희 김기명 김도욱

김득호 김영숙 김옥자 김조연

남정희 노석구 문석식 문지의

박상대 박영태 박종석 백성혜

서혜예 신애경 신운섭 심욱주

윤문영 이성렬 이영순 이익모

이화정 이화종 이희권 임응묵

임재항 전경문 전석천 최미화

최승일 최애란 한효순 홍춘표

화학세계지편집위원회

위원장 고재중*

부위원장 나명수*

상임위원 강성주 류재정 박충모 이동헌

이학준 임동렬 정덕영 최미화

과학전문위원 고재중 김영미 김정훈 김종승

박기민 심원보 이경희 이상원

정규성 정제훈 정진현 정택동

정회일 최종류 태진성

기금위원회

위원장 신국조

부위원장 차진순*

위원 고종성 김강진 김병문 김윤수

김정안 선호성 안병태 윤경병

이명수 이해원 최정훈*

화학술어위원회

위원장 도춘호

부위원장 김강진

상임위원 강인규 구자강 김정희 노광현

이규호 유종성 윤성화 하윤경

위원 강  헌 강종민 고훈영 김영미

김창균 남계춘 박정학 유  룡

이명훈 이성렬 전일철 조남주

채희권 최대옥 최이준 현택환

김성진*

화학기술진흥위원회

위원장 최중권

위원 권병목 김수단 문대원 박상언

신준섭 이관순 이광혁 조진호

주영제 채정석 한호규 정옥상*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장태현

부위원장 강  헌

위원 김병문 김병현 김상규 박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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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모 우희권 이광섭 정규성

조민행 최문근 표동진 이심성*

출판위원회

위원장 이덕환

부위원장 석원경

위원 강  헌 강한영 김홍래 서홍석

양철학 이  광 이계호 전일철

최정훈 하윤경 하창식 한소엽

박정학*

환경안전위원회

위원장 노동석

위원 김재현 김종국 김윤신 박송자

석금수 신호상 안범수 오창환

이민효 이효민 장윤석 정봉철

정영희 정용호 주창경 홍종기

이병민*

학술위원회

위원장 김용해

위원 강경태 강상욱 강성호 고훈영

김관수 김광수 김기문 김석규

김철희 김태정 노영쇠 도영규

박노상 박승철 서세원 신환철

윤경병 이동재 이영훈 이흥락

전철호 정낙철 차근식 최진호

이상기*

화학올림피아드위원회

위원장 김희준

부위원장 김건철 최병순*

자문위원 박준우 우규환 과학기술인력과장(과기부)*

교육과정정책심의관(교육부)* 연구인력실장(과학재단)*

위원 김학진 김홍석 신석민 이덕환

이희윤 하윤경

기획부장 최정훈*

교육위원 김영인 우희권 이광필 이덕형

이종목 최중길

정보화사업위원회

위원장 전승준

상임위원 고훈영 국성근 김학진 신석민

이상국 이상연 이상혁 이영식

이희윤 정광우 김성진*

화학교육·홍보위원회

위원장 최병순

부위원장 차진순*

위원 고한중 김경희 김재현 김충호

남정희 노석구 노태희 문성배

박상대 박종윤 박현주 윤문영

이대영 최미화 한인옥 백성혜*

기념품사업위원회

위원장 최정훈

부위원장 정회일

위원 박용선 임동렬

키트개발및사업위원회

위원장 차진순

부위원장 백우현 최정훈 현종오

위원 김기명 김홍석 유선호 이동준

정덕영 정회일 조분순 조성동

한인옥 홍종화 홍현수 황북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심상철*

위원 이순보 차진순* 백우현* 전무진*

김대황* 고재중* 김명수 최정훈*

이심성* 이병민* 나명수* 이흥락

박균하 박종열

유기화학분과회장 서정헌

무기화학분과회장 백명현

분석화학분과회장 김일광

물리화학분과회장 김명수

공업화학분과회장 이규호

고분자화학분과회장 채규호

의약화학분과회장 장문호

생명화학분과회장 서세원

화학교육분과회장 최병순

고체화학분과회장 이광순

전기화학분과회장 배준웅

초중등교사분과회장 현종오

대구·경북지부장 이흥락

부산지부장 박종열

대전·충남지부장 박균하

광주·전남지부장 함희석

전북지부장 배선건

강원지부장 박용광

충북지부장 김두영

경기지부장 천정균

울산지부장 김상복

경남지부장 이주연

인천지부장 강명구

미주지부장 최기주

제주지회장 정덕상

여천지회장 박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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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구자경 장영신

회장 이순보

차기회장 신국조

부회장 김명수 김  건 도영규 김영만

강한영 송지용 곽현태 이순길

조광연 윤세왕

이사 이순보 강  헌 강창원 강한영

경영수 고훈영 곽현태 김  건

김관수 김두영 김명수 김상권

김성각 김연규 김영만 김유항

김윤수 도영규 박상언 박상윤

박용태 박준우 선호성 송지용

송형수 신국조 심상철 윤세왕

윤웅찬 이명의 이상국 이순길

이창순 이해황 장문호 조광연

조성동 차진순 최호섭 현종오

감사 강신원 이순기

실무이사 선호성(총무) 정두수(총무) 채희권(기획)

손용근(기획) 변종철(학술) 오창호(학술)

유복렬(산학) 지광용(산학) 강영수(홍보)

김유영(홍보) 박규순(홍보) 신권수(홍보)

이창섭(홍보)

평의원 강대호 강명구 강성호 강한영

강홍렬 경영수 고석범 고재중

곽현태 권영배 권오천 김  건

김각중 김관수 김광은 김기협

김대황 김동원 김동한 김두영

김명수 김병순 김상곤 김상렬

김상복 김성각 김성수 김시중

김영만 김영상 김영생 김왕기

김용래 김용준 김용해 김유승

김윤수 김은식 김일광 김일두

김자홍 김장환 김재상 김재순

김재원 김종호 김충섭 김태린

김태종 김택제 김하석 김호징

남기동 노동석 도명기 도영규

마경석 문탁진 민경세 민관식

민원규 박국태 박균하 박기채

박노상 박병각 박병수 박병욱

박상우 박성규 박성식 박승언

박승철 박용광 박용태 박유철

박윤창 박의서 박인원 박정섭

박종률 박종민 박종열 박종옥

박종회 박준우 박준택 박창식

박태원 박호군 배선건 배영일

배중웅 백건호 백경수 백우현

백운기 변종홍 변형직 사공열

소헌영 손연수 송기동 송지용

신갑철 신국조 신영국 신홍대

심상철 심정섭 안운선 안정수

안중태 양갑석 양덕주 양정성

어용선 엄재국 엄태섭 여수동

여종기 오대섭 오상오 오세철

오창언 오헌승 유광식 윤경병

윤능민 윤민중 윤석승 윤세왕

윤세중 윤창주 이  광 이국행

이기성 이남호 이대운 이덕환

이만길 이명의 이문형 이병춘

이본수 이상영 이상화 이서봉

이순길 이순보 이억석 이윤영

이  은 이익춘 이재도 이정호

이종광 이종근 이종률 이종명

이주연 이창규 이창순 이창환

이태녕 이해황 이호설 이  홍

이화국 이흥락 장세헌 전무진

전민제 전병식 전승준 전학제

정구순 정근호 정봉영 정순량

정용순 정종재 정진순 정학진

조광연 조기형 조병태 조성동

조원제 조응준 조의환 조인호

지응업 진성익 진정일 진종식

차기원 차성극 차진순 채영복

천정균 최근선 최남석 최상업

최상준 최성락 최원기 최원형

최정도 최중길 최진호 최호섭

한상준 한인섭 한태희 한홍섭

함희석 허태성 허  황 홍순주

홍영석 황금소

대한화학회지편집위원회

위원장 경진범

부위원장 김홍래

상임위원 남원우 박상언 박용남 백성혜

윤철민 윤호섭 이영훈 장지영

주재범

위원 강성욱 김호식 신동명 여인형

이학준 정  혁 주상우 변종철*

Bulletin지편집위원회

위원장 김성각

부위원장 김명수

상임위원 곽주현 김기문 김동호 김성진

남계춘 박상언 박종상 이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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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원 장지영 전철호 천승훈

자문위원 강  헌 김광수 김자홍 김태정

김하석 도영규 서정헌 심홍구

이계호 이창규 이호인 전철호

차진순 최진호 현명호 오창호*

국제편집위원 D.H.Busch

W.J.Feast

J.Etourneau

H.Girault

Y.N.Molin

D.W.Setser

M.G.Kanatzidis

H.Yammamoto

Hyuk Yu

R.A.Bartsch

화학세계지편집위원회

위원장 강한영*

부위원장 박규순*

상임위원 김영관 김종승 문봉진 성명모

안광현 우제완 윤승수 전창림

전화영

과학전문위원 김남준 김영준 김자헌 김종승

김혁만 성기훈 양민호 오한빈

이진용 주상우 채영기 함시현

황청수

화학교육지편집위원회

위원장 이무상

부위원장 김충호 강영수*

상임위원 김대수 남정희 박상대 박종석

백성혜 심원보 안병준 이성렬

이종백 최미화 한인옥 한효순

위원 김기명 김막순 김선경 김영애

남궁계숙 문경근 문경환 문지의

박교선 배중연 손애향 우의하

유선호 이동복 이진승 이충길

이헌수 이혜정 최명화 최후남

한문정

기금위원회

위원장 김관수

부위원장 김명수*

위원 금내리 김동호 노영쇠 노재성

박규순 손병화 안병태 이해원

정영근 하덕찬 선호성*

화학술어위원회

위원장 박준우

부위원장 이덕환

상임위원 강  헌 강상욱 김강진 이광섭

이규호 이희윤 조형진

위원 김양미 윤성화 이종목 하윤경

오창호*

화학기술진흥위원회

위원장 이종률

위원 강재훈 권수한 김원호 김일광

김치봉 박동철 안범수 이광혁

조성준 최종문 유복렬*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 강  헌

부위원장 김병문

위원 김병현 김상규 박영태 성명모

우희권 이광섭 장태현 정규성

조민행 최문근 표동진 채희권*

출판위원회

위원장 박승언

부위원장 방효춘

위원 강철훈 김성규 박승민 손대원

신운섭 안용현 이상혁 이원용

이진규 조형진 하현준 정두수*

환경안전위원회

위원장 김삼권

부위원장 박광하

위원 김기환 김성준 김연제 박성우

신호상 양재문 오창환 유재천

이강봉 이재준 이종해 조연행

최종문 한순영 한완수 지광용*

학술위원회

위원장 김용해

위원 강경태 강상욱 강성호 고훈영

김관수 김광수 김기문 김석규

김철희 김태정 노영쇠 도영규

박노상 박승철 서세원 신환철

윤경병 이동재 이영훈 이흥락

전철호 정낙철 차근식 최진호

변종철*

화학올림피아드위원회

위원장 김희준

부위원장 김건철 박종윤*

자문위원 우규환* 박준우* 과학기술인력과장(과기부)*

교육과정정책심의관(교육부)* 연구인력실장(과학재단)*

위원 김학진 김홍석 신석민 이덕환

이희윤 하윤경

기획위원 채희권*

교육위원 이광필 이덕형 이원용 이종목

이진규 한소엽

정보화사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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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구자경 장영신

회장 신국조

차기회장 이  은

부회장 이해황 고훈영 윤경병 차근식

김용록 송충의 이관순 김범태

송지용 윤근성

이사 신국조 고훈영 구인선 구자강

김강진 김관수 김낙중 김동국

김명수 김범태 김연규 김용록

김유항 김윤수 도춘호 박상윤

박승민 박외숙 박종윤 박준택

박한오 성대동 송지용 송충의

윤경병 윤근성 이 은 이관순

이국행 이동수 이봉용 이순보

이윤식 이인종 이종률 이해황

정규현 차근식 최정훈 홍대일

감사 박균하 이순기

실무이사 박승민(총무) 이건형(총무) 김용애(기획)

원종옥(기획) 신석민(학술) 장두옥(학술)

홍종기(산학) 문명희(홍보) 이덕형(홍보)

최종호(홍보) 최철호(홍보)

평의원 강대호 강명구 강성호 강한영

강홍렬 경영수 고석범 고재중

고훈영 곽현태 권영배 권오천

김  건 김각중 김관수 김광은

김기협 김대황 김동원 김동한

김두영 김명수 김범태 김병순

위원장 전승준

상임위원 고훈영 국성근 김학진 신석민

이상국 이상연 이상혁 이영식

이희윤 정광우

위원 신권수* 오창호*

화학교육·홍보위원회

위원장 최병순

부위원장 강한영*

위원 고한중 김경희 김재현 김충호

남정희 노석구 노태희 문성배

박상대 박종윤 박현주 윤문영

이대영 최미화 한인옥 신권수*

기념품사업위원회

위원장 최정훈

부위원장 정회일 손용근*

위원 박용선 임동열

키트개발 및 사업위원회

위원장 차진순

부위원장 백우현 최정훈 현종오 손용근*

위원 김기명 김용원 김현경 김홍석

박종윤 유선호 이동준 정덕영

정회일 조분순 조성동 한인옥

홍종화 홍현수 황북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순보*

위원 신국조 김명수* 김  건* 도영규*

김영만* 강한영* 이해황 선호성*

손용근* 김유영* 이창섭* 박노상

배준웅 천정균

화학교육개선사업위원회

위원장 이덕환

부위원장 이영식 강한영*

위원 김봉래 김희준 박종윤 박준우

우희권 이상국 이희윤 최미화

최병순 신권수*

유기화학분과회장 김관수

무기화학분과회장 이명의

분석화학분과회장 김영만

물리화학분과회장 이무상

고분자화학분과회장 김낙중

공업화학분과회장 박상언

의약화학분과회장 장문호

생명화학분과회장 강창원

화학교육분과회장 박종윤

고체화학분과회장 이광순

전기화학분과회장 김강진

초중등교사분과회장 현종오

대구·경북지부장 배준웅

부산지부장 박종옥

대전·충남지부장 박노상

광주·전남지부장 송기동

전북지부장 이국행

강원지부장 박용광

충북지부장 김두영

경기지부장 천정균

울산지부장 박병욱

경남지부장 유영재

인천지부장 김유항

미주지부장 최기주

제주지회장 김덕수

여천지회장 박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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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김상렬 김상복 김성각

김성수 김승빈 김시중 김영만

김영상 김영생 김왕기 김용래

김용록 김용준 김용해 김유승

김유항 김윤수 김은식 김일광

김일두 김자홍 김장환 김재상

김재순 김재원 김종호 김충섭

김태린 김택제 김하석 김호징

남기동 노동석 도명기 도영규

마경석 문탁진 민경세 민관식

민원규 박국태 박균하 박기채

박노상 박병각 박병수 박병욱

박상우 박성규 박승언 박승철

박외숙 박용광 박용태 박유철

박윤창 박의서 박인원 박종률

박종열 박종옥 박준우 박준택

박창식 박태원 박호군 배선건

배영일 배준웅 백건호 백경수

백우현 백운기 변종홍 변형직

사공열 소헌영 손연수 송기동

송지용 송충의 신갑철 신국조

신영국 신홍대 심상철 심정섭

안운선 안정수 안중태 양갑석

양덕주 양정성 어용선 엄재국

엄태섭 여수동 여종기 오대섭

오상오 오세철 오창언 오헌승

유광식 유영재 윤경병 윤근성

윤능민 윤민중 윤석승 윤세왕

윤세중 윤창주 이  광 이  은

이  홍 이관순 이국행 이기성

이남호 이대운 이덕환 이만길

이명의 이문형 이병춘 이본수

이상영 이상화 이서봉 이순길

이순보 이억석 이왕근 이윤영

이익춘 이재도 이정호 이종광

이종근 이종률 이종명 이주연

이창규 이창환 이채호 이태녕

이해황 이호설 이화국 이흥락

장세헌 전무진 전민제 전병식

전승준 전학제 정구순 정근호

정봉영 정순량 정용순 정인화

정종재 정진순 정학진 조광연

조기형 조병태 조성동 조원제

조응준 조의환 조인호 조현우

지응업 진성익 진정일 진종식

차근식 차기원 차성극 차진순

채영복 천정균 최규성 최근선

최남석 최상준 최성락 최원기

최원형 최정도 최중길 최진호

최호섭 한상준 한인섭 한태희

한홍섭 함희석 허  황 허태성

홍순주 홍영석 황금소

대한화학회지편집위원회

위원장 경진범

부위원장 김홍래

상임위원 남원우 박상언 박윤봉 박정학

백성혜 윤철민 이영훈 주재범

한양규 황광진

위원 강상욱 김호식 신동명 여인형

이학준 정  혁 주상우 장두옥*

Bulletin지편집위원회

위원장 김성각

부위원장 김명수

상임위원 김기문 김동호 김병헌 김성진

남계춘 박상언 박종상 박정학

유찬모 이치우 천승훈 한양규

자문위원 강  헌 김광수 김자홍 김태정

김하석 도영규 서정헌 심홍구

이계호 이창규 이호인 전철호

차진순 최진호 현명호 신석민*

국제편집위원 D.H.Busch

Guo-Quiang Lin

W.J.Feast

J.Etourneau

H.Girault

Y.N.Molin

D.W.Setser

M.G.Kanatzidis

H.Yammamoto

Hyuk Yu

R.A.Bartsch

Ryoji Noyori

화학세계지편집위원회

위원장 김용록*

부위원장 문명희* 이덕형*

상임위원 강남일 김  철 김학원 문봉진

어진영 이경희 이원용 임만호

과학전문위원 강성호 김종선 백현종 석차옥

송재희 신관우 안덕근 안상두

양해식 유연규 이남호 이동헌

이영아

화학교육지편집위원회

위원장 이무상

부위원장 김충호 최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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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장 김기명 김의성 남궁계숙 노태희

문지의 유용석 이진승 최후남

한문정 한효순

위원 김대수 문경환 박교선 박상대

박세희 박영주 박종석 배중연

백성혜 성혜숙 심병주 이동복

임웅묵

기금위원회

위원장 김관수

부위원장 이해황*

위원 금내리 김동호 노영쇠 노재성

박규순 손병화 안병태 이해원

정영근 하덕찬 박승민*

화학술어위원회

위원장 박준우

부위원장 이덕환

상임위원 강  헌 강상욱 김강진 이광섭

이규호 이희윤 조형진

위원 김양미 윤성화 이종목 하윤경

신석민*

화학기술진흥위원회

위원장 이종률

위원 강재훈 권수한 김원호 김일광

김치봉 박동철 안범수 이광혁

조성준 최종문 최원식 홍종기*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 강  헌

부위원장 김병문

위원 김병현 김상규 박영태 성명모

우희권 이광섭 장태현 정규성

조민행 최문근 표동진 원종옥*

출판위원회

위원장 박승언

부위원장 방효춘

위원 강철훈 김성규 박승민 손대원

신운섭 안용현 이상혁 이원용

이진규 조형진 하현준 이건형*

환경안전위원회

위원장 김삼권

부위원장 박광하

위원 김기환 김성준 김연제 박성우

신호상 양재문 오창환 유재천

이강봉 이재준 이종해 조연행

최종문 한순영 한완수 홍종기*

학술위원회

위원장 김유항

위원 강경태 강성호 고재중 고훈영

김동호 김병문 김석규 김태정

남계춘 노재성 도영규 박승철

박종윤 백경수 서세원 유  룡

윤경병 이광섭 이규호 이상국

이영훈 이윤섭 이흥락 정낙철

차근식 최문근 최범석 최진호

신석민*

화학올림피아드위원회

위원장 김건철

부위원장 신석민 박종윤*

자문위원 우규환* 박준우* 김희준*

과학기술인력과장(과기부)*

교육과정정책심의관(교육부)*

연구인력실장(과학재단)*

위원 김학진 김홍석 이덕형 이순원

이종목 하윤경

기획부장 김용애*

교육위원 김보혜 심은지 우희권 이원용

이진규 정국영 한소엽

정보화사업위원회

위원장 전승준

부위원장 이영식

상임위원 고훈영 김학진 신석민 심은지

양민호 이상혁 함시현

위원 장두옥* 최종호*

화학교육·홍보위원회

위원장 최정훈

부위원장 김용록*

위원 최철호*

기념품사업위원회

위원장 정회일

부위원장 원종옥*

위원 노재근 성기훈 주상우

키트개발및사업위원회

위원장 차진순

부위원장 벡우현 최정훈 현종오 김용애*

위원 김기명 김용원 김현경 김홍석

박종윤 유선호 이동준 정덕영

정회일 조분순 조성동 한인옥

홍종화 홍현수 황북기

여성위원회

위원장 박종옥

부위원장 한소엽

위원 김경순 남정희 박외숙 박정희

석차옥 신은주 심은지 오영희

이승희 최은경 한인숙 함시현

박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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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신국조*

위원 이  은 이해황* 고훈영* 윤경병*

차근식* 김용록* 김낙중 박승민*

김용애* 문명희* 이덕형* 도영규

김승빈 조현우

화학교육개선사업위원회

위원장 이덕환

부위원장 이영식 김용록*

위원 김봉래 김희준 박종윤 박준우

우희권 이상국 이희윤 최미화

최병순 이덕형*

IChO2006 조직위원회

명예회장 국무총리

대회장 이  은

조직위원장 이대운

실무조정위원장 이덕환

학술위원장 김희준

행사위원장 최중길

홍보위원장 이덕환

재무위원장 주동준

위원 국무조정실산업심의관

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국장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기획예산처 기금정책국장

한국과학재단 연구진흥단장

영남대학교 부총장

경상북도청 경제통상실장

경산시청 부시장

실무조정위원 김석규

한국과학재단 연구인력실장

과학기술부과학기술인육성과장

ACC2005 조직위원회

위원장 진정일

조직위원장 서정헌

사무총장 윤경병

재무위원 김낙중

국제위원 최문근

학술위원 심윤보 조민행

홍보위원 고훈영

기획위원 강영수 권영욱 이상원 정규성

정선호

분과위원 고훈영(의약) 권영욱(재료) 김동표(공업) 김성현(전기)

김종만(고분자) 문명희(분석) 박현주(교육) 석원경(무기)

오재룡(환경) 전승준(물리) 정선호(생명) 하재호(식품)

하현준(유기)

자문위원 신국조 고훈영 김범태 김용록

김용애 문명희 박승민 송지용

송충의 신석민 원종옥 윤경병

윤근성 이건형 이관순 이덕형

이해황 장두옥 차근식 최종호

최철호 홍종기

국외자문위원장 Ho Sy Thoang Barry Noller

Huynh Van Trung Junghun Suh

Masato Ito San H. Thang

Ting-Kueh Soon

ICCE2006 조직위원회

대회장 진정일

조직위원장 도춘호

사무총장 노광현

프로그램위원장 최병순

국내위원장 박종윤

위원 강순민 강한영 권혁순 김영인

김자홍 김재현 김희준 남정희

박규순 박동곤 박종석 박현주

백성혜 석원경 안병준 이무상

이종목 이종백 최미화 하윤경

함시현 현종오

유기화학분과회장 조봉래

무기화학분과회장 도영규

분석화학분과회장 이동수

물리화학분과회장 구자강

고분자화학분과회장 김동국

공업화학분과회장 박상언

의약화학분과회장 장문호

생화학분과회장 허성호

화학교육분과회장 박종윤

재료화학분과회장 김윤수

전기화학분과회장 김강진

초중등교사분과회장 현종오

대구·경북지부장 김승빈

부산지부장 박종옥

대전·충남지부장 도영규

광주·전남지부장 이왕근

전북지부장 이채호

강원지부장 정인화

충북지부장 박외수

경기지부장 이광순

울산지부장 박병욱

경남지부장 최규성

인천지부장 김유항

제주지회장 변종철

여천지회장 박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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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구자경 장영신

회장 이  은

차기회장 차진순

부회장 김낙중 이윤식 유  룡 유진녕

전철호 강경태 김일광 백명현

최해탁 최정훈

이사 이  은 강경태 강성호 공영건

김낙중 김  양 김유항 김일광

김태정 김홍래 도영규 박노상

박병욱 박상언 박외숙 박정학

백명현 서영거 손대원 신국조

유  룡 유진녕 윤근성 이상국

이영훈 이윤식 이익모 이종률

이채호 이해왕 장문호 전승준

전철호 지대윤 차진순 최상준

최정훈 최해탁 한종수 현종오 

감사 김  건 박균하

실무이사 손대원(총무) 유재훈(기획) 최인성(기획)

신인재(학술) 김자헌(학술) 옥종화(산학)

고한중(홍보) 신유주(홍보) 김종승(홍보)

태진성(홍보)

평의원 강경태 강대호 강명구 강성호

강한영 강홍렬 경영수 고석범

고재중 고훈영 곽영우 곽현태

권영배 권오천 김  건 김각중

김관수 김광은 김기협 김낙중

김대황 김동원 김동한 김두영

김명수 김범태 김병순 김상곤

김상렬 김상복 김성각 김성수

김승빈 김시중 김영만 김영상

김영생 김왕기 김용래 김용록

김용준 김용해 김유승 김유항

김윤수 김은식 김일광 김일두

김자홍 김장환 김재상 김재순

김재원 김종호 김충섭 김태린

김택제 김하석 김호징 남기동

노동석 노영쇠 도명기 도영규

도춘호 마경석 문탁진 민경세

민원규 박국태 박균하 박기채

박노상 박병각 박병수 박병욱

박상우 박상윤 박성규 박승언

박승철 박외숙 박용광 박용태

박유철 박윤창 박의서 박인원

박종률 박종열 박종옥 박준우

박준택 박창식 박태원 박호군

배선건 배영일 배준웅 백건호

백경수 백명현 백우현 백운기

변종홍 변형직 사공열 소헌영

손연수 송기동 송지용 송충의

신국조 신영국 신홍대 심상철

심정섭 안운선 안정수 안중태

양갑석 양덕주 양세인 양정성

어용선 엄재국 엄태섭 여수동

여종기 오대섭 오상오 오세철

오영기 오창언 오헌승 유광식

유  룡 유영재 유진녕 윤경병

윤근성 윤능민 윤민중 윤석승

윤세왕 윤세중 윤창주 이  광

이  은 이  홍 이관순 이국행

이기성 이남호 이대운 이덕환

이만길 이명의 이문형 이병춘

이본수 이상영 이상화 이서봉

이순길 이순보 이억석 이왕근

이윤식 이윤영 이익춘 이재도

이정호 이종광 이종근 이종률

이종명 이주연 이창규 이창환

이채호 이태녕 이해황 이호설

이화국 이흥락 장세헌 전무진

전민제 전병식 전승준 전철호

전학제 정구순 정근호 정봉영

정순량 정용순 정인화 정종재

정진순 정학진 조광연 조기형

조병태 조성동 조원제 조응준

조의환 조인호 조현우 지응업

진성익 진정일 진종식 차근식

차기원 차성극 차진순 채영복

천정균 최규성 최근선 최남석

최상준 최성락 최원기 최원형

최정도 최정훈 최중길 최진호

최해탁 최호섭 한상준 한인섭

한태희 한홍섭 함희석 허  황

허태성 홍순주 홍영석 황금소

대한화학회지편집위원회

위원장 경진범

부위원장 김홍래

상임위원 남원우 박상언 박윤봉 박정학

백성혜 이영훈 주재범 한양규

황광진

위원 강상욱 김호식 신동명 여인형

이학준 정  혁 주상우 김자헌*

Bulletin지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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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각

부위원장 김명수

상임위원 김기문 김동호 김병현 김성진

남계춘 박상언 박정학 박종상

유찬모 이치우 천승훈 한양규

자문위원 강  헌 김광수 김자홍 김태정

김하석 도영규 서정헌 심홍구

이계호 이창규 이호인 전철호

차진순 최진호 현명호 신인재*

국제편집위원 D.H.Busch

Guo-Quiang Lin

W.J.Feast

J.Etourneau

H.Girault

Y.N.Molin

D.W.Setser

M.G.Kanatzidis

Hyuk Yu

R.A.Bartsch

Ryoji Noyori

화학세계지편집위원회

위원장 전철호*

부위원장 김종승* 신유주*

상임위원 강성호 강인남 강철훈 김승주

김영준 김희준 어진영 윤주영

이진영 정종화 정택동 주상우

과학전문위원 구현주 김연상 류도현 박성수

성재영 윤태현 이  혁 이재준

정유훈 조병기 최기항 홍영식

화학교육지편집위원회

위원장 노태희

부위원장 서인호 고한중*

상임위원 강석진 김기명 김동진 김의성

김홍석 남궁계숙 심병주 유용석

최길순 한효순

위원 고원배 김정애 김충호 박교선

박상대 박세희 박종석 백성혜

성혜숙 심정애 이윤하 이희나

임웅묵 임희연 임희준 최성신

한미애

기금위원회

위원장 김관수

부위원장 김낙중*

위원 금내리 노영쇠 노재성 박규순

손병화 신석민 여인형 이해원

정규성 하덕찬 손대원*

화학술어위원회

위원장 김강진

부위원장 강종민 강  헌 구자강 김동국

김정희 노광현 문봉진 박정학

신유주 원종목 이계호 하윤경

김자헌*

화학기술진흥위원회

위원장 이종률

위원 강재훈 권수한 김봉진 남두현

문치장 이해민 최원식 옥종화*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도영규

부위원장 김성진 최인성

위원 나명수 박승민 박승범 신승구

윤경병 이명수 이상기 조민행

최희철

출판위원회

위원장 박승언

부위원장 박찬량

위원 강철훈 김성규 박승민 손대원

신운섭 안용현 이상혁 이원용

이진규 조형진 하현준

환경안전위원회

위원장 정봉철

부위원장 장윤석

위원 김기환 명승운 박선구 신호상

양재문 옥  곤 음철헌 이강봉

이재준 이종해 주창경 팽기정

표희수 홍종기 옥종화*

학술위원회

위원장 김유항

위원 강경태 강성호 고재중 고훈영

김동호 김병문 김석규 김태정

남계춘 노재성 도영규 박승철

박종윤 백경수 서세원 유  룡

윤경병 이광섭 이규호 이상국

이영훈 이윤섭 이흥락 정낙철

차근식 최문근 최범석 최진호

신인재*

화학올림피아드위원회

위원장 김건철

부위원장 신석민 이범홍*

자문위원 우규환* 박준우* 김희준*

과학기술인력과장(과기부)*

교육과정정책심의관(교육부)*

연구인력실장(과학재단)*

위원 김학진 김홍석 이덕형 이순원

이종목 하윤경



7. 역대 임원 명단  569

기획부장 최인성*

교육위원 김보혜 김지환 심은지 우희권

이진규 정국영 한호규

정보화사업위원회

위원장 전승준

부위원장 이영식

상임위원 고훈영 김학진 신석민 심은지

양민호 이상혁 함시현

위원 신인재* 태진성*

화학교육·홍보위원회

위원장 최정훈

부위원장 전철호*

위원 태진성*

기념품사업위원회

위원장 정회일

부위원장 노재근 유재훈*

위원 성기훈 주상우

키트개발및사업위원회

위원장 차진순

부위원장 백우현 최정훈 현종오 최인성*

위원 김기명 김용원 김현경 김홍석

박종윤 유선호 이동준 정덕영

정회일 조분순 조성동 한인옥

홍종화 홍현수 황북기

여성위원회

위원장 박종옥

부위원장 한소엽

위원 김경순 남정희 박외숙 박정희

석차옥 신은주 심은지 오영희

이승희 최은경 한인숙 함시헌

손대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  은*

위원 차진순 김낙중* 이윤식* 유  룡*

유진녕* 전철호* 이상국 손대원

유재훈* 신인재* 도춘호 오영기

곽영우 조현우

화학교육개선사업위원회

위원장 이덕환

부위원장 이영식 전철호*

위원 김희준 박종윤 박준우 우희권

이상국 이희윤 최미화 최병순

태진성*

IChO2006 조직위원회

대회장 이  은

조직위원장 이대운

학술위원장 김희준

행사위원장 최중길

홍보위원장 이덕환

재무위원장 주동준

자문 민영대

위원 박승위 박항식 백준호 신동주

유국희 윤웅섭 이용걸 정병윤

태제륙

실무조정위원 김석규 김재식 원재호

ICCE2006 조직위원회

대회장 진정일

조직위원장 도춘호

사무총장 노광현

프로그램위원장 최병순

국내위원장 박종윤

위원 강순민 강한영 권혁순 김영인

김자홍 김재현 김희준 남정희

박규순 박동곤 박종석 박현주

백성혜 석원경 안병준 이무상

이종목 이종백 최미화 하윤경

함시현 현종오

2006년 화학의 해 사업위원회

위원장 이  은

부위원장 김낙중

학술사업팀 이윤식 유재훈 최인성

홍보사업팀 신동명 이영식 성명모 유연규

기획사업팀 최정훈 노태희 한재영 한진욱

사 무 국 손대원 신인재 태진성 김자헌

유기화학분과회장 강성호

무기화학분과회장 김태정

분석화학분과회장 박정학

물리화학분과회장 이해황

고분자화학분과회장 강인규

공업화학분과회장 박상언

의약화학분과회장 장문호

생명화학분과회장 이영훈

화학교육분과회장 이범홍

재료화학분과회장 김윤수

전기화학분과회장 최용국

초중등교사분과회장 현종오

대구·경북지부장 곽영우

부산지부장 강경태

대전·충남지부장 오영기

광주·전남지부장 도춘호

전북지부장 노영쇠

강원지부장 정인화

충북지부장 박외숙

경기지부장 조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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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대 (2007) 7)

고문 구자경 장영신

회장 차진순

차기회장 김명수

부회장 이상국 이익모 이병민 최정훈

이상기 양일수 김  양 권수한

지기환 정명희

이사 차진순 강한영 공영건 권수한

김  양 김강진 김관수 김낙중

김명수 김봉곤 김성각 김성수

김승빈 노영쇠 도영규 박승언

박종상 안정수 양일우 유  룡

이  은 이광섭 이광필 이범홍

이병민 이상국 이상기 이윤섭

이익모 이재도 이학준 이효원

정명희 정진승 지기환 최용국

최정훈 한종수 현명호 홍종달

감사 김  건 박창식

실무이사 이학준(총무) 이분열(기획) 이영훈(기획)

윤주영(학술) 김인태(학술) 공영대(산학)

김학원(산학) 한진욱(홍보) 도정환(홍보)

박종석(홍보)

평의원 강경태 강대호 강명구 강성호

강한영 강홍렬 경영수 고석범

고재중 고훈영 곽영우 곽현태

권수한 권영배 권오천 김  건

김  양 김각중 김관수 김광은

김기협 김낙중 김대황 김동규

김동원 김동한 김두영 김명수

김범태 김봉곤 김상곤 김상렬

김성각 김성수 김승빈 김시중

김영만 김영상 김영생 김왕기

김용래 김용록 김용준 김용해

김유승 김유항 김윤수 김은식

김일광 김일광 김일두 김자홍

김장환 김재상 김재순 김종호

김충섭 김태린 김택제 김하석

김호징 남기동 노동석 노영쇠

도명기 도영규 도춘호 마경석

문탁진 민경세 민원규 박국태

박균하 박기채 박노상 박병각

박병수 박병욱 박상우 박상윤

박성규 박승언 박승철 박외숙

박용광 박용태 박유철 박윤창

박의서 박인원 박종률 박종열

박종옥 박준우 박준택 박창식

박태원 박호군 배선건 배영일

배준웅 백건호 백경수 백명현

백우현 백운기 변종홍 변형직

부봉현 사공열 소헌영 손연수

송기동 송지용 송충의 신국조

신영국 신홍대 심상철 심정섭

안운선 안정수 안중태 양갑석

양덕주 양세인 양일우 양정성

어용선 엄재국 엄태섭 여수동

여종기 오대섭 오상오 오세철

오영기 오창언 오헌승 유  룡

유광식 유영재 유진녕 윤경병

윤구식 윤근성 윤능민 윤민중

윤석승 윤세왕 윤세중 윤창주

이  광 이  은 이  홍 이관순

이국행 이기성 이남호 이대운

이덕환 이만길 이명의 이문형

이병민 이병춘 이본수 이상국

이상기 이상영 이상화 이서봉

이순길 이순보 이억석 이왕근

이윤식 이윤영 이익모 이익춘

이재도 이정호 이종광 이종근

이종명 이종율 이주연 이창규

이창환 이채호 이태녕 이해황

이호설 이화국 이효원 이흥락

장세헌 전무진 전민제 전병식

전승준 전일철 전종갑 전철호

전학제 정구순 정근호 정명희

정봉영 정순량 정용순 정인화

정종재 정진순 정학진 조광연

조기형 조병태 조성동 조원제

조응준 조의환 조인호 조현우

지기환 지응업 진성익 진정일

진종식 차근식 차기원 차성극

차진순 채영복 천정균 최규성

최근선 최남석 최상준 최성락

최원기 최원형 최정도 최정훈

최중길 최진호 최해탁 최호섭

울산지부장 박상윤

경남지부장 김봉곤

인천지부장 양세인

미주지부장 최기주

제주지회장 강창희

여천지회장 조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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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준 한인섭 한태희 한홍섭

함희석 허  황 허태성 홍순주

대한화학회지편집위원회

위원장 윤웅찬

부위원장 김홍래

상임위원 남원우 박상언 박윤봉 백성혜

서홍석 이영훈 주재범 한양규

위원 강상욱 신동명 여인형 이학준

정  혁 주상우 김인태*

Bulletin지편집위원회

위원장 김성각

부위원장 김명수

상임위원 김기문 김동호 김병헌 김성진

남계춘 박상언 박정학 박종상

유찬모 이치우 천승훈 한양규

자문위원 강  헌 김광수 김자홍 김태정

김하석 도영규 서정헌 심홍구

이계호 이창규 이호인 전철호

차진순 현명호 윤주영*

국제편집위원 D.H.Busch

Guo-Quiang Lin

W.J.Feast

J.Etourneau

H.Girault

Y.N.Molin

D.W.Setser

M.G.Kanatzidis

Hyuk Yu

R.A.Bartsch

Ryoji Noyori 

화학세계지편집위원회

위원장 최정훈*

부위원장 도정환* 한진욱*

상임위원 노동윤 박윤봉 배애님 안덕근

어진영 윤태현 이용섭 이재열

이지오 이휘건 차정호 한재영

과학전문위원 김두헌 김영독 김지환 손성욱

윤상운 윤재숙 이석우 이영일

이영호 장순민 장우동 조재필

최성신 표승문 허용석 홍창섭

화학교육지편집위원회

위원장 고한중

부위원장 서인호 한진욱*

상임위원 강석진 김기명 김동진 김의성

김홍석 남궁계숙 심병주 유선호

유용석 최길순 한효순

위원 고원배 김정애 김충호 도정윤

박교선 박상대 박세희 박종석

백성혜 성혜숙 심정애 오문현

이화정 임웅묵 임희연 임희준

최성신 한미애 황덕근

기금위원회

위원장 김관수

부위원장 이상국*

위원 금내리 노영쇠 노재성 박규순

손병화 신석민 여인형 이해원

정규성 하덕찬 이학준*

화학술어위원회

위원장 김강진

부위원장 강종민 강  헌 구자강 김동국

김정희 노광현 문봉진 박정학

신유주 원종옥 이계호 하윤경

김인태*

화학기술진흥위원회

위원장 이종률

위원 강재훈 권수한 김봉진 남두현

문치장 이해민 최원식 김학원*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도영규

부위원장 김성진 최인성

위원 나명수 박승민 박승범 신승구

윤경병 이명수 이상기 조민행

최희철 이분열*

출판위원회

위원장 박승언

부위원장 박규순

위원 강철훈 김성규 박승민 손대원

신운섭 안용현 이상혁 이원용

이진규 조형진 하현준 이학준*

환경안전위원회

위원장 정봉철

부위원장 장윤석

위원 김기환 명승운 박선구 신호상

양재문 옥  곤 음철헌 이강봉

이재준 이종해 주창경 팽기정

표희수 홍종기 공영대*

학술위원회

위원장 정성기

위원 강성호 김병문 김정균 김택현

박노상 박정학 선호성 신동수

심윤보 오혁근 유영숙 윤경병

이심성 이창희 임흥빈 정근회

천진우 최진호 최찬수 최흥진

하현준 윤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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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올림피아드위원회

위원장 박정학

부위원장 강태종 이범홍*

자문위원 우규환* 박준우* 김희준* 김건철*

과학기술인력과장(과기부)*

교육과정정책심의관(교육부)*

연구인력실장(과학재단)*

위원 신인재 양해식 우희권 이성훈

정영미 오한빈

기획부장 이분열*

위원 나춘섭 이진규 정국영 하윤경

한소엽 한호규

정보화사업위원회

위원장 박찬량

부위원장 이영식

상임위원 김학진 송재규 신석민 심은지

유연규 함시현

위원 윤주영* 한진욱*

화학교육·홍보위원회

위원장 백성혜

부위원장 박희숙 최정훈*

위원 강대훈 강태종 강성주 고영환

고한중 김윤기 김정수 류오현

민희정 박선영 박종윤 신은주

오영희 이범종 정대홍 정진갑

하현준 한유화 한재영 허미연

한진욱*

기념품사업위원회

위원장 김용애

부위원장 김영준 이영훈*

위원 김석만 최  선

키트개발및사업위원회

위원장 조성동

부위원장 박종윤 이영훈*

위원 김기명 김용원 김의성 김정수

김진희 김현경 박미연 유정아

임웅묵 정영규 하윤경

여성위원회

위원장 백명현

부위원장 박희숙

위원 김용애 김은옥 김정희 김치형

모선일 송재희 오영희 이인숙

정미원 정영미 조남숙 황정숙

이학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차진순*

위원 김명수 이상국* 이익모* 이상기*

이병민* 최정훈* 강한영 이학준*

이분열* 윤주영* 조성동 부봉현

엄재국 조현우

화학교육개선사업위위원회

위원장 이덕환

부위원장 이영식 최정훈*

위원 김희준 박종윤 박준우 우희권

이상국 이희윤 최미화 최병순

도정환*

산학협동활성화추진위원회

위원장 양정성

부위원장 공영대 이상천 전무진

위원 배선건 백우현 이계호 이상배

이태종 이학성

100회 기념 정기학술발표 준비위원회

위원장 김  양

부위원장 엄재국 정옥상

위원 김복조 김석규 김종승 박영태

임우택

유기화학분과회장 강재효

무기화학분과회장 김정균

분석화학분과회장 이광필

물리화학분과회장 이윤섭

고분자화학분과회장 이광섭

의약화학분과회장 최중권

생명화학분과회장 전길자

화학교육분과회장 이범홍

재료화학분과회장 유  룡

전기화학분과회장 최성국

초중등교사분과회장 최미화

대구·경북지부장 엄재국

부산지부장 강경태

대전·충남지부장 부봉현

광주·전남지부장 조성동

전북지부장 전일철

강원지부장 전종갑

충북지부장 이효원

경기지부장 조현우

울산지부장 윤구식

경남지부장 김동규

인천지부장 양세인

미주지부장 최기주

제주지회장 이선주

여천지부장 조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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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구자경 장영신

회장 김명수

차기회장 윤민중

부회장 강한영 박종상 석원경 이석근

박규순 선호성 강신원 김명운

이봉용 정영태

이사 김명수 강신원 강한영 고재중

공연건 곽영우 김명운 김용애

김정균 김홍석 노경태 박규순

박정학 박종상 박창식 박형련

부봉현 석원경 선호성 심윤보

안정수 유영숙 윤민중 윤웅찬

이봉용 이상국 이석근 이완인

이윤섭 이종율 이효원 전일철

정영태 정인화 조종석 차진순

최미화 최상준 최중권 하현준 

감사 박창식 국성근

실무이사 한현준(총무) 이상원(총무) 정덕영(기획)

정병문(기획) 최중철(학술) 조천규(학술)

이남호(학술) 김종혁(산학) 명승운(산학)

유연규(홍보) 이태걸(홍보) 하윤경(홍보)

평의원 강경태 강대호 강명구 강성호

강신원 강한영 강홍렬 경영수

고석범 고재중 고훈영 곽영우

곽현태 권수한 권영배 권오천

김각중 김  건 김관수 김광은

김기협 김낙중 김대황 김동규

김동원 김동한 김두영 김명수

김명운 김범태 김봉곤 김상곤

김상렬 김상복 김성각 김성수

김승빈 김시중 김  양 김영만

김영상 김영생 김왕기 김용래

김용록 김용준 김용해 김유승

김유항 김윤수 김은식 김일광

김일두 김자홍 김장환 김재상

김재순 김종호 김충섭 김태린

김택제 김하석 김호징 남기동

노동석 노영쇠 도명기 도영규

도춘호 마경석 문탁진 민경세

민원규 박국태 박규순 박균하

박기채 박노상 박병각 박병수

박병욱 박상우 박상윤 박성규

박승언 박승철 박외숙 박용광

박용태 박유철 박윤창 박의서

박인원 박종률 박종상 박종열

박종옥 박준우 박준택 박창식

박태원 박호군 배선건 배영일

배준웅 백건호 백경수 백명현

백우현 백운기 변종홍 변형직

부봉현 사공열 석원경 선호성

성대동 소헌영 손연수 송기동

송지용 송충의 신국조 신영국

신홍대 심상철 심정섭 안운선

안정수 안중태 양갑석 양덕주

양세인 양일우 양정성 어용선

엄재국 엄태섭 여수동 여종기

오대섭 오상오 오세철 오영기

오창언 오헌승 유광식 유  룡

유영재 유진녕 윤경병 윤구식

윤근성 윤능민 윤민중 윤석승

윤세왕 윤세중 윤창주 이관순

이  광 이국행 이기성 이기학

이남호 이대운 이덕환 이만길

이명의 이무상 이문형 이병민

이병춘 이본수 이봉용 이상국

이상기 이상영 이상화 이서봉

이석근 이순기 이순길 이순보

이억석 이왕근 이윤식 이윤영

이  은 이익모 이익춘 이재도

이정호 이종광 이종근 이종명

이종율 이주연 이창규 이창환

이채호 이태녕 이해황 이호설

이  홍 이화국 이효원 이흥락

장세헌 전무진 전민제 전병식

전승준 전일철 전종갑 전철호

전학제 정구순 정근호 정명희

정봉영 정순량 정영태 정용순

정인화 정종재 정진순 정학진

조광연 조기형 조병태 조성동

조원제 조응준 조의환 조인호

조인호 조현우 지기환 지대윤

지응업 진성익 진정일 진종식

차근식 차기원 차성극 차진순

채영복 천정균 최규성 최근선

최남석 최상준 최성락 최원기

최원형 최정도 최정훈 최중길

최진호 최해탁 최호섭 한상준

한인섭 한태희 한홍섭 함희석

허  황 허태성 홍순주 홍영석

황금소

대한화학회지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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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웅찬

부위원장 강상욱

상임위원 박윤봉 백성혜 서홍석 우희권

이강호 이광필 이명훈 이심성

이영훈 한양규

위원 나명수 신동명 여인형 이학준

전승원 주상우 한종훈 최중철*

Bulletin지편집위원회

위원장 이윤섭

부위원장 정영근

상임위원 김기문 김병현 김성진 김훈식

박승민 박정학 박종상 유찬모

이명훈 이창희 이치우 천승훈

자문위원 곽주현 김동호 남계춘 노경태

도영규 박상언 박종윤 서세원

선호성 유성은 윤경병 이윤식

이희윤 장태현 조천규 한양규

조천규*

국제편집위원 D.H.Busch

Guo-Quiang Lin

W.J.Feast

J.Etourneau

H.Girault

Y.N.Molin

D.W.Setser

M.G.Kanatzidis

Hyuk Yu

Thomas M.Klapoetke

R.A.Bartsch

Ryoji Noyori

화학세계지편집위원회

위원장 박규순*

부위원장 유연규* 하윤경*

상임위원 강인숙 남정희 오한빈 유연규

임상규 최정원 하윤경

과학전문위원 강  혁 고용성 권찬호 김동욱

김동은 김자헌 김종원 김해조

박성호 성봉준 신승훈 심은지

양진국 여운석 이광렬 이선우

이재준 정  현 정현담 추현아

함시현 황현석

화학교육지편집위원회

위원장 고한중

부위원장 서인호 박종석

팀장 강석진 김기명 김의성 김정수

김홍석 심병주 유선호 유용석

최길순 한미애

위원 김수정 도정윤 류시경 류진숙

박교선 박상대 박세희 박지용

백성혜 석종임 심정애 오문현

이선희 이화정 임웅묵 임희준

최성신 한문정 이태걸*

기금위원회

위원장 정봉영

부위원장 강한영*

위원 김시중 채영복 이대운 진정일

이순보 최중길 여인형 백경수

이학준 하현준*

화학술어위원회

위원장 이효원

부위원장 강  헌 고광윤 곽주현 김용애

문봉진 소헌영 유재훈 윤경병

이창진 전철호 정영근 최철호

최중철*

화학기술진흥위원회

위원장 이종률

위원 강재훈 권수한 김봉진 남두현

문치장 이해민 최원식 김종혁*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도영규

부위원장 김성진 최인성

위원 나명수 박승민 박승범 신승구

윤경병 이명수 이상기 조민행

최희철 정덕영*

출판위원회

위원장 정인화

위원 김  철 김성규 김인태 명노승

박승민 안덕근 안용현 이건형

이원용 이진규 정회일 하현준*

학술위원회

위원장 정성기

위원 강성호 김병문 김정균 김택현

박노상 박정학 선호성 신동수

심윤보 오혁근 유영숙 윤경병

이심성 이창희 임흥빈 정근회

천진우 최진호 최찬수 최흥진

하현준 조천규*

화학올림피아드위원회

위원장 박정학

부위원장 강태종 노석구*

자문위원 우규환* 박준우* 김희준* 김건철*

과기부(과학기술인육성과장)*

교육부(교육과정정책심의관)*

과학재단(연구인력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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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구자경 장영신

회장 윤민중

차기회장 도춘호

부회장 조정혁 김홍석 김홍래 박상언

위원 신인재 양해식 오한빈 우희권

이성훈 정영미

기획부장 정병문*

위원 김현경 나춘섭 박종석 원종옥

하윤경 한소엽

정보화사업위원회

위원장 박찬량

부위원장 이영식

상임위원 강  혁 김학진 송재규 성재영

신석민 심은지 유연규 함시현

위원 유연규* 최중철*

화학교육·홍보위원회

위원장 백성혜

부위원장 박희숙 박규순*

위원 강대훈 강성주 강태종 고영환

고한중 김윤기 김정수 류오현

민희정 박선영 박종윤 신은주

오영희 이범종 정대홍 정진갑

하윤경 하현준 한유화 한재영

허미연 이태걸*

기념품사업위원회

위원장 김용애

부위원장 김영준 정덕영*

위원 김석만 최  선

키트개발및사업위원회

위원장 조성동

부위원장 박종윤 정덕영*

위원 김기명 김용원 김정수 김진희

김현경 유정아 임웅묵 정영규

하윤경

여성위원회

위원장 백명현

부위원장 박희숙

위원 김용애 김은옥 김정희 김치형

모선일 송재희 오영희 이인숙

정미원 정영미 조남숙 황정숙

이상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명수*

위원 윤민중 강한영* 박종상* 석원경*

이석근* 박규순* 조정혁 하현준*

정덕영* 최중철* 이순기 김승준

이무상 조현우

화학교육개선사업위원회

위원장 이덕환

부위원장 이영식 박규순*

위원 김희준 박종윤 박준우 우희권

이상국 이희윤 최미화 최병순

하윤경*

화학전공학위인증위원회

위원장 조봉래

부위원장 박승민 박종상*

위원 김홍석 나명수 신승구 이원용

정병문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 이순보

부위원장 박종상* 이익모

위원 이윤섭 윤웅찬

IUPAC General Assembly(2015년48회) 및

IUPAC Congress(2015년 45회) 유치추진위원회

위원장 김명수

부위원장 강한영 김홍래

위원 하현준 유연규 조천규

유기화학분과회장 윤웅찬

무기화학분과회장 고재중

분석화학분과회장 이계호

물리화학분과회장 박승철

고분자화학분과회장 장태현

의약화학분과회장 최중권

생명화학분과회장 유영숙

화학교육분과회 노석구

재료화학분과회장 유  룡

전기화학분과회장 심윤보

초중등교사분과회장 최미화

대구·경북지부장 이무상

부산지부장 성대동

대전·충남지부장 김승준

광주·전남지부장 이순기

전북지부장 이기학

강원지부장 전종갑

충북지부장 이효원

경기지부장 조현우

울산지부장 윤구식

경남지부장 김동규

인천지부장 지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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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이강봉 강한철 유국헌

이영철 이백규

이사 윤민중 강한영 강한철 강  헌

공영건 김명수 김성진 김승준

김은경 김인환 김정균 김홍래

김홍석 노석구 도춘호 박상언

백건호 백성혜 심윤보 유국현

윤경병 윤구식 윤웅찬 이강봉

이기학 이문호 이백규 이상국

이영식 이영철 이재열 이종백

이효원 정병서 정용희 정원조

조정혁 지대윤 최동훈 최진호

감사 국성근 장태현

실무이사 이재열(총무) 신동윤(총무) 박윤봉(기획)

이휘건(기획) 김진흥(기획) 신권수(학술)

김종승(학술) 임만호(학술) 정택동(산학)

백진욱(산학) 금교창(산학) 김자헌(홍보)

박정희(홍보) 강종민(홍보) 한진욱(홍보)

평의원 강경태 강대호 강명구 강성호

강신원 강영기 강한영 강한철

강홍렬 경영수 고석범 고재중

고훈영 곽영우 곽현태 권수한

권영배 권오천 김  건 김 양

김각중 김관수 김광은 김기협

김낙중 김대황 김동규 김동원

김동한 김동희 김두영 김명수

김명운 김범태 김봉곤 김봉수

김상곤 김상렬 김상하 김성각

김성수 김성진 김승빈 김승준

김시중 김영만 김영상 김왕기

김용래 김용록 김용준 김용해

김유승 김유항 김윤수 김은식

김일광 김일두 김자홍 김장환

김재상 김재순 김종호 김충섭

김택제 김하석 김호징 김홍래

김홍석 남기동 노동석 노봉오

노영쇠 도명기 도영규 도춘호

마경석 문탁진 민경세 민원규

박국태 박규순 박균하 박기채

박노상 박병각 박병수 박병욱

박상언 박상우 박상윤 박성규

박승언 박승철 박외숙 박용광

박용태 박유철 박윤창 박의서

박인원 박종률 박종상 박종열

박종옥 박준우 박준택 박창식

박태원 박호군 배선건 배영일

배준웅 백건호 백경수 백명현

백우현 백운기 변종홍 변형직

부봉현 사공열 석원경 선호성

성대동 성익경 소헌영 손연수

송기동 송지용 송충의 신국조

신동수 신영국 신홍대 심상철

심정섭 안교한 안운선 안정수

안중태 양갑석 양덕주 양세인

양일우 양정성 어용선 엄재국

엄태섭 여수동 여종기 오대섭

오상오 오세철 오영기 오창언

오헌승 유  룡 유광식 유국현

유영재 유진녕 윤경병 윤구식

윤근성 윤능민 윤민중 윤석승

윤세왕 윤세중 윤창주 이  광

이  은 이  홍 이강봉 이관순

이국행 이기성 이기학 이남호

이대운 이덕환 이만길 이명의

이무상 이문형 이백규 이병민

이병춘 이본수 이봉용 이상국

이상기 이상영 이상화 이서봉

이석근 이순기 이순길 이순보

이억석 이영철 이왕근 이윤식

이윤영 이익모 이익춘 이재도

이정호 이종광 이종근 이종명

이종율 이주연 이창규 이창환

이채호 이태녕 이해황 이호설

이화국 이효원 이흥락 장세헌

전무진 전민제 전병식 전승준

전일철 전종갑 전철호 전학제

정구순 정근호 정명희 정봉영

정순량 정영태 정용순 정인화

정종재 정진순 정학진 조광연

조기형 조병태 조성동 조원제

조응준 조의환 조인호 조인호

조정혁 조현우 지기환 지대윤

지응업 진성익 진정일 진종식

차근식 차기원 차성극 차진순

채영복 천정균 최규성 최근선

최남석 최상준 최성락 최원기

최원형 최정도 최정훈 최중길

최진호 최해탁 최호섭 한상준

한인섭 한태희 한홍섭 함희석

허  황 허태성 홍순주 홍영석

황금소

대한화학회지편집위원회

위원장 윤웅찬

부위원장 강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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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 박윤봉 백성혜 서홍석 우희권

이강호 이광필 이명훈 이심성

이영훈

위원 나명수 신동명 여인형 이학준

전승원 주상우 한종훈 신권수*

Bulletin지편집위원회

위원장 이윤섭

부위원장 정영근

상임위원 김기문 김성진 김훈식 문명희

박승민 박종상 유찬모 이명훈

이창희 이치우 이희윤 천승훈

자문위원 곽주현 김동호 김병현 남계춘

노경태 도영규 박상언 박정학

박종윤 서세원 선호성 유성은

윤경병 이윤식 장태현 한양규

김종승*

국제편집위원 D.H.Busch

Guo-Quiang Lin

W.J.Feast

J.Etourneau

H.Girault

Y.N.Molin

D.W.Setser

M.G.Kanatzidis

Hyuk Yu

Thomas M.Klapoetke

R.A.Bartsch

Ryoji Noyori 

화학세계지편집위원회

위원장 김성진*

부위원장 강종민* 김자헌* 박정희* 한진욱*

상임위원 강미숙 김  철 노재근 윤소원

이광렬 이원목 이해성 정영미

조창우 주재범

과학전문위원 강영종 강은주 권용억 김  웅

김용신 김익연 김정권 김태규

김해조 김효준 박강현 박성순

송준명 오문현 윤성호 이수형

채정현 최기현 최현철 허  성

화학교육지편집위원회

위원장 박현주

부위원장 김홍석 박윤봉*

팀장 강훈식 고문석 김기명 김동진

김의성 김정수 심병주 유선호

유용석 임희준 한미애

위원 강석진 김수정 류시경 류왕선

민병욱 박교선 박상대 박세희

박지용 백성혜 서강숙 석종임

심정애 오문현 이선희 이인택

이화정 임웅묵 정낙주 최길순

한문정 한재영 김건철 안철진

오한빈 유정아 허영덕

기금위원회

위원장 정봉영

부위원장 조정혁*

위원 김시중 채영복 이대운 진정일

이순보 최중길 여인형 백경수

이학준 이재열*

화학술어위원회

위원장 이효원

위원 강  헌 고광윤 곽주현 김용애

문봉진 소헌영 유재훈 윤경병

이창진 전철호 정영근 최철호

신권수*

화학기술진흥위원회

위원장 이종률

위원 강재훈 권수한 김봉진 남두현

문치장 이해민 최원식 백진욱*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도영규

부위원장 김성진 최인성

위원 나명수 박승민 박승범 신승구

윤경병 이명수 이상기 조민행

최희철 이휘건*

출판위원회

위원장 정인화

위원 김  철 김성규 김인태 명노승

박승민 안덕근 안용현 이건형

이원용 이진규 정회일 하현준

금교창*

학술위원회

위원장 최진호

위원 김동표 김병문 김성진 나명수

모선일 박승범 변송호 선호성

신동수 심윤보 오제민 우희권

윤경병 이명수 이상기 이진규

정덕영 조민행 천진우 하덕찬

하윤경 하현준 김종승*

화학올림피아드위원회

위원장 김학진

부위원장 하윤경 김진흥*

자문위원 우규환* 박준우* 김희준* 김건철*

박정학*

교육과학기술(인재정책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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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구자경 장영신

회장 도춘호

차기회장 김낙중

부회장 이억균(총무) 최동훈(기획) 이남수(학술)

윤웅찬(홍보) 이규양(산학) 김강진(무임소)

김기문(무임소) 김원호(무임소) 장종환(무임소)

홍태기(홈페이지) 박수진(재무)

우희권(e-News Letter) 도임자(교육)

과학창의재단(영재교육지원실)*

위원 류도현 문봉진 이보경

교육위원 김현경 박종석 양성익 원종옥

윤재숙

정보화사업위원회

위원장 이영식

상임위원 강은주 강  혁 성재영 송재규

유연규

위원 김자헌* 임만호*

화학교육·홍보위원회

위원장 백성혜

부위원장 박희숙 김성진*

위원 강대훈 김주창 김학진 박종윤

박희숙 송기형 신은주 오영희

이익모 정대홍 차정호 채희권

강종민*

기념품사업위원회

위원장 황성주

부위원장 정  현 박윤봉*

위원 박성수 손상준

키트개발및사업위원회

위원장 최정훈

부위원장 박윤봉*

여성위원회

위원장 유영숙

부위원장 박정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윤민중*

위원 도춘호 조정혁* 김홍석* 김홍래*

박상언* 김성진* 김은경 이재열*

김진흥* 신권수* 노봉오 김봉수

안교한 조현우

화학교육개선사업위원회

위원장 이덕환

부위원장 이영식 김성진*

위원 김희준 박종윤 박준우 우희권

이상국 이희윤 최미화 최병순

강종민*

화학전공학위인증위원회

위원장 조봉래

부위원장 박승민 김홍석*

위원 나명수 신승구 이원용 박윤봉*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 이순보

부위원장 이익모 김홍석*

위원 이윤섭 윤웅찬

IUPAC General Assembly(2015년 48회) 및 

IUPAC Congress(2015년 45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김명수

부위원장 강한영 선호성

위원 박승민 석원경 유연규 조천규

하현준 김홍래*

학회발전사업위원회

위원장 박호군

부위원장 소헌영 조정혁*

위원 이강봉 이백규

유기화학분과회장 이효원

무기화학분과회장 김기문

분석화학분과회장 정원조

물리화학분과회장 이상국

고분자화학분과회장 이문호

공업화학분과회장 김훈식

의약화학분과회장 최중권

생명화학분과회장 박종상

화학교육분과회장 노석구

재료화학분과회장 김성진

전기화학분과회장 심윤보

초중등교사분과회장 최미화

대구·경북지부장 안교한

부산지부장 성대동

대전·충남지부장 김봉수

광주·전남지부장 노봉오

전북지부장 김동희

강원지부장 윤병집

충북지부장 강영기

경기지부장 조현우

울산지부장 김상하

경남지부장 신동수

인천지부장 성익경

제주지회장 김원형

여천지회장 도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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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회원) 박병욱(산업)

이사 도춘호 윤민중 김낙중 강영기

고광윤 김강진 김기문 김영인

김용록 김정희 김형래 도영규

도임자 류준하 박수진 박정학

박종상 성익경 손용근 손정인

신동수 안병준 여인형 우희권

유영숙 윤웅찬 이규양 이남수

이억균 이윤섭 장락우 장윤석

전철호 조양래 조정혁 최동훈

최중권 현명호 홍태기 박형련

감사 윤경병 한인숙

실무이사 장락우(총무) 여운석(총무) 조병기(기획)

장우동(기획) 김태현(학술) 최철호(학술)

정택모(산학) 홍인석(산학) 김태규(홍보)

이진용(홍보) 정옥상(홍보) 이화심(홍보)

이영훈(홈페이지) 고원배(회원)

이기석(교육) 황성용(교육) 이영훈(홈피)

류  설(e-News Letter)

한재량(e-News Letter)

조성준(e-News Letter)

손홍래(e-News Letter)

이정오(재무)

평의원 강경태 강대호 강명구 강성호

강신원 강영기 강한영 강한철

강홍렬 경영수 고석범 고재중

고훈영 곽영우 곽현태 권수한

권영배 권오천 김  건 김 양

김각중 김강진 김관수 김광은

김기문 김기협 김낙중 김대황

김동규 김동원 김동한 김두영

김명수 김명운 김범태 김봉곤

김상곤 김상렬 김성각 김성수

김성진 김승빈 김승준 김시중

김영만 김영상 김영생 김왕기

김용래 김용록 김용준 김용해

김원호 김유승 김유항 김윤수

김은식 김일광 김일두 김자홍

김장환 김재상 김재순 김정희

김종호 김충섭 김택제 김하석

김형래 김호징 김홍래 김홍석

남기동 노동석 노영쇠 도명기

도영규 도임자 도춘호 류준하

마경석 문탁진 민경세 민원규

박국태 박규순 박균하 박기채

박노상 박병각 박병수 박병욱

박상언 박상우 박상윤 박성규

박수진 박승언 박승철 박외숙

박용광 박용태 박유철 박윤창

박의서 박인원 박정학 박종률

박종상 박종열 박종옥 박준우

박준택 박창식 박태원 박형련

박호군 배선건 배영일 배준웅

백건호 백경수 백명현 백우현

백운기 변종홍 변형직 부봉현

사공열 석원경 선호성 성대동

성익경 소헌영 손연수 손용근

손정인 송기동 송지용 송충의

신국조 신동수 신영국 신홍대

심상철 심정섭 안병준 안운선

안정수 안중태 양갑석 양덕주

양세인 양일우 양정성 어용선

엄재국 엄태섭 여수동 여종기

오대섭 오상오 오세철 오영기

오창언 오헌승 우희권 유  룡

유광식 유국현 유영재 유진녕

윤경병 윤구식 윤근성 윤능민

윤민중 윤석승 윤세왕 윤세중

윤웅찬 윤창주 이  광 이  은

이  홍 이강봉 이관순 이국행

이규양 이기성 이기학 이남수

이남호 이대운 이덕환 이만길

이명의 이무상 이문형 이병민

이병춘 이본수 이봉용 이상국

이상기 이상영 이상화 이서봉

이석근 이순기 이순길 이순보

이억균 이억석 이왕근 이윤식

이윤영 이익모 이익춘 이재도

이정호 이종광 이종근 이종명

이종율 이주연 이창규 이창환

이채호 이태녕 이해황 이호설

이화국 이효원 이흥락 장세헌

장종환 전무진 전민제 전병식

전승준 전일철 전종갑 전철호

전학제 정구순 정근호 정명희

정봉영 정순량 정영태 정용순

정인화 정종재 정진순 정학진

조광연 조기형 조병태 조성동

조양래 조원제 조응준 조의환

조인호 조정혁 조현우 지기환

지대윤 지응업 진성익 진정일

진종식 차근식 차기원 차성극

차진순 채영복 천정균 최규성

최근선 최남석 최동훈 최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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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락 최원기 최원형 최정도

최정훈 최중길 최진호 최해탁

최호섭 한상준 한인섭 한태희

한홍섭 함희석 허  황 허태성

홍순주 홍영석 홍태기 황금소

대한화학회지편집위원회

위원장 현명호

부위원장 강상욱

상임위원 우희권 박윤봉 백성혜 신동수

이인자 이광필 이심성 이영훈

이명훈

위원 김진흥 황광진 여인형 이학준

전승원 주상우 한종훈 최철호*

Bulletin지편집위원회

위원장 이윤섭

부위원장 정영근

상임위원 나명수 이희윤 이완인 김훈식

박승민 신석민 문명희 박종상

하현준 이명훈 안교한 이충균

고훈영

자문위원 김성진 유찬모 이창희 이치우

천승훈 김기문 김병현 박정학

곽주현 김동호 남계춘 노경태

도영규 박상언 박종윤 서세원

선호성 유성은 윤경병 이윤식

장태현 한양규 최동훈*

국제편집위원 D.H.Busch

Guo-Quiang Lin

W.J.Feast

J.Etourneau

H.Giraul

t

Y.N.Molin

D.W.Setser

M.G.Kanatzidis

Hyuk Yu

Thomas M.Klapoetke

R.A.Bartsch

Ryoji Noyori

George C. 

Schatz

화학세계지편집위원회

위원장 윤웅찬*

부위원장 정옥상* 이진용* 이화심* 김태규*

상임위원 전표명 김현경

과학전문위원 최명룡 이한길 이남기 신재호

조규봉 김성환 옥강민 손상준

서원석 박강현 강은주 김병수

우한영 최준식 신현석 이영민

류순민 심지훈 이석중 조동규

최태림 박문정 류  설 황길태

한민수

화학교육지편집위원회

위원장 한인숙

부위원장 여상인 강영진 김홍석 황성용*

기금위원회

위원장 정봉영

부위원장 박수진

위원 김시중 채영복 이대운 진정일

이순보 최중길 여인형 지대윤

이학준 이정오*

화학술어위원회

위원장 고광윤

위원 장두전 김성훈 홍종기 허성호

정낙철 소헌영 신인재 김자헌

김태욱 안광현 이진규 송봉준

김태현*

화학기술진흥위원회

위원장 이강봉

부위원장 금교창

위원 양정선 현종철 박현주 방정기

정택모*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도영규

부위원장 김성진 최인성

위원 나명수 박승민 박승범 신승구

윤경병 이명수 이상기 조민행

최희철 조병기*

출판위원회

위원장 이창희

위원 김종승 윤주영 정종화 김주훈

이석중 조동규 조창우 윤소원

이선우 류도현 신승훈 여운석*

학술위원회

위원장 최진호

위원 김동표 김병문 김성진 김종승

나명수 모선일 박승범 변송호

선호성 신동수 심윤보 오제민

우희권 윤경병 이명수 이상기

이진규 정덕영 조민행 천진우

하덕찬 하윤경 하현준 이남수*

화학올림피아드위원회

위원장 김학진

부위원장 하윤경 장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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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 우규환* 박준우* 김희준* 김건철*

박정학*

위원 김진흥 류도현 문봉진 이보경

교육위원 김현경 양성익 윤재숙

정보화사업위원회

위원장 이영식

상임위원 강  혁 강은주 성재영 송재규

유연규

위원 고원배*

화학교육·홍보위원회

위원장 백성혜

부위원장 박희숙 윤웅찬*

위원 강대훈 김주창 김학진 박종윤

송기형 신은주 오영희 이익모

정대홍 차정호 채희권

기념품사업위원회

위원장 황성주

부위원장 정  현 조병기*

위원 박성수 손상준

키트개발및사업위원회

위원장 최정훈

부위원장 조병기*

여성위원회

위원장 유영숙

부위원장 김정희

위원 이정오*

화학전공인증위원회

위원장 박승민

부위원장 이원용

위원 나명수 신승구 장우동*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 이순보

부위원장 이익모 이윤섭 현명호 최동훈*

녹색화학위원회

위원장 도춘호

부위원장 이규양

일반화학실험책 개정위원회

위원장 도춘호

부위원장 이남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도춘호

위원 김낙중 이억균 최동훈 이규양

김형래 손정인 전철호 장윤석

장락우 여운석 장우동 조병기

우희권 유영숙

화학교육개선 사업위원회

위원장 최병순

부위원장 노석구 최우용*

위원 강성주 김홍석 성혜숙 노태희

박현주 백성혜 최미화 이상권

이종백*

제48회 IUPAC General Assembly 및 

제45회 IUPAC Congress 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김명수

부위원장 강한영 선호성

학술위원회 석원경 박승민

행사위원회 하현준

홍보위원회 유연규

재정위원회 조천규

당연직위원 장락우*

자문위원회 김시중 채영복 진정일 정봉영

이순보

학회발전사업위원회

위원장 박호군

부위원장 소한영 이억균*

위원 이강봉 이백규

화학기기및화학제품인증위원회

위원장 이강봉

부위원장 금교창 이규양*

위원 조정혁 신권수 최종호

세계화학의 해(IYC-2011) 준비위원회

위원장 김낙중

유기화학분과회장 전철호

무기화학분과회장 김영인

분석화학분과회장 박용남

물리화학분과회장 선호성

고분자화학분과회장 조창기

공업화학분과회장 김훈식

의약화학분과회장 최중권

생명화학분과회장 박종상

화학교육분과회장 이대형

재료화학분과회장 김성진

전기화학분과회장 이치우

초중등교사분과회장 서인호

환경에너지분과회장 장윤석

대구·경북지부장 박정학

부산지부장 류준하

대전·충남지부장 김형래

광주·전남지부장 박형련

전북지부장 안병준

강원지부장 손정인

충북지부장 강영기

경기지부장 손용근

울산지부장 조양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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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대 (2011) 7)

경남지부장 신동수

인천지부장 성익경

제주지회장 김원형

여천지부장 최진환

고문 구자경 장영신

회장 김낙중

부회장 여인형 이종목 김용록 이연희

박승민 김학원 노태희 신동명

이남호 김기섭 강재훈

이사 김낙중 여인형 이종목 김용록

이연희 박승민 김학원 노태희

신동명 도춘호 이억균 이덕환

정규성 조천규 이윤섭 현명호

정봉영 최진호 김성진 한양규

한종훈 강상욱 허남회 최중길

이치우 이대형 이상학 류준하

문석식 고문주 유병수 이남수

손용근 조양래 구인선 홍종달

신관우

감사 박찬량 이재석

실무이사 신관우(총무) 이진규(기획) 오제민(기획)

주상우(재무) 송재규(학술) 안태규(학술)

노은주(산학) 한진욱(홍보) 심태보(홍보)

장신호(교육)

평의원 강경태 강대호 강명구 강성호

강신원 강영기 강재훈 강한영

강한철 경영수 고문주 고석범

고재중 고훈영 곽영우 곽현태

구인선 권수한 권오천 김  건

김  양 김각중 김강진 김관수

김광은 김기문 김기섭 김기협

김낙중 김대황 김동규 김동한

김동희 김두영 김명수 김명운

김범태 김봉곤 김봉수 김상곤

김상렬 김상하 김성각 김성수

김성진 김승빈 김승준 김시중

김영만 김영상 김왕기 김용래

김용록 김용준 김용해 김원호

김유승 김유항 김윤수 김은식

김일광 김일두 김자홍 김장환

김재상 김정희 김충섭 김택제

김하석 김학원 김형래 김호징

김홍래 김홍석 남기동 노동석

노봉오 노영쇠 노태희 도명기

도영규 도임자 도춘호 류준하

마경석 문석식 문탁진 민경세

박국태 박규순 박균하 박기채

박노상 박병수 박병욱 박상언

박상우 박상윤 박성규 박수진

박승민 박승언 박승철 박외숙

박용광 박용태 박유철 박윤창

박인원 박정학 박종률 박종상

박종열 박종옥 박준우 박준택

박창식 박태원 박형련 박호군

배선건 배영일 배준웅 백건호

백경수 백명현 백우현 백운기

변종홍 변형직 부봉현 사공열

석원경 선호성 성대동 성익경

소헌영 손연수 손용근 손정인

송기동 송지용 송충의 신국조

신동명 신동수 신영국 심상철

심정섭 안교한 안병준 안운선

안정수 안중태 양갑석 양덕주

양세인 양일우 양정성 어용선

엄재국 엄태섭 여수동 여인형

여종기 오대섭 오세철 오영기

오창언 오헌승 우희권 유  룡 

유광식 유국현 유병수 유영재

유진녕 윤경병 윤구식 윤근성

윤민중 윤병집 윤석승 윤세왕

윤세중 윤웅찬 윤창주 이  광

이  은 이  홍 이강봉 이관순

이국행 이규양 이기성 이기학

이남수 이남호 이대운 이덕환

이만길 이명의 이무상 이병민

이병춘 이본수 이봉용 이상국

이상기 이상학 이상화 이서봉

이석근 이순기 이순길 이순보

이억균 이연희 이왕근 이윤식

이윤영 이익모 이익춘 이재도

이정호 이종명 이종목 이주연

이창규 이창환 이채호 이태녕

이해황 이호설 이화국 이효원

이흥락 장세헌 장종환 전무진

전민제 전병식 전승준 전일철

전종갑 전철호 전학제 정구순

정근호 정명희 정봉영 정순량

정영태 정용순 정인화 정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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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순 정학진 조광연 조기형

조병태 조성동 조양래 조원제

조응준 조의환 조인호 조정혁

조현우 지기환 지대윤 진정일

진종식 차근식 차기원 차성극

차진순 채영복 천정균 최규성

최남석 최동훈 최상준 최성락

최원기 최정도 최정훈 최중길

최진호 최해탁 최호섭 팽기정

한인섭 한태희 함희석 허  황

허태성 홍종달 홍태기 황금소

대한화학회지 편집위원회

위원장 현명호

부위원장 강상욱

상임위원 우희권 박윤봉 백성혜 신동수

정영미 명승운 이심성 이영훈

이명훈

위원 김진흥 황광진 여인형 이학준

전승원 주상우 한종훈 안태규*

Bulletin지 편집위원회

위원장 정영근

부위원장 홍종인

상임위원 나명수 이희윤 이완인 김훈식

박승민 신석민 임흥빈 박종상

하현준 이명훈 안교한 이충균

고훈영

자문위원 김성진 유찬모 이창희 이치우

천승훈 김기문 김병현 박정학

곽주현 김동호 남계춘 노경태

도영규 박상언 박종윤 서세원

선호성 유성은 윤경병 이윤식

장태현 한양규 문명희 송재규*

국제편집위원 Guo-Qiang Lin 

Ryoji Noyori

D.H.Busch

D.W.Setser

H.Girault

Hyuk Yu

J.Etoumeau

M.G.Kanatzidis

W.J.Feast

Y.N.Molin

Thomas M.Klapoetke

George C. Schatz

화학세계지편집위원회

위원장 김학원*

부위원장 한진욱* 심태보* 최명룡*

상임위원 안덕근 이영호 오문현 강영종

김남준 강성호 우한영 오한빈

전화영

과학전문위원 김형민 강  혁 김태규 윤명한

민선준 김윤희 전흥배 박준범

장혜영 백승민 이현수 김영수

이  연 신재호 최현철 박장웅

화학교육지 편집위원회

위원장 한인숙

부위원장 여상인 강영진 김홍석 한진욱*

팀장 강희준 박지애 민병욱 우현승

신현창 권미려 정성희 장보애

박교선 장성구 강훈식 박은미

박기식 최경숙 김의성 이인택

현보람 이창규 고원배

기금위원회

위원장 정봉영

부위원장 여인형*

위원 김시중 채영복 이대운 진정일

이순보 최중길 지대윤 이학준

신관우*

화학술어위원회

위원장 고광윤

위원 장두전 김성훈 홍종기 허성호

정낙철 소현영 신인재 김자헌

김태욱 안광현 이진규 송봉준

안태규*

화학기술진흥위원회

위원장 이강봉

부위원장 금교창

위원 양정선 박현주 방정기 김정현

노은주*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도영규

부위원장 김성진 최인성

위원 나명수 박승민 박승범 신승구

윤경병 이명수 이상기 조민행

최희철 이진규*

출판위원회

위원장 이창희

위원 김종승 윤주영 정종화 김주훈

이석중 조동규 조창우 윤소원

이선우 류도현 신승훈 신관우*

학술위원회

위원장 최진호

위원 김동표 김병문 김성진 나명수

모선일 박승범 변송호 선호성



584 (사)대한화학회 75주년 자료집

신동수 심윤보 오제민 우희권

윤경병 이명수 이상기 이진규

정덕영 조민행 천진우 하덕찬

하윤경 하현준 안태규*

화학올림피아드위원회

위원장 김건철

부위원장 문봉진 오제민*

자문위원 김학진 김희준 박정한 박준우

우규환

위원 김용애 김종원 신승훈 이보경

임동렬 하윤경 한진욱

정보화사업위원회

위원장 이영식

상임위원 강  혁 강은주 성재영 유연규

송재규*

위원 최명룡*

화학교육·홍보위원회

위원장 백성혜

부위원장 박종윤 신은주

위원 오영희 차정호 장낙한 강영진

박현주 이상권 홍미영 최원호

김현경 한재영 장신호*

기념품사업위원회

위원장 황성주

부위원장 정  현 이진규*

위원 손상준 백승민

키트 개발 및 사업위원회

위원장 최정훈

부위원장 윤태형 오제민*

여성위원회

위원장 김성진

부위원장 김정희

위원 신관우*

화학전공학위인증위원회

위원장 박승민

부위원장 이원용 김용록*

위원 나명수 신승구 이진규*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 이순보

부위원장 이익모 이윤섭 현명호 김용록*

학회발전사업위원회

위원장 이덕환

위원 정규성 조천규 문봉진 이상원

여인형* 김용록*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낙중*

위원 이덕환 여인형* 이종목* 김용록*

이연희* 박승민* 김학원* 노태희*

신동명* 이남호* 김기섭* 강재훈*

정규성 조천규

화학기기 및 화학 제품 인증위원회

위원장 이강봉

부위원장 금교창 이규양

위원 조정혁 신권수 최종호 이연희*

제48회 IUPAC General Assembly 및

제45회 IUPAC Congress 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김명수

부위원장 강한영 선호성

위원/학술위원회 위원장 석원경

위원/행사위원회 위원장 하현준

위원/재정위원회 위원장 조천규

위원/홍보위원회 위원장 유연규

위원/학술위원회 부위원장 박승민

위원/학술위원회 위원 이상원

당연직위원 김용록*

자문위원회 김시중 채영복 진정일 정봉영

이순보

2011년 세계 화학의 해(IYC) 조직위원회

위원장 김낙중

부위원장 신동명* 여인형* 박오옥

위원 강성권 강태종 고영주 김도형

김범준 김상욱 김성진 김현경

박성순 백현종 신권수 유재훈

윤성철 윤소원 이영식 전창림

정영미 정회일 조우진 지기환

최정훈

강원지부장 팽기정

경기지부장 손용근

경남지부장 구인선

광주·전남지부장 고문주

대구·경북지부장 이상학

대전·충남·세종지부장 문석식

부산지부장 류준하

울산지부장 조양래

인천지부장 홍종달

전북지부장 유병수

충북지부장 이남수

여천지회장 최진환

제주지회장 이남호

고분자화학분과회장 한양규

공업화학분과회장 강상욱

무기화학분과회장 윤경병

물리화학분과회장 최중길

분석화학분과회장 한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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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구자경 장영신

회장 이덕환

부회장 정규성 조천규 이덕형 김범태

김원섭 이동헌 신석민 석원경

서홍석

이사 이덕환 정규성 조천규 이덕형

김범태 이동헌 신석민 석원경

서홍석 문봉진 김낙중 여인형

강한영 하현준 이영식 유복렬

박준원 윤문영 김홍석 최원용

이창희 손용근 구인선 남계춘

김인환 이남수 김재돈 정규성

노영쇠 정봉철 도영규 주동준

박승민 표동진 박승철 신동수

한종훈 이상좌 허영덕

감사 안광현 정종화

실무이사 문봉진(총무) 정덕영(총무) 이상원(기획)

최만호(기획) 박승범(학술) 한상우(학술)

김영환(산학) 이보경(홍보) 최기항(홍보)

이영민(국제)

평의원 강경태 강대호 강명구 강성호

강신원 강영기 강재훈 강한영

강한철 경영수 고문주 고석범

고재중 고훈영 곽영우 곽현태

구인선 권수한 권오천 김  건

김  양 김강진 김관수 김광은

김기문 김기섭 김기협 김낙중

김대황 김동규 김동한 김동희

김두영 김명수 김명운 김범태

김봉곤 김봉수 김상곤 김상렬

김상하 김성각 김성수 김성진

김승빈 김승준 김시중 김영만

김영상 김왕기 김용래 김용록

김용준 김용해 김원섭 김원호

김유승 김유항 김윤수 김은식

김인환 김일광 김일두 김자홍

김장환 김재상 김정희 김주창

김철주 김충섭 김택제 김하석

김학원 김형래 김호징 김홍래

김홍석

(경북대)

김홍석

(석관고)
남계춘 남기동

노동석 노봉오 노영쇠 노재성

노태희 도명기 도영규 도임자

도춘호 류준하 문석식 문탁진

민경세 박국태 박규순 박균하

박노상 박병수 박병욱 박상언

박상우 박상윤 박성규 박수진

박승민 박승언 박승철 박외숙

박용광 박용태 박유철 박윤창

박인원 박정학 박종률 박종상

박종열 박종옥 박준우 박준원

박준택 박창식 박태원 박형련

박호군 배선건 배영일 배준웅

백건호 백경수 백명현 백우현

백운기 변종홍 변형직 부봉현

사공열 서홍석 석원경 선호성

성대동 성익경 소헌영 손연수

손용근 손정인 송기동 송지용

송충의 신국조 신동명 신동수

신석민 신영국 심상철 심정섭

안교한 안병준 안운선 안정수

안중태 양갑석 양덕주 양세인

양일우 양정성 어용선 엄재국

엄태섭 여상인 여수동 여인형

오대섭 오세철 오영기 오창언

오헌승 옥종화 우희권 유  룡

유광식 유국현 유병수 유복렬

유영재 유진녕 윤경병 윤구식

윤근성 윤문영 윤민중 윤병집

윤석승 윤세왕 윤세중 윤웅찬

윤창주 이  광 이  은 이  홍

이강봉 이관순 이국행 이규양

이기성 이기학 이남수 이남호

이대운 이덕형 이덕환 이동헌

이만길 이명의 이무상 이백규

이병민 이병춘 이본수 이봉용

이상국 이상기 이상학 이상화

이서봉 이석근 이순기 이순길

이순보 이억균 이연희 이왕근

이윤식 이윤영 이익모 이익춘

생명화학분과회장 윤문영

유기화학분과회장 강한영

의약화학분과회장 노재성

재료화학분과회장 허남회

전기화학분과회장 이치우

초중등교사분과회장 서인호

화학교육분과회장 이대형

환경에너지분과회장 최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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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도 이정호 이종명 이종목

이종율 이주연 이창규 이창환

이창희 이채호 이태녕 이해황

이호설 이화국 이효원 이흥락

임흥빈 장세헌 장종환 전무진

전민제 전병식 전승준 전일철

전종갑 전철호 전학제 정구순

정규성 정근호 정명희 정봉영

정순량 정영태 정용순 정인화

정종재 정진순 정학진 조광연

조기형 조병태 조성동 조양래

조원제 조응준 조의환 조인호

조정혁 조천규 조현우 지기환

지대윤 진정일 진종식 차근식

차기원 차성극 차진순 채영복

천정균 최규성 최남석 최동훈

최상준 최성락 최원기 최원용

최정도 최정훈 최중길 최진호

최해탁 최호섭 팽기정 하창식

한인섭 한태희 함희석 허  황

허남회 허태성 홍종달 홍태기

황금소

대한화학회지 편집위원회

위원장 현명호

부위원장 한종훈

상임위원 유복렬 정동운 박종석 신동수

정영미 명승운 정성화 반창일

박지웅

위원 김진흥 황광진 이남호 김재녕

남상호 김영조 한상우*

Bulletin지 편집위원회

위원장 정영근

부위원장 홍종인

상임위원 임흥빈 모선일 김훈식 정옥상

박종상 박지웅 고훈영 문석식

이덕형 이희윤 주상우 신석민

변송호

자문위원 김병현 박정학 김성진 유찬모

이창희 이치우 천승훈 김기문

문명희 이윤섭 나명수 이명훈

안교한 하현준 박승민 이완인

박승범*

국제편집위원 Guo-Qiang Lin 

Ryoji Noyori

D.H.Busch

H.Girault

Hyuk Yu

J.Etoumeau

M.G.Kanatzidis

W.J.Feast

Y.N.Molin

Thomas M. Klapoetke

George C. Schatz

화학세계지편집위원회

위원장 이동헌*

부위원장 최기항* 이보경*

상임위원 강성호 김영준 박경세 이석우

이하진

기금위원회

위원장 선호성

부위원장 정규성*

위원 김시중 채영복 진정일 이순보

김명수 최중길 백경수 문봉진*

화학술어위원회

위원장 주동준

화학기술진흥위원회

위원장 이병형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도영규

부위원장 김성진 최인성(ACES 담당 부위원장)

위원 나명수 박승민(PCCP간사)

박승범 신승구 윤경병 이명수

이상기 조민행 최희철 이영민*

출판위원회

위원장 정규성

부위원장 강태종

위원 최철호 박윤봉 심원보 김종승

이용일 강태종 문봉진*

학술위원회

위원장 최진호

위원 김동표 김병문 김성진 나명수

모선일 박승범 변송호 선호성

신동수 심윤보 오제민 우희권

윤경병 이명수 이상기 이진규

정덕영 조민행 천진우 하덕찬

하윤경 하현준 박승범*

화학올림피아드위원회

위원장 김건철

부위원장 양성익 이상원*

자문위원 과학기술인육성과장* 교육과정정책심의관*

영재교육사업실장* 김학진 김희준

박정학 박준우 우규환

위원 김용애 김종원 문봉진 성봉준

신승훈 이덕형 이보경 임동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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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경 한진욱 최수혁

정보화사업위원회

위원장 이영식

상임위원 강  혁 강은주 성재영 송재규

유연규

위원 고훈영 김현경 한상우* 최기항*

화학교육·홍보위원회

위원장 백성혜

부위원장 박종윤 신은주

위원 오영희 차정호 장낙한 강영진

박현주 이상권 홍미영 최원호

김현경 한재영 이보경*

기념품사업위원회

위원장 황성주

부위원장 정  현 최만호*

위원 손상준 백승민

키트 개발 및 사업위원회

위원장 최정훈

부위원장 윤태형 최만호*

여성위원회

위원장 김성진

부위원장 김정희

위원 문봉진*

화학전공학위인증위원회

위원장 최문근

부위원장 조천규*

위원 이진규 강성주 조은진 유효종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 김관수

부위원장 정낙철 조천규*

위원 김병현 김병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덕환*

위원 강한영 정규성* 조천규* 이덕형*

김범태* 김원섭* 이동헌* 신석민*

석원경* 서홍석* 하현준 이영식

문봉진* 정덕영*

화학기기 및 화학 제품 인증위원회

위원장 이병형

제48회 IUPAC General Assembly 및

제45회 IUPAC Congress 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김명수

부위원장 강한영 선호성

위원/학술위원회 위원장 박승민

위원/행사위원회 위원장 하현준

위원/행사위원회 부위원장 이상원

위원/재정위원회 위원장 조천규

위원/홍보위원회 위원장 유연규

위원/학술위원회 부위원장 박승민

위원/학술위원회 위원 이상원

당연직위원 이상원*

자문위원회 김시중 채영복 진정일 정봉영

이순보

강원지부장 이창희

경기지부장 손용근

경남지부장 구인선

광주·전남지부장 남계춘

대구·경북지부장 김인환

대전·충남지부장 옥종화

부산지부장 김주창

울산지부장 지기환

인천지부장 홍종달

전북지부장 김철주

충북지부장 이남수

제주지회장 이남호

고분자화학분과회장 하창식

공업화학분과회장 유복렬

무기화학분과회장 박준원

물리화학분과회장 강  헌

분석화학분과회장 임흥빈

생명화학분과회장 윤문영

유기화학분과회장 김홍석

의약화학분과회장 노재성

재료화학분과회장 허남회

전기화학분과회장 여인형

초중등교사분과회장 김홍석

화학교육분과회장 여상인

환경에너지분과회장 최원용

고문 구자경 장영신

회장 강한영

부회장 하현준(총무) 이영식(기획) 김병문(학술)

권장혁(산학) 김종혁(산학) 유연규(홍보)

이원용(대외) 신동수(조직)

이사 강한영 하현준 이영식 김병문

유연규 이원용 신동수 이영호

이덕환 정규성 최중길 박승민

문명희 김만주 김홍래 이심성

이완인 여상인 정진승 손용근

이범종 곽지훈 이광필 이충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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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창 지기환 주성락 유수창

권수한 현명호 정영근 선호성

이효원 이덕형 주동준 이희윤

백성혜 조용서

감사 박규순 이창섭

실무이사 이영호(총무) 김상욱(기획) 김해조(학술)

신승훈(학술) 박원철(학술) 김상희(학술)

이재익(산학) 임상규(홍보) 성재영(홍보)

이광렬(대외)

평의원 강경태 강대호 강명구 강성호

강신원 강영기 강재훈 강한영

강한철 경영수 고문주 고석범

고재중 고훈영 곽영우 곽지훈

곽현태 구인선 권수한 권오천

권장혁 김  건 김  양 김강진

김관수 김광은 김기문 김기섭

김기협 김낙중 김대황 김동규

김동한 김동희 김두영 김만주

김명수 김명운 김범태 김병문

김봉곤 김봉수 김상곤 김상렬

김상하 김성각 김성수 김성진

김승빈 김승준 김시중 김영만

김영상 김왕기 김용래 김용록

김용준 김용해 김원섭 김원호

김유승 김유항 김윤수 김은식

김일광 김일두 김자홍 김장환

김재상 김정희 김종혁 김주창

김충섭 김택제 김하석 김학원

김형래 김호징 김홍래 김홍석
(경북대)

김홍석
(석관고)

남기동 노동석 노봉오

노영쇠 노태희 도명기 도영규

도임자 도춘호 류준하 문석식

문탁진 민경세 박국태 박규순

박균하 박노상 박병수 박병욱

박상언 박상우 박상윤 박성규

박수진 박승민 박승언 박승철

박외숙 박용광 박용태 박유철

박윤창 박인원 박정학 박종률

박종상 박종열 박종옥 박준우

박준택 박창식 박태원 박호군

배선건 배영일 배준웅 백건호

백경수 백명현 백우현 백운기

변종홍 변형직 부봉현 사공열

서홍석 석원경 선호성 성대동

성익경 소헌영 손연수 손용근

손정인 송기동 송지용 송충의

신국조 신동명 신동수 신석민

신영국 심상철 심정섭 안교한

안병준 안운선 안정수 안중태

양갑석 양덕주 양세인 양일우

양정성 어용선 엄재국 엄태섭

여상인 여수동 여인형 오대섭

오세철 오영기 오창언 오헌승

우희권 유  룡 유광식 유국현

유병수 유수창 유연규 유영재

유재훈 유진녕 윤경병 윤구식

윤근성 윤민중 윤병집 윤석승

윤세왕 윤세중 윤웅찬 윤창주

이강봉 이관순 이  광 이광필

이국행 이규양 이기성 이기학

이남수 이남호 이대운 이덕형

이덕환 이동헌 이만길 이명의

이무상 이백규 이범종 이병민

이병춘 이본수 이봉용 이상국

이상기 이상학 이상화 이서봉

이석근 이순기 이순길 이순보

이심성 이억균 이연희 이영식

이완인 이왕근 이우진 이원용

이윤식 이윤영 이  은 이익모

이익춘 이재도 이재석 이정호

이종명 이종목 이종율 이주연

이창규 이창환 이채호 이충균

이태녕 이해황 이호설 이  홍

이화국 이효원 이흥락 장세헌

장종환 전무진 전민제 전병식

전승준 전일철 전종갑 전철호

전학제 정구순 정규성 정근호

정명희 정봉영 정순량 정영태

정용순 정인화 정종재 정진순

정진승 정학진 조광연 조기형

조병태 조성동 조양래 조원제

조응준 조의환 조인호 조정혁

조천규 조현우 지기환 지대윤

진정일 진종식 차근식 차기원

차성극 차진순 채영복 천정균

최규성 최남석 최동훈 최상준

최성락 최원기 최정도 최정훈

최중길 최진호 최해탁 최호섭

팽기정 하현준 한인섭 한태희

함희석 허태성 허태성 허  황

홍종달 홍태기 황금소

대한화학회지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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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현명호

부위원장 한종훈

상임위원 유복렬 정동운 박종석 신동수

정영미 홍종기 정성화 반창일

박지웅

위원 김진흥 황광진 이남호 김재녕

남상호 김영조 김해조*

국제자문위원 Richard Eisenberg

Eiji Yashima

Christopher J. Welch

Bulletin지 편집위원회

위원장 정영근

부위원장 홍종인

상임위원 이용일 모선일 김훈식 정옥상

박종상 박지웅 고훈영 윤승수

이덕형 조천규 최명룡
(2013.6
~)

이진용

변송호

자문위원 유찬모 아창희 이치우 천승훈

김기문 문명희 이윤섭 나명수

이명훈 안교한 하현준 박승민

이완인 임흥빈 이충균 문석식

이희윤 신석민 주상우 신승훈*

국제편집위원 Guo-Qiang Lin 

D.H.Busch

D.W.Setser

H.Girault

Hyuk Yu

J.Etoumeau

M.G.Kanatzidis

W.J.Feast

Y.N.Molin

George C. Schatz

화학세계지편집위원회

위원장 유연규*

부위원장 임상규* 성재영*

상임위원 김형민 박원철 손상준 심현보

이현수 조재흥 천철홍

기금위원회

위원장 선호성

부위원장 하현준*

위원 김시중 채영복 진정일 이순보

김명수 최중길 백경수 이영호*

화학술어위원회

위원장 이효원

위원 이승한 하덕찬 문봉진 이재열

옥강민 주상우 박현주 박규순

이종목 곽경원 김해조*

화학기술진흥위원회

위원장 이병형

위원 이재익*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도영규

부위원장 김성진 최인성(ACES 담당 부위원장)

위원 나명수 박승민(PCCP간사)

박승범 신승구 윤경병 이명수

이상기 조민행 최희철 김상욱*

출판위원회

위원장 정규성

부위원장 강태종

위원 최철호 박윤봉 심원보 김종승

이용일 강태종 이영호*

학술위원회

위원장 최진호

위원 강은주 김성진 김태일 나명수

모선일 백승민 변송호 오제민

유효종 윤경병 이민재 이상기

이진규 정덕영 조민행 주상용

차상원 최수혁 최준식 하윤경

황성필 강영종 김동표 남기엽

권만재 유미현 강희준 신승훈*

화학올림피아드위원회

위원장 이덕형

부위원장 하윤경 김상욱*

자문위원 과학기술인육성과장* 교육과정정책심의관*

영재교육사업실장* 김건철 김학진

김희준 박정학 박준우 우규환

위원 성봉준 이보경 양성익 김정권

최기항 한진욱 류도현 문봉진

이덕환

정보화사업위원회

위원장 고훈영

상임위원 강은주 강  혁 송재규 민선준

김현경

위원 이영식 성재영* 김해조*

화학교육·홍보위원회

위원장 박현주

부위원장 백성혜

위원 강영진 김현경 김현정 민병욱

이현숙 최원호 한재영 허두영

허영덕 홍미영 박원철*

여성위원회

위원장 김용애

부위원장 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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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대 (2014)

고문 구자경 장영신

회장 최중길

부회장 박승민(총무) 문명희(기획) 김상규(학술)

정봉철(산학) 황인우(산학) 이학준(홍보)

이철범(국제) 박형련(조직)

이사 최중길 박승민 문명희 김상규

이철범 박형련 강한영 하현준

김홍석 이상기 허영덕 김상율

한성환 신승구 이창희 이용일

이종목 정진승 손용근 이범규

최흥진 이규양 김  양 전승준

선호성 이덕형 이석중

감사 김범태 임흥빈

실무이사 이석중(총무) 김성환(기획) 함시현(기획)

성재영(학술) 윤소원(학술) 이태걸(학술)

이재익(산학) 김영준(홍보) 김진웅(홍보)

윤성호(홍보) 김지환(국제) 홍승우(국제)

평의원 강경태 강대호 강명구 강성호

강신원 강영기 강재훈 강한영

강한철 강홍석 경영수 고문주

위원 원종옥 석차옥 노은주 김진수

조혜성 이문숙 문철순 이영호*

화학전공학위인증위원회

위원장 최문근

부위원장 이진규 김상욱*

위원 강성주 조은진 유효종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 김관수

부위원장 정낙철 김상욱*

위원 김병현 김병문

학회발전사업위원회

위원장 최중길

위원 강한영 이덕환 하현준 박승민

정규성 이영식 문명희 권장혁

이영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강한영*

위원 최중길 하현준* 이영식* 김병문*

김종혁* 권장혁* 유연규* 이원용*

신동수* 박승민 문명희 이영호*

탄소문화원

원장 이덕환

위원 하현준* 김병문* 박승민* 석원경

정규성 이창희 문봉진 이영아

화학기기 및 화학 제품 인증위원회

위원장 이병형

위원 이재익*

제48회 IUPAC General Assembly 및
제45회 IUPAC Congress 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김명수

부위원장 선호성

위원 하현준 이상원 박승민 김철희

조천규 유연규*

자문위원회 김시중 채영복 진정일 정봉영

이순보

행사위원회 위원장 하현준

부위원장 이상원

위원 임만호

학술위원회 위원장 박승민

위원 김철희 김상규 박남규

문명희 이철범 윤완수

박승범 박현주 손병혁

홍보위원회 위원장 유연규

재정위원회 위원장 조천규

강원지부장 정진승

경기지부장 손용근

경남지부장 이범종

광주·전남지부장 곽지훈

대구·경북지부장 이광필

대전·충남지부장 이충균

부산지부장 김주창

울산지부장 지기환

인천지부장 주성락

전북지부장 유수창

충북지부장 권수한

제주지회장 김덕수

고분자화학분과회장 이재석

공업화학분과회장 우희권

무기화학분과회장 이심성

물리화학분과회장 김홍래

분석화학분과회장 팽기정

생명화학분과회장 유재훈

유기화학분과회장 김만주

의약화학분과회장 고훈영

재료화학분과회장 이완인

전기화학분과회장 손용근

초중등교사분과회장 김홍석

화학교육분과회장 여상인

환경에너지분과회장 이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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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범 고재중 고한중 고훈영

곽영우 곽현태 구인선 권수한

권오천 권장혁 김  건 김  양

김강진 김관수 김광은 김기문

김기섭 김기협 김낙중 김대황

김동규 김동한 김동희 김두영

김명수 김명운 김범태 김병문

김봉곤 김봉수 김상곤 김상규

김상렬 김상율 김상하 김성각

김성수 김성진 김승빈 김승준

김시중 김영만 김영상 김왕기

김용래 김용록 김용준 김용해

김원섭 김원호 김유승 김유항

김윤수 김일광 김일두 김자홍

김장환 김재상 김정희 김종혁

김충섭 김택제 김하석 김학원

김형래 김호징 김홍래 김홍석
(경북대)

김홍석
(석관고)

남기동 노동석 노봉오

노영쇠 노태희 도명기 도영규

도임자 도춘호 류준하 문명희

문석식 문탁진 민경세 박국태

박규순 박균하 박노상 박병수

박병욱 박상언 박상우 박상윤

박성규 박수진 박승민 박승언

박승철 박외숙 박용광 박용태

박유철 박윤창 박인원 박정학

박종률 박종상 박종열 박종옥

박준우 박준택 박창식 박형련

박호군 배선건 배영일 배준웅

백건호 백경수 백명현 백우현

백운기 변종홍 변형직 부봉현

서홍석 석원경 선호성 성대동

성익경 소헌영 손연수 손용근

손정인 송기동 송지용 송충의

신국조 신동명 신동수 신석민

신승구 신영국 심상철 안교한

안병준 안운선 안정수 안중태

양갑석 양덕주 양세인 양일우

양정성 어용선 엄재국 엄태섭

여수동 여인형 오대섭 오세철

오영기 오창언 오헌승 유  룡

유광식 유국현 유병수 유연규

유영재 유재훈 유진녕 윤경병

윤구식 윤근성 윤민중 윤병집

윤석승 윤세왕 윤세중 윤웅찬

이  광 이  은 이  홍 이강봉

이관순 이국행 이규양 이기성

이기학 이남수 이남호 이대운

이덕형 이덕환 이동헌 이만길

이명의 이무상 이백규 이범규

이범종 이병민 이병춘 이본수

이봉용 이상국 이상기 이상학

이상화 이서봉 이석근 이순기

이순길 이순보 이억균 이연희

이영식 이완인 이왕근 이용일

이우진 이원용 이윤식 이윤영

이익모 이익춘 이재도 이정호

이종명 이종목 이종율 이주연

이창규 이창환 이채호 이철범

이태녕 이학준 이해황 이호설

이화국 이효원 이흥락 장세헌

장종환 전무진 전민제 전병식

전승준 전일철 전종갑 전철호

전학제 정구순 정규성 정근호

정명희 정봉영 정봉철 정순량

정영태 정용순 정인화 정종재

정진순 정진승 정학진 조광연

조병태 조성동 조양래 조원제

조응준 조의환 조인호 조정혁

조천규 조현우 지기환 지대윤

진정일 진종식 차근식 차기원

차성극 차진순 채영복 천정균

최규성 최남석 최동훈 최상준

최성락 최원기 최정도 최정훈

최중길 최진호 최해탁 최호섭

최흥진 팽기정 하현준 한성환

한인섭 한태희 함희석 허  황

허태성 홍종달 홍태기 황금소

황인우

학술지간행위원회

위원장 선호성

부위원장 하현준

위원 도영규 현명호 김홍래 고훈영

박승민 김상규* 성재영* 안교한*

편집장 김병문

대한화학회지 편집위원

부편집장 신동수

편집위원 정영미 신동수 정성화 홍종기

이분열 박지웅 정동운 남정희

임현석

자문위원 유복렬 박종석 반창일 이남호

김재녕 남상호 김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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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letin지 편집위원

부편집장 홍종인

편집위원 이용일 모선일 이익모 정옥상

유재훈 박지웅 고훈영 윤승수

박철민 조천규 최명룡 이진용

윤호섭

자문위원 문명희 이윤섭 나명수 이명훈

안교한 하현준 박승민 이완인

임흥빈 이충균 문석식 이희윤

신석민 정영근 김훈식 주상우

박종상 이덕형 변송호

화학세계지편집위원회

위원장 이학준*

부위원장 윤성호* 김영준* 김진웅*

상임위원 조재흥 홍성준 김낙균 유영민

윤창수 고두현 이윤호 신송석

이형일 이상욱

기금위원회

위원장 전승준

부위원장 박승민*

위원 고훈영 김건철 김양미 여인형

이덕환 이영식 정봉영 이석중*

화학술어위원회

위원장 이효원

위원 이승한 문봉진 이재열 곽경원

옥강민 박현주 박규순 이종목

김준수 유태수 윤소원*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박준원

부위원장 정두수 유연규

위원 김경곤 천철홍 오문현 김우연

김지환*

출판위원회

위원장 이기학

부위원장 장윤희

위원 권영욱 이상희 오한빈 한상윤

김학성 이석중*

학술위원회

위원장 최진호

위원 강은주 김성진 김태일 나명수

모선일 백승민 변송호 오제민

유효종 윤경병 이민재 이상기

이진규 정덕영 조민행 주상용

차상원 최수혁 최준식 하윤경

황성필 강영종 김동표 남기엽

권만재 유미현 강희준 성재영*

화학올림피아드위원회

위원장 이덕형

부위원장 하윤경 김성환*

자문위원 과학기술인육성과장* 교육과정정책심의관*

영재교육사업실장* 김건철 김학진

김희준 박정학 박준우 우규환

위원 성봉준 이보경 양성익 김정권

최기항 한진욱 류도현 문봉진

이덕환

정보화사업위원회

위원장 고훈영

상임위원 강은주 강  혁 송재규 민선준

김현경

위원 이영식 성재영 김성한*

화학교육·홍보위원회

위원장 박현주

부위원장 백성혜

위원 강영진 김현경 김현정 민병욱

이현숙 최원호 한재영 허두영

허영덕 홍미영 함시현*

여성위원회

위원장 김용애

부위원장 김진수

위원 원종옥 석차옥 노은주 조혜성

정인선 문철순 이석중*

화학전공학위인증위원회

위원장 신인재

부위원장 이홍인 문명희*

위원 이영호 송재규 성재영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 박승언

부위원장 여인형 문명희*

위원 손대원 임동렬

학회발전사업위원회

위원장 김홍석

위원 강한영 박승민 이상기 하현준

문명희 허영덕 이석중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중길*

위원 김홍석 박승민* 문명희* 김상규*

정봉철* 이학준* 이철범* 이상기

허영덕 이석중*

탄소문화원

원장 이덕환

위원 박승민* 김상규* 이상기* 석원경

정규성 이창희 문봉진 이영아

제48회 IUPAC General Assembly 및

제45회 IUPAC Congress 대회 조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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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구자경 장영신

회장 김홍석

부회장 이상기(총무) 허영덕(기획) 안교한(학술)

원종옥(홍보) 박한오(산학) 이덕형(국제)

정진갑(교육) 정옥상(조직)

이사 김홍석 이상기 허영덕 안교한

원종옥 이덕형 정옥상 최중길

박승민 이창희 강상욱 김봉수

정두수 박남규 손용근 이창섭

이승희 이상경 강  찬 선호성

이재열 김용애 금교창

감   사 김홍래 이범규

실무이사 금교창(총무) 장우동(기획) 윤성호(기획)

한민수(학술) 심은지(학술) 윤완수(학술)

황금숙(산학) 석차옥(홍보) 옥강민(홍보)

장락우(홍보) 조규봉(대외) 김필호(대외)

평의원 강경태 강대호 강명구 강상욱

강성호 강신원 강영기 강재훈

강  찬 강한영 강한철 경영수

고문주 고석범 고재중 고한중

고훈영 곽영우 곽현태 구인선

국성근 권수한 권오천 권장혁

김  건 김  양 김강진 김관수

김광은 김기문 김기섭 김기협

김낙중 김대황 김동규 김동한

김동희 김두영 김명수 김명운

김범태 김병문 김봉곤 김봉수

김상곤 김상규 김상렬 김상하

김성각 김성수 김성진 김승빈

김승준 김시중 김양미 김영만

김영상 김왕기 김용래 김용록

김용준 김용해 김원섭 김원호

김유승 김유항 김윤수 김일광

김일두 김자홍 김장환 김재상

김정희 김종혁 김충섭 김태선

김택제 김하석 김학원 김형래

김호징 김홍래 김홍석
(경북대)

김홍석
(석관고)

남기동 노동석 노봉오 노영쇠

노태희 도명기 도영규 도임자

도춘호 류준하 문명희 문석식

문탁진 민경세 박국태 박규순

박균하 박남규 박노상 박병수

박병욱 박상언 박상우 박상윤

박성규 박수진 박승민 박승언

박승철 박외숙 박용광 박용태

박유철 박윤창 박인원 박정학

박종률 박종상 박종열 박종옥

박준우 박준택 박창식 박한오

위원장 김명수

부위원장 선호성

위원 하현준 이상원 박승민 유연규

조천규 김철희

자문위원회 김시중 채영복 진정일 정봉영

이순보

행사위원회 위원장 하현준

부위원장 이상원

위원 임만호

학술위원회 위원장 박승민

위원 김철희 김상규 박남규

문명희 이철범 윤완수

박승범 박현주 손병혁

이철위 이규호 이석중

홍보위원회 위원장 유연규

재정위원회 위원장 조천규

강원지부장 정진승

경기지부장 손용근

경남지부장 이범종

광주·전남지부장 이범규

대구·경북지부장 최흥진

대전·충남·세종지부장 이규양

부산지부장 김  양

울산지부장 조양래

인천지부장 이익모

전북지부장 강홍석

충북지부장 권수한

고분자화학분과회장 김상율

공업화학분과회장 이익모

무기화학분과회장 한성환

물리화학분과회장 신승구

분석화학분과회장 이용일

생명화학분과회장 유재훈

유기화학분과회장 이창희

의약화학분과회장 고훈영

재료화학분과회장 이완인

전기화학분과회장 이종목

초중등교사분과회장 김홍석

화학교육분과회장 고한중

환경에너지분과회장 이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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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련 박호군 배선건 배영일

배준웅 백건호 백경수 백명현

백우현 백운기 변종홍 변형직

부봉현 서홍석 석원경 선호성

성대동 성익경 소헌영 손연수

손용근 손정인 송기동 송지용

송충의 신국조 신동명 신동수

신석민 신영국 심상철 안교한

안병준 안운선 안정수 안중태

양갑석 양덕주 양세인 양일우

양정성 어용선 엄재국 엄태섭

여수동 여인형 오대섭 오세철

오영기 오창언 오헌승 원종옥

유  룡 유광식 유국현 유병수

유연규 유영재 유진녕 유희수

윤경병 윤구식 윤근성 윤민중

윤병집 윤석승 윤세왕 윤세중

윤웅찬 이  광 이  은 이  홍

이강봉 이관순 이국행 이규양

이기성 이기학 이기현 이남수

이남호 이대운 이덕형 이덕환

이동헌 이만길 이명의 이무상

이백규 이병민 이병춘 이본수

이봉용 이상경 이상국 이상기

이상학 이상화 이서봉 이석근

이순기 이순길 이순보 이승희

이억균 이연희 이영식 이왕근

이원용 이윤식 이윤영 이익모

이익춘 이재도 이정호 이종명

이종목 이종율 이주연 이창규

이창섭 이창진 이창환 이채호

이철범 이태녕 이학준 이해황

이호설 이화국 이효원 이흥락

장세헌 장종환 전무진 전민제

전병식 전승준 전일철 전종갑

전철호 전학제 정구순 정규성

정근호 정두수 정명희 정봉영

정봉철 정순량 정영태 정옥상

정용순 정인화 정종재 정진갑

정진순 정학진 조광연 조병태

조성동 조양래 조원제 조응준

조인호 조정혁 조천규 조현우

지기환 지대윤 진정일 진종식

차근식 차기원 차성극 차진순

채영복 천정균 최규성 최남석

최동훈 최상준 최성락 최원기

최정도 최정훈 최중길 최진호

최해탁 최호섭 팽기정 표명호

하현준 한인섭 한태희 함희석

허  황 허영덕 허태성 홍종달

홍태기 황금소 황인우

학술지간행위원회

위원장 선호성

부위원장 하현준

위원 도영규 현명호 김홍래 고훈영

박승민 안교한* 한민수*

편집장 김병문

대한화학회지 편집위원

부편집장 신동수

편집위원 이분열 정동운 남정희 신동수

정영미 김종원 정성화 임현석

박지웅

자문위원 유복렬 박종석 반창일 이남호

김재녕 남상호 김영조 홍종기

Bulletin지 편집위원

부편집장 홍종인

편집위원 정두수 표명호 이익모 정옥상

유재훈 박지웅 고훈영 윤승수

박철민 조천규 최명룡 이영민

윤호섭

자문위원 문명희 이윤섭 나명수 이명훈

안교한 하현준 박승민 이완인

임흥빈 이충균 문석식 이희윤

신석민 정영근 김훈식 주상우

박종상 이덕형 변송호 모선일

이진용

화학세계지편집위원회

위원장 원종옥*

부위원장 석차옥* 옥강민* 장락우*

상임위원 김용애 김진수 노은주 조혜성

문철순 곽경원 이진석 유태수

강상욱 김정호 이상욱 윤명한

기금위원회

위원장 전승준

부위원장 이상기*

위원 고훈영 김건철 김양미 여인형

이덕환 이영식 정봉영 금교창*

화학술어위원회

위원장 이효원

위원 이승한 문봉진 이재열 곽경원

옥강민 박현주 박규순 이종목

김준수 유태수 심은지*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박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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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정두수 유연규

위원 김경곤 천철홍 오문현 김우연

조규봉*

출판위원회

위원장 이기학

부위원장 장윤희

위원 권영욱 이상희 오한빈 한상윤

김학성 금교창*

학술위원회

위원장 김병현

부위원장 정규성

위원 황길태 이종목 조은진 김동은

이인수 손정훈 이진용 홍종인

함시현 조규봉 유재훈 김양미

이  연 장석복 이필호 천진우

진성호 문명희 김상규 주태하

이영민 박문정 김학중 홍창섭

윤완수*

화학올림피아드위원회

위원장 하윤경

부위원장 류도현 장우동*

자문위원 과학기술인육성과장* 교육과정정책심의관*

영재교육사업실장* 김건철 김학진

김희준 박정학 박준우 우규환

이덕형

위원 임상규 성봉준 송재규 김태규

문봉진 최수혁 채정현 양성익

명노승 김정권 황성필 이홍인

윤성호 이진용 정  현

정보화사업위원회

위원장 이재열

상임위원 송재규 김현경 민선준 강  혁

홍종인

위원 박경수 윤성호* 장락우*

화학교육·홍보위원회

위원장 박종석

부위원장 남정희

위원 홍훈기 안병준 박종욱 안철진

강순형 강영진 임희준 김지영

임재항 옥강민*

여성위원회

위원장 김용애

부위원장 김진수

위원 원종옥 석차옥 노은주 조혜성

정인선 문철순 금교창*

화학전공학위인증위원회

위원장 신인재

부위원장 이홍인 허영덕*

위원 이영호 송재규 성재영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 박승언

부위원장 여인형 허영덕*

위원 손대원 임동렬

학회발전사업위원회

위원장 이창희

위원 최중길 이상기 박승민 허영덕

금교창

탄소문화원

원장 이덕환

위원 이상기* 안교한* 김학원* 석원경

정규성 이창희 문봉진 이영아

제48회 IUPAC General Assembly 및
제45회 IUPAC Congress 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김명수

부위원장 선호성

위원 하현준 이상원 박승민 유연규

조천규 김철희 이규호 정병익

이상기*

자문위원회 김시중 채영복 진정일 정봉영

이순보 한석수 김세연 이상갑

이부섭 김명자 정민근 유진녕

정영태

행사위원회 위원장 하현준

부위원장 이상원

위원 임만호 김준곤

학술위원회 위원장 박승민

위원 김철희 윤완수 박승범

박현주 문명희 이철범

김상규 박남규 손병혁

이석중 이규호 이철위

홍보위원회 위원장 유연규

위원 하상수 김동은

재정위원회 위원장 조천규

위원 유은정

강원지부장 김태선

경기지부장 손용근

경남지부장 이상경

광주·전남지부장 국성근

대구·경북지부장 이창섭

대전·충남·세종지부장 이승희

부산지부장 김  양

울산지부장 조양래

인천지부장 이익모

전북지부장 강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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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구자경 장영신

회장 이창희

부회장 김학원 김  철 김종승 김성수

정옥상 나명수 남계춘 김용애

이사 이창희 하현준 김병문 김연규

박재욱 박준원 이상좌 신석민

김홍석 고훈영 김용애 정옥상

김학원 김  철 김종승 김성수

유희수 이익모 옥강민

감사 고영관 정규성

실무이사 옥강민(총무) 이윤호(기획) 류도현(학술)

이희승(학술) 이혁(산학협력) 조동규(홍보)

곽경원(홍보) 정상전(홍보) 이동환(국제협력)

임미희(국제협력) 정영미(교육) 이진석(조직)

평의원 강경태 강대호 강명구 강성호

강신원 강영기 강재훈 강종민

강한영 강한철 경영수 고문주

고석범 고재중 고훈영 곽영우

곽현태 구인선 권수한 권오천

권장혁 김  건 김  양 김  철

김강진 김관수 김광은 김기문

김기섭 김기협 김낙중 김대황

김동규 김동한 김동희 김두영

김명수 김명운 김범태 김병문

김봉곤 김봉수 김상곤 김상규

김상렬 김상하 김성각 김성수
(인하대)

김성수
(화학연)

김성진 김승빈 김승준

김시중 김양미 김연규 김영만

김영상 김왕기 김용래 김용록

김용준 김용해 김원섭 김원호

김유승 김유항 김윤수 김일광

김일두 김자홍 김장환 김재상

김정희 김종승 김종혁 김진권

김충섭 김택제 김하석 김학원

김형래 김호징 김홍래 김홍석

나명수 남계춘 남기동 노동석

노봉오 노영쇠 노태희 도명기

도영규 도임자 도춘호 류준하

명승운 문명희 문석식 문탁진

민경세 박국태 박규순 박균하

박노상 박병수 박병욱 박상언

박상우 박상윤 박성규 박수진

박승민 박승언 박승철 박외숙

박용광 박용태 박유철 박윤창

박인원 박재욱 박정학 박종률

박종상 박종열 박종옥 박준우

박준택 박창식 박한오 박형련

박호군 배선건 배영일 배준웅

백건호 백경수 백명현 백우현

백운기 변송호 변종홍 변형직

부봉현 서홍석 석원경 선호성

성대동 성익경 소헌영 손연수

손용근 손정인 송기동 송지용

송충의 신국조 신동명 신동수

신석민 신영국 신운섭 심상철

안교한 안병준 안운선 안정수

안중태 양갑석 양덕주 양세인

양일우 양정성 어용선 엄재국

엄태섭 여수동 여인형 오대섭

오세철 오영기 오창언 오헌승

원종옥 유  룡 유광식 유국현

유병수 유연규 유영재 유진녕

유희수 육순홍 윤경병 윤구식

윤근성 윤민중 윤병집 윤석승

윤세왕 윤세중 윤웅찬 이  광

이  은 이  홍 이강봉 이관순

이국행 이규양 이기성 이기학

이기현 이남수 이남호 이대운

이덕형 이덕환 이동헌 이만길

이명의 이무상 이백규 이병민

이병춘 이본수 이봉용 이상경

이상국 이상기 이상좌 이상학

이상화 이서봉 이석근 이순기

이순길 이순보 이억균 이연희

충북지부장 유희수

고분자화학분과회장 이창진

공업화학분과회장 이익모

무기화학분과회장 강상욱

물리화학분과회장 김봉수

분석화학분과회장 정두수

생명화학분과회장 김양미

유기화학분과회장 안교한

의약화학분과회장 고훈영

재료화학분과회장 박남규

전기화학분과회장 표명호

화학교육분과회장 고한중

환경에너지분과회장 이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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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식 이영일 이왕근 이원용

이윤식 이윤영 이익모 이재도

이정호 이종명 이종목 이종율

이주연 이창규 이창환 이창희

이채호 이철범 이태녕 이학준

이해황 이호설 이화국 이효원

이흥락 장세헌 장종환 전무진

전민제 전병식 전승준 전일철

전종갑 전철호 정구순 정규성

정근호 정명희 정봉영 정봉철

정순량 정영태 정옥상 정용순

정인화 정종재 정진갑 정진순

정찬문 정학진 조광연 조병태

조성동 조양래 조원제 조응준

조정혁 조천규 조현우 조형진

지기환 지대윤 진정일 차근식

차기원 차성극 차진순 채규윤

채영복 천정균 최규성 최남석

최동훈 최상준 최성락 최원기

최정도 최정훈 최중길 최진호

최해탁 최호섭 팽기정 하현준

한태희 함희석 허  황 허영덕

허태성 홍종달 홍태기 황금소

황인우

학술지간행위원회

위원장 하현준

부위원장 박승민

위원 도영규 현명호 김홍래 고훈영

김종승* 이희승*

대한화학회지 편집위원

편집장 김병문

부편집장 신동수

편집위원 김영조 정동운 남정희 정영미

김종원 이홍인 임현석 강한창

신동수

Bulletin지 편집위원

편집장 김병문

부편집장 홍종인

편집위원 정두수 표명호 이익모 정옥상

유재훈 박지웅 고훈영 윤승수

박철민 조천규 최명룡 이영민

윤호섭

화학세계지편집위원회

위원장 강종민*

부위원장 정상전* 조동규* 곽경원*

상임위원 정용원 김민곤 이광렬 이  경

김학중 이재욱 김태현 이경구

이호재 고두현 조은진 최미화

기금위원회

위원장 이덕환

부위원장 김학원*

위원 신국조 이상기 금교창 이광필

유희수 팽기정 이범규 김범태

임흥빈 옥강민*

화학술어위원회

위원장 안광현

위원 곽경원 구상호 김준수 김환명

문봉진 옥강민 유태수 차상원

이효원 류도현*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박준원

부위원장 남좌민 이영호

위원 박소정 강영종 홍창섭 김준수

이윤호*

출판위원회

위원장 김건철

부위원장 금교창

위원 양성익 성봉준 신승훈 윤태종

송봉근 옥강민*

학술위원회

위원장 김병현

부위원장 정규성

위원 황길태 이종목 조은진 김동은

이인수 손정훈 이진용 홍종인

함시현 조규봉 유재훈 김양미

이  연 장석복 이필호 천진우

진성호 문명희 김상규 주태하

이영민 박문정 김학중 홍창섭

이희승*

화학올림피아드위원회

위원장 하윤경

부위원장 임상규 이윤호*

자문위원 김건철 김학진 김희준 박정학

박준우 우규환 이덕형

위원 성봉준 송재규 김태규 채정현

양성익 명노승 김정권 황성필

이홍인 윤성호 이진용 정  현

최수혁 손성욱

정보화사업위원회

위원장 이재열

상임위원 송재규 김현경 민선준 강  혁

홍종인

위원 박경수 곽경원* 류도현*

화학교육·홍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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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구자경 장영신

회장 이창희

부회장 김학원 김  철 김종승 김성수

정옥상 나명수 남계춘 김용애

이사 이창희 하현준 김병문 김연규

박재욱 박준원 이상좌 신석민

김홍석 고훈영 김용애 정옥상

김학원 김  철 김종승 김성수

유희수 이익모 옥강민

감사 고영관 정규성

실무이사 옥강민(총무) 이윤호(기획) 류도현(학술)

이희승(학술) 이혁(산학협력) 이민형(홍보)

곽경원(홍보) 정상전(홍보) 이동환(국제협력)

임미희(국제협력) 강석진(교육) 이진석(조직)

평의원 강경태 강대호 강명구 강성호

강신원 강영기 강재훈 강종민

강한영 강한철 경영수 고문주

고석범 고재중 고훈영 공영대

곽영우 곽현태 구인선 권수한

권오천 권장혁 김  건 김  양

김  철 김강진 김관수 김광은

김기문 김기섭 김기협 김낙중

김대황 김동규 김동한 김동희

김두영 김명수 김명운 김범태

김병문 김봉곤 김봉수 김상곤

김상규 김상렬 김상하 김성각

김성수
(인하대)

김성수
(화학연)

김성진 김성현

김승빈 김승준 김시중 김연규

김영만 김영상 김왕기 김용래

김용록 김용애 김용준 김용해

김원섭 김원호 김유승 김유항

김윤수 김은경 김일광 김일두

김자홍 김장환 김재상 김정희

김종승 김종혁 김충섭 김택제

김하석 김학원 김형래 김호징

김홍래 김홍석 나명수 남계춘

남기동 남상호 노동석 노봉오

위원장 박종석

부위원장 남정희

위원 홍훈기 안병준 박종욱 안철진

강순형 강영진 임희준 김지영

임재항 정영미*

여성위원회

위원장 김용애

부위원장 김진수

위원 원종옥 석차옥 노은주 조혜성

정인선 문철순 옥강민*

화학전공학위인증위원회

위원장 이홍인

부위원장 이영호 김  철*

위원 김자헌 명노승 장락우 조은진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 남원우

부위원장 이동헌 김  철*

위원 이원구 이인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창희*

위원 나명수* 김진권 정찬문 명승운

노태희 김홍석 김학원* 김  철*

김종승* 김성수* 강종민* 이상좌

정규성 옥강민*

탄소문화원

원장 이덕환

위원 김학원* 김종승* 석원경 정규성

이창희 문봉진 이영아

강원지부장 정찬문

경기지부장 김연규

경남지부장 이상경

광주·전남지부장 이상좌

대구·경북지부장 박재욱

대전·충남·세종지부장 김진권

부산지부장 정옥상

울산지부장 이영일

인천지부장 조형진

전북지부장 채규윤

충북지부장 유희수

제주지회장 강창희

고분자화학분과회장 육순홍

공업화학분과회장 이익모

무기화학분과회장 정옥상

물리화학분과회장 김용록

분석화학분과회장 명승운

생명화학분과회장 김양미

유기화학분과회장 김병문

의약화학분과회장 고훈영

재료화학분과회장 변송호

전기화학분과회장 신운섭

화학교육분과회장 노태희

환경에너지분과회장 이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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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쇠 노태희 도명기 도영규

도임자 도춘호 류준하 문명희

문석식 문탁진 민경세 박국태

박규순 박균하 박노상 박병수

박병욱 박상언 박상우 박상윤

박성규 박수진 박승민 박승언

박승철 박외숙 박용광 박용태

박유철 박윤창 박정학 박종률

박종상 박종열 박종옥 박준우

박준택 박창식 박한오 박형련

박호군 배선건 배영일 배준웅

백건호 백경수 백명현 백우현

백운기 변종홍 변형직 부봉현

서홍석 석원경 선호성 성대동

성익경 소헌영 손연수 손용근

손정인 송기동 송지용 송충의

신국조 신동명 신동수 신석민

신영국 신인재 신재섭 심상철

안교한 안병준 안운선 안정수

안중태 양갑석 양덕주 양세인

양일우 양정성 어용선 엄재국

엄태섭 여수동 여인형 오대섭

오세철 오영기 오창언 오헌승

원종옥 유  룡 유광식 유국현

유병수 유연규 유영재 유진녕

윤경병 윤구식 윤근성 윤민중

윤병집 윤석승 윤세왕 윤세중

윤웅찬 윤호섭 이  광 이  은

이  홍 이강봉 이관순 이국행

이규양 이기성 이기학 이남수

이남호 이대운 이덕형 이덕환

이동헌 이만길 이명의 이무상

이민주 이백규 이병민 이병춘

이본수 이봉용 이상국 이상기

이상학 이상화 이상희 이서봉

이석근 이순기 이순길 이순보

이억균 이연희 이영식 이영일

이영재 이왕근 이원용 이윤식

이익모 이재도 이정호 이종명

이종목 이종율 이주연 이창규

이창환 이창희 이채호 이철범

이태녕 이학준 이해황 이호설

이화국 이효원 이흥락 장세헌

장종환 전무진 전민제 전병식

전승원 전승준 전일철 전종갑

전철호 정구순 정규성 정근호

정명희 정봉영 정봉철 정순량

정영식 정영태 정옥상 정용순

정인화 정종재 정진갑 정진순

정찬문 정학진 조광연 조병태

조성동 조양래 조원제 조응준

조정혁 조천규 조현우 조형진

주태하 지기환 지대윤 진정일

차근식 차기원 차성극 차진순

채영복 천정균 최규성 최남석

최동훈 최상준 최성락 최원기

최정도 최정훈 최종하 최중길

최진호 최해탁 최호섭 팽기정

하현준 한태희 함희석 허  황

허영덕 허태성 홍종달 홍태기

황금소 황인우

학술지간행위원회

위원장 하현준

부위원장 박승민

위원 도영규 현명호 김홍래 고훈영

김종승* 이희승*

대한화학회지 편집위원

편집장 석차옥

부편집장 신동수

편집위원 김영조 김  돈 남정희 신동수

정영미 김성환 이홍인 임현석

강한찬

Bulletin지 편집위원

편집장 김병문

부편집장 홍종인

편집위원 정두수 김성현 이익모 정옥상

유재훈 박지웅 고훈영 윤승수

박철민 조천규 최명룡 이영민

윤호섭

화학세계지편집위원회

위원장 정옥상*

부위원장 곽경원* 이민형* 정상전*

위원 고두현 천철홍 심상희 윤효재

정낙천 한철종 하지원 이윤호

이수석 김정곤 강용묵 우주랑

기금위원회

위원장 이덕환

부위원장 김학원*

위원 신국조 이상기 금교창 이광필

유희수 팽기정 이범규 김범태

임흥빈 옥강민*

화학술어위원회

위원장 안광현

위원 곽경원 구상호 김준수 김환명

문봉진 옥강민 유태수 차상원

이효원 류도현*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박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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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구자경 장영신

회장 하현준

부회장 이상원(총무) 정덕영(기획) 이영호(학술)

하윤경(홍보) 한옥희(산학) 양은경(대외)

이태오(대외)

이사 하현준 권혁순 유재훈 이영일

이철범 임만호 채규윤 허정녕

이창희 김병문 이영식 박재욱

부위원장 남좌민 이영호

위원 박소정 강영종 홍창섭 김준수

이윤호*

출판위원회

위원장 김건철

부위원장 금교창

위원 양성익 성봉준 신승훈 윤태종

송봉근 옥강민*

학술위원회

위원장 이덕형

부위원장 이원용

위원 금교창 김승주 김양미 김영조

김영환 김은경 김정권 김필호

문봉진 배애님 성재영 신승훈

양해식 오한빈 옥강민 우한영

이분열 이석중 장락우 정  현

정영미 조규봉 채원식 홍순혁

이희승*

화학올림피아드위원회

위원장 임상규

부위원장 류도현 이윤호*

위원 김건철 김학진 김희준 박정학

박준우 우규환 이덕형 하윤경

최수혁 성봉준 송재규 김태규

채정현 양성익 명노승 김정권

황성필 이홍인 윤성호 이진용

정  현 손성욱 민선준 강  혁

한진욱

정보화사업위원회

위원장 양성익

상임위원 송재규 성봉준 강  혁 김형민

홍종인 신익수

위원 민선준 곽경원* 류도현*

화학교육·홍보위원회

위원장 박종석

부위원장 남정희

위원 홍훈기 안병준 박종욱 안철진

강순형 강영진 임희준 김지영

임재항 강석진*

여성위원회

위원장 김진수

부위원장 석차옥

위원 노은주 조혜성 문철순 권영은

이혜진 서정주 김주혜 김선미

옥강민*

화학전공학위인증위원회

위원장 이홍인

부위원장 이영호 김  철*

위원 김자헌 명노승 장락우 조은진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 남원우

부위원장 이동헌 김  철*

위원 이원구 이인수

연구실안전위원회

위원장 이익모

위원 김용애 류병환 배선영 이병노

이진석*

탄소문화원

원장 이덕환

위원 김학원* 김종승* 이상원* 석원경

정규성 이창희 문봉진 이영아

강원지부장 정찬문

경기지부장 김연규

경남지부장 이민주

광주·전남지부장 전승원

대구·경북지부장 최종하

대전·충남·세종지부장 정영식

부산지부장 정옥상

울산지부장 이영일

인천지부장 조형진

전북지부장 이상희

충북지부장 신재섭

고분자화학분과회장 김은경

공업화학분과회장 이익모

무기화학분과회장 나명수

물리화학분과회장 주태하

분석화학분과회장 남상호

생명화학분과회장 신인재

유기화학분과회장 이상기

의약화학분과회장 공영대

재료화학분과회장 윤호섭

전기화학분과회장 김성현

화학교육분과회장 노태희

환경에너지분과회장 이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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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석민 이상좌 이상원 이영호

정덕영 차상원 하윤경

감사 유연규 지기환

실무이사 김준곤(총무) 김봉수(총무) 차상원(총무)

오문현(기획) 김현우(학술) 윤효재(학술)

김진영(산학) 민선준(대외) 송재규(홍보)

성봉준(홍보)

평의원 강경태 강대호 강명구 강성호

강신원 강영기 강재훈 강종민

강한영 강한철 경영수 고문주

고석범 고재중 고훈영 공영대

곽영우 곽현태 구인선 권수한

권순기 권영욱 권오천 권장혁

김강진 김  건 김경규 김관수

김광은 김기문 김기섭 김기협

김낙중 김대황 김동규 김동한

김동희 김두영 김명수 김명운

김범태 김병문 김봉곤 김봉수

김상곤 김상규 김상렬 김상하

김성각 김성수
(인하대)

김성수
(화학연)

김성진

김승빈 김승준 김  양 김영만

김영상 김왕기 김용래 김용록

김용애 김용준 김용해 김원섭

김원호 김유승 김유항 김윤수

김일광 김일두 김자홍 김장환

김재상 김정희 김종승 김종혁

김  철 김충섭 김택제 김하석

김학원 김형래 김호징 김홍래

김홍석 나명수 나춘섭 남계춘

남기동 남원우 남정희 노동석

노봉오 노영쇠 노태희 도명기

도영규 도임자 도춘호 류재정

류준하 문명희 문석식 문탁진

민경세 박국태 박규순 박균하

박노상 박병수 박병욱 박상언

박상윤 박성규 박수진 박승민

박승언 박승철 박외숙 박용광

박용태 박유철 박윤창 박정학

박종률 박종상 박종열 박종옥

박준우 박준택 박창식 박한오

박형련 박호군 배선건 배영일

배준웅 백건호 백경수 백명현

백우현 백운기 변종홍 부봉현

서홍석 석원경 선호성 성대동

성익경 소헌영 손연수 손용근

손정인 송기동 송지용 송충의

신국조 신동명 신동수 신석민

신영국 신재섭 심상철 안교한

안병준 안운선 안정수 안중태

양갑석 양덕주 양세인 양은경

양일우 양정성 어용선 엄재국

엄태섭 여수동 여인형 오대섭

오세철 오영기 오창언 오헌승

원종옥 유  룡 유광식 유국현

유병수 유연규 유영재 유정아

유진녕 윤경병 윤구식 윤근성

윤민중 윤병집 윤석승 윤세왕

윤세중 윤웅찬 이강봉 이관순

이  광 이규양 이기성 이기학

이남수 이남호 이대운 이덕형

이덕환 이동일 이동헌 이만길

이명의 이무상 이민주 이백규

이병민 이병춘 이본수 이봉용

이상국 이상기 이상원 이상학

이상화 이서봉 이석근 이순기

이순길 이순보 이억균 이연희

이영식 이영재 이영호 이왕근

이원용 이윤식 이  은 이익모

이재도 이정호 이종명 이종목

이종율 이주연 이창규 이창환

이창희 이채호 이철범 이태녕

이태오 이학준 이해황 이호설

이  홍 이화국 이효원 이흥락

장세헌 장종환 전무진 전민제

전병식 전승준 전일철 전종갑

전철호 정구순 정규관 정규성

정근호 정대일 정덕영 정명희

정병서 정봉영 정봉철 정순량

정영태 정옥상 정용순 정인화

정종재 정진갑 정진순 정학진

조광연 조병태 조성동 조양래

조원제 조응준 조정혁 조천규

조현우 지기환 지대윤 진정일

차근식 차기원 차성극 차진순

채영복 천정균 최규성 최남석

최동훈 최상준 최성락 최원기

최인성 최정도 최정훈 최중길

최진호 최해탁 최호섭 팽기정

하윤경 하현준 한옥희 한태희

함희석 허  황 허영덕 허태성

홍종달 홍태기 황금소 황인우

학술지간행위원회

위원장 신석민



602 (사)대한화학회 75주년 자료집

부위원장 유연규

위원 임만호 이광렬 정영미 문봉진

차상원 김병문 석차옥 이영호*

김현우*

대한화학회지 편집위원

편집장 석차옥

부편집장 신동수

편집위원 김정곤 김  돈 구상호 박종석

신동수 정영미 김성환 이홍인

임현석 강한창

Bulletin지 편집위원

편집장 김병문

부편집장 홍종인

편집위원 정두수 김성현 이익모 김영조

유재훈 박지웅 고훈영 윤승수

박철민 조천규 최명룡 이영민

윤호섭

화학세계지편집위원회

위원장 하윤경*

부위원장 성봉준* 송재규*

상임위원 김정권 권오훈 신재호 류순민

황성필 주상용 김영미 오진호

기금위원회

위원장 이덕환

부위원장 이상원*

위원 신국조 이상기 금교창 이광필

유희수 팽기정 이범규 김범태

임흥빈 차상원*

화학술어위원회

위원장 석원경

위원 문봉진 김정곤 정  현 김상헌

장락우 정병서 이재준 이효원

김현우*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이철범

부위원장 함시현 이동환

위원 임미희 이은성 김소연 민선준*

출판위원회

위원장 김건철

부위원장 금교창

위원 양성익 성봉준 신흥훈 윤태종

이기연 김봉수*

학술위원회

위원장 이덕형

부위원장 이원용

위원 금교창 김승주 김양미 김영조

김영환 김은경 김정권 김필호

문봉진 배애님 성재영 신승훈

양해식 오한빈 옥강민 우한영

이분열 이석중 장락우 정  현

정영미 조규봉 채원식 홍순혁

김현우*

화학올림피아드위원회

위원장 임상규

부위원장 류도현

자문위원 김건철 김학진 이덕형 하윤경

위원 강  혁 김정권 김태규 명노승

민선준 성봉준 송재규* 양성익

윤성호 이홍인 정  현 채정현

최수혁 한진욱 황성필

정보화사업위원회

위원장 양성익

상임위원 송재규* 성봉준 강  혁 김형민

홍종인 신익수 민선준

위원 김현우*

화학교육·홍보위원회

위원장 박종석

부위원장 남정희

위원 홍훈기 안병준 박종욱 안철진

강순형 강영진 임희준 김지영

임재항 오문현*

여성위원회

위원장 김진수

부위원장 석차옥

위원 노은주 조혜성 문철순 권영은

이혜진 서정주 김주혜 김선미

차상원*

화학전공학위인증위원회

위원장 이홍인

부위원장 이영호 정덕영*

위원 김자헌 명노승 장락우 조은진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 박재욱

부위원장 이덕형 정덕영*

위원 이인수 이준희

연구실안전위원회

위원장 이익모

위원 김용애 류병환 배선영 이병노

성봉준* 오문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하현준*

위원 이창희 이상원* 정덕영* 이영호*

한옥희* 하윤경* 양은경* 이영식

이민주 신재섭 조천규 권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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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규 차상원*

탄소문화원

원장 이덕환

위원 이상원* 이영호* 이동환* 석원경

정규성 이창희 문봉진 이영아

강원지부장 김홍래

경기지부장 이영식

경남지부장 이민주

광주·전남지부장 유정아

대구·경북지부장 나춘섭

대전·충남·세종지부장 최인성

부산지부장 정대일

울산지부장 나명수

인천지부장 정병서

전북지부장 정규관

충북지부장 신재섭

고분자화학분과회장 권순기

공업화학분과회장 이익모

무기화학분과회장 남원우

물리화학분과회장 박승민

분석화학분과회장 류재정

생명화학분과회장 김경규

유기화학분과회장 조천규

의약화학분과회장 공영대

재료화학분과회장 권영욱

전기화학분과회장 이동일

화학교육분과회장 남정희

환경에너지분과회장 이영재

고문 구자경 장영신

회장 하현준

부회장 이상원(총무) 정덕영(기획) 이영호(학술)

하윤경(홍보) 한옥희(산학) 양은경(대외)

이태오(대외)

이사 하현준 권혁순 유재훈 이영일

이철범 임만호 채규윤 허정녕

이창희 김병문 이영식 박재욱

신석민 이상좌 이상원 이영호

정덕영 정옥상 차상원 하윤경

감사 유연규 지기환

실무이사 김준곤(총무) 김봉수(총무) 차상원(총무)

오문현(기획) 김현우(학술) 윤효재(학술)

김진영(산학) 민선준(대외) 송재규(홍보)

성봉준(홍보)

평의원 강경태 강대호 강명구 강성호

강신원 강영기 강재훈 강종민

강한영 강한철 경영수 고문주

고석범 고재중 고훈영 곽영우

곽현태 구인선 권수한 권오천

권장혁 김  건 김  양 김  철

김강진 김관수 김광은 김기문

김기섭 김기협 김낙중 김대황

김동규 김동한 김동희 김두영

김명수 김명운 김범태 김병문

김봉곤 김봉수 김상곤 김상규

김상렬 김상하 김성각 김성수
(인하대)

김성수
(화학연)

김성진 김승빈 김승준

김영만 김영상 김왕기 김용래

김용록 김용애 김용주 김용준

김용태 김용해 김원섭 김원호

김유승 김유항 김윤수 김일광

김일두 김자홍 김장환 김재상

김정희 김종승 김종혁 김진흥

김창민 김충섭 김택제 김하석

김학원 김형래 김호징 김홍래

김홍석 나명수 남계춘 남기동

남정희 노동석 노동윤 노봉오

노영쇠 노태희 도명기 도영규

도임자 도춘호 류준하 문명희

문석식 문탁진 민경세 박국태

박규순 박균하 박노상 박병수

박병욱 박상언 박상윤 박성규

박수진 박승민 박승언 박승철

박외숙 박용광 박용태 박유철

박윤창 박정학 박종률 박종상

박종열 박종옥 박준우 박준택

박창식 박한오 박형련 박호군

배선건 배애님 배영일 배준웅

백건호 백경수 백명현 백우현

백운기 변종홍 부봉현 서홍석

석원경 선호성 성대동 성익경

소헌영 손연수 손용근 손정인

송기동 송지용 송충의 신국조

신동명 신동수 신석민 신영국

심상철 안교한 안병준 안운선

안정수 안중태 양갑석 양덕주

양세인 양은경 양일우 양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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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용선 엄재국 엄태섭 여수동

여인형 오대섭 오세철 오영기

오종훈 오창언 오헌승 원종옥

유  룡 유광식 유국현 유병수

유연규 유영재 유진녕 윤경병

윤구식 윤근성 윤민중 윤병집

윤석승 윤세왕 윤세중 윤웅찬

이  광 이  은 이  홍 이강봉

이관순 이국행 이규양 이기성

이기학 이남수 이남호 이대운

이덕형 이덕환 이동헌 이만길

이명의 이무상 이백규 이병민

이병춘 이본수 이봉용 이상국

이상기 이상원 이상학 이상화

이서봉 이석근 이순기 이순길

이순보 이억균 이연희 이영식

이영호 이왕근 이원용 이윤식

이익모 이재도 이재준 이정호

이종명 이종목 이종율 이주연

이창규 이창환 이창희 이채호

이철범 이태오 이학준 이해황

이호설 이화국 이효원 이흥락

임만호 장세헌 장종환 전무진

전민제 전병식 전승준 전일철

전종갑 전철호 정광우 정구순

정규성 정근호 정대일 정덕영

정명희 정병서 정봉영 정봉철

정상전 정순량 정영태 정옥상

정용석 정용순 정인화 정종재

정종화 정진갑 정진순 정학진

조광연 조병태 조성동 조양래

조원제 조응준 조정혁 조천규

조현우 지기환 지대윤 진정일

차근식 차기원 차성극 차진순

채영복 천정균 최규성 최남석

최동훈 최상준 최성락 최원기

최정도 최정훈 최중길 최진호

최해탁 최호섭 팽기정 하윤경

하현준 한승희 한옥희 한태희

함희석 허  황 허영덕 허태성

홍종달 홍태기 황금소 황인우

학술지간행위원회

위원장 신석민

부위원장 유연규

위원 임만호 이광렬 정영미 문봉진

차상원 김병문 석차옥 이영호*

김현우*

대한화학회지 편집위원

편집장 석차옥

부편집장 구상호

편집위원 김정곤 김  돈 구상호 박종석

김영독 김성환 이홍인 임현석

강한창

Bulletin지 편집위원

편집장 김병문

부편집장 홍종인

편집위원 정두수 김성현 이익모 김영조

유재훈 이은지 고훈영 여운석

박철민 조천규 최명룡 양민오

윤호섭

화학세계지편집위원회

위원장 하윤경*

부위원장 성봉준* 송재규*

상임위원 류순민 황성필 김영미 박기영

박철용 김성기 정대홍 김우연

김희숙 김석희

기금위원회

위원장 이덕환

부위원장 이상원*

위원 신국조 이상기 금교창 이광필

유희수 팽기정 이범규 김범태

임흥빈 차상원*

화학술어위원회

위원장 석원경

위원 문봉진 김정곤 정  현 김상헌

장락우 정병서 이재준 이효원

김현우*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이철범

부위원장 함시현 이동환

위원 임미희 이은성 김소연 민선준*

출판위원회

위원장 김건철

부위원장 금교창

위원 양성익 성봉준 신승훈 윤태종

이기연 김봉수*

학술위원회

위원장 이원용

부위원장 문봉진

위원 김정권 금교창 강은주 김필호

김종승 정대홍 류재정 정덕영

하윤경 박승범 성재영 신승훈

백무현 양해식 이석중 오한빈

이영호 조은진 천진우 황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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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장영신

회장 정옥상

부회장 금교창(총무) 옥강민(기획) 이동환(학술)

황금숙(홍보) 김필호(산학) 강석진(교육)

이사 정옥상 강석진 권혁순 금교창

김  민 김찬경 손대원 신석민

옥강민 유재훈 이동환 이영일

이철범 이효선 임만호 정종화

채규윤 하현준 허정녕 황금숙 

감사 이덕형 정택모

실무이사 김  민(총무) 정낙천(기획) 임미희(학술)

이은성(학술) 곽경원(학술) 강은주(홍보)

윤민영(홍보) 이준승(홍보) 김정곤(산학)

주상훈(교육)

평의원 강경태 강대호 강명구 강성호

강신원 강영기 강재훈 강종민

강태종 강한영 강한철 경영수

정영미 채원식 정택동 함시현

김현우*

화학올림피아드위원회

위원장 류도현

부위원장 황성필

자문위원 김건철 김학진 이덕형 하윤경

임상규

위원 최수혁 성봉준 김태규 양성익

권성준 김정권 이홍인 윤성호

정  현 민선준 강  혁 한진욱

유은정 김양래 김학준 김두리

박명환 백승민 문봉진 송재규

정보화사업위원회

위원장 양성익

상임위원 송재규* 성봉준 강  혁 김형민

박진균 김양래 민선준

위원 김현우*

화학교육·홍보위원회

위원장 강석진

부위원장 강훈식

위원 최애란 한재영 차정호 최원호

윤희숙 김현정 오진호 이승희

한미영 오문현*

여성위원회

위원장 이효선

부위원장 고상원

위원 차상원* 김윤희 박소정 석정돈

손경선 윤소원 이하진 이현주

조혜륜 김동래

화학전공학위인증위원회

위원장 이홍인

부위원장 이영호 정덕영*

위원 김자헌 명노승 장락우 조은진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 박재욱

부위원장 이덕형 정덕영*

위원 이인수 이준희

연구실안전위원회

위원장 이익모

위원 김용애 배선영 류병환 진항교

이병노 성봉준* 오문현*

학회발전사업위원회

위원장 정옥상

위원 금교창 옥강민 이동환 김  민

탄소문화원

원장 이덕환

위원 이상원* 이영호* 이동환* 석원경

정규성 이창희 문봉진 이영아

강원지부장 김용주

경기지부장 이영식

경남지부장 정종화

광주·전남지부장 오종훈

대구·경북지부장 김창민

대전·충남·세종지부장 장종산

부산지부장 정대일

울산지부장 나명수

인천지부장 정병서

전북지부장 정광우

충북지부장 정용석

고분자화학분과회장 최동훈

공업화학분과회장 이익모

무기화학분과회장 김진흥

물리화학분과회장 임만호

분석화학분과회장 문명희

생명화학분과회장 정상전

유기화학분과회장 이덕형

의약화학분과회장 배애님

재료화학분과회장 노동윤

전기화학분과회장 이재준

화학교육분과회장 남정희

환경에너지분과회장 한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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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주 고석범 고재중 고훈영

곽영우 곽현태 구상호 구인선

권수한 권오천 권장혁 김  건

김  양 김  철 김강진 김관수

김광은 김기문 김기섭 김기협

김낙중 김대황 김동규 김동한

김동희 김두영 김명수 김명운

김범태 김병문 김봉곤 김봉수

김상곤 김상규 김상렬 김상철

김상하 김성각 김성수
(인하대)

김성수
(화학연)

김성진 김승빈 김승주 김승준

김영만 김영상 김왕기 김용래

김용록 김용애 김용준 김용태

김용해 김원섭 김원호 김유승

김유항 김윤수 김일광 김일두

김자홍 김장환 김재상 김정희

김종승 김종혁 김찬경 김충섭

김택제 김하석 김학원 김형래

김호징 김홍래 김홍석 나명수

남계춘 노동석 노봉오 노영쇠

노태희 도명기 도영규 도임자

도춘호 류광선 류준하 문명희

문석식 문탁진 민경세 박국태

박규순 박균하 박노상 박병수

박병욱 박상언 박상윤 박성규

박수진 박승민 박승언 박승철

박외숙 박용광 박용태 박유철

박윤창 박정학 박종률 박종상

박종열 박종옥 박준우 박준택

박창식 박한오 박형련 박호군

배선건 배영일 배준웅 백건호

백경수 백명현 백성혜 백우현

백운기 변종홍 부봉현 서홍석

석원경 선호성 성대동 성익경

소헌영 손대원 손용근 손정인

송기동 송지용 송충의 신국조

신동명 신동수 신석민 신영국

심상철 안교한 안병준 안운선

안정수 안중태 양갑석 양덕주

양세인 양은경 양일우 양정성

어용선 엄재국 엄태섭 여수동

여인형 오대섭 오세철 오영기

오창언 오헌승 원종옥 유  룡

유광식 유국현 유병수 유연규

유영재 유진녕 윤경병 윤구식

윤근성 윤민중 윤병집 윤석승

윤세왕 윤세중 윤웅찬 이  광

이  은 이  홍 이강봉 이관순

이국행 이규양 이기성 이기학

이남수 이남호 이대운 이덕형

이덕환 이동헌 이만길 이명의

이무상 이백규 이병민 이병춘

이본수 이봉용 이상국 이상기

이상원 이상학 이상화 이서봉

이석근 이석우 이순기 이순길

이순보 이억균 이연희 이영식

이영호 이왕근 이원용 이윤식

이익모 이재도 이재영 이정호

이종명 이종목 이종백 이종율

이주연 이창규 이창환 이창희

이채호 이철범 이태오 이필호

이학준 이해황 이호설 이화국

이효원 이흥락 장병용 장세헌

장종환 전무진 전병식 전승준

전일철 전종갑 전철호 정구순

정규성 정근호 정덕영 정명희

정봉영 정봉철 정순량 정영태

정옥상 정용석 정용순 정인화

정종재 정종화 정진갑 정진순

정택동 정학진 조광연 조병태

조성동 조양래 조원제 조응준

조정혁 조천규 조현우 주재범

지기환 지대윤 진정일 차근식

차기원 차성극 차진순 채영복

천정균 최규성 최남석 최동훈

최상준 최성락 최원기 최정도

최정훈 최중길 최진호 최해탁

최호섭 팽기정 하윤경 하현준

한옥희 한재량 한태희 함희석

허  황 허영덕 홍종달 홍태기

황금소 황인우

학술지간행위원회

위원장 신석민

부위원장 유연규

위원 임만호 이광렬 정영미 문봉진

차상원 남원우 석차옥 이동환*

곽경원*

대한화학회지 편집위원

편집장 석차옥

부편집장 구상호

상임위원 김정곤 김  돈 박종석 구상호

김영독 김성환 홍창섭 정용원

강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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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letin지 편집위원

편집장 남원우

부편집장 김영조

주필 박명환

상임위원 이영일 이민재 민선준 이선우

심은지 정낙천 이윤호 양해식

김태규

화학세계지편집위원회

위원장 황금숙*

부위원장 강은주* 윤민영 이준승*

상임위원 김진호 김현우 조재흥 안현서

김민식 이강문 정원진 조  성

한미영 임현섭 최기환 강성민

남기민

기금위원회

위원장 이상기

부위원장 금교창*

위원 이상원 조천규 석차옥 조창우

허영덕 팽기정 옥강민 김범태

김  민*

화학술어위원회

위원장 문봉진

부위원장 이동환

위원 이효원 정병서 김정권 성봉준

이준희 정병혁 정  현 곽경원*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이철범

부위원장 함시현

위원 이은성 김소연 민선준 임지우

임미희*

출판위원회

위원장 이선우

부위원장 정현민

위원 황길태 김성곤 조  성 심상덕

김  민*

학술위원회

위원장 이원용

부위원장 문봉진

위원 김정권 금교창 강은주 김필호

김종승 정대홍 류재정 정덕영

하윤경 박승범 성재영 신승훈

백무현 양해식 이석중 오한빈

이영호 조은진 천진우 황성주

정영미 채원식 정택동 함시현

이은성*

화학올림피아드위원회

위원장 류도현

부위원장 황성필 정낙천*

자문위원 김건철 김학진 이덕형 하윤경

임상규

위원 강  혁 권성중 김두리 김양래

김정권 김태규 김학준 문봉진

민선준 박명환 백승민 성봉준

송재규 양성익 유은정 윤성호

이홍인 정  현 최수혁 한진욱

정보화사업위원회

위원장 양성익

상임위원 송재규 성봉준 강  혁 김형민

박진균 김양래 민선준

위원 강은주* 이은성*

화학교육·홍보위원회

위원장 강석진

부위원장 강훈식

위원 최애란 한재영 차정호 최원호

윤희숙 김현정 오진호 이승희

한미영 주상훈*

여성위원회

위원장 김윤희

부위원장 고상원

위원 김  민* 박소정 석정돈 손경선

윤소원 이하진 이현주 조혜륜

김동래

화학전공학위인증위원회

위원장 장우동

부위원장 윤성호 옥강민*

위원 김정권 김태규 성봉준 유은정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 김학원

부위원장 구상호 옥강민*

위원 김현성 최명룡

연구실안전위원회

위원장 이익모

부위원장 김필호

위원 김용애 김종운 류병환 배선영

서지영 윤민영* 정낙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정옥상*

위원 강석진* 구상호 금교창* 김  민*

김상철 김필호* 손대원 신석민

옥강민* 이덕형 이석우 이동환*

하현준 황금숙*

탄소문화원

원장 이덕환

위원 금교창* 이동환* 석원경 정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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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문봉진 이영아

대한화학회 75주년 기념사업 위원회

위원장 이덕환

부위원장 석원경

위원 하현준 금교창 이상기 이동환

김태호 김범태

강원지부장 김상철

경기지부장 구상호

경남지부장 정종화

광주·전남지부장 이종백

대구·경북지부장 강태종

대전·충남·세종지부장 이석우

부산지부장 장병용

울산지부장 류광선

인천지부장 김찬경

전북지부장 한재량

충북지부장 정용석

고분자화학분과회장 손대원

공업화학분과회장 이익모

무기화학분과회장 정종화

물리화학분과회장 신석민

분석화학분과회장 주재범

생명화학분과회장 양은경

유기화학분과회장 이필호

의약화학분과회장 배애님

재료화학분과회장 김승주

전기화학분과회장 정택동

화학교육분과회장 백성혜

환경에너지분과회장 이재영

고문 장영신

회장 정옥상

부회장 금교창(총무) 옥강민(기획) 이동환(학술)

황금숙(홍보) 김필호(산학) 강석진(교육)

이사 정옥상 강석진 권혁순 금교창

김  민 김찬경 손대원 신석민

옥강민 유재훈 이동환 이영일

이철범 이효선 임만호 정종화

채규윤 하현준 허정녕 황금숙 

감사 이덕형 정택모

실무이사 김  민(총무) 정낙천(기획) 임미희(기획)

이은성(학술) 곽경원(학술) 강은주(홍보)

윤민영(홍보) 이준승(홍보) 김정곤(산학)

주상훈(교육)

평의원 강경태 강대호 강명구 강성호

강성호 강신원 강영기 강재훈

강종민 강한영 강한철 경영수

고문주 고석범 고재중 고훈영

곽영우 곽현태 구인선 권수한

권오천 권장혁 김  건 김  양

김  철 김강진 김관수 김광은

김광표 김기문 김기섭 김기협

김낙중 김대황 김동규 김동한

김동희 김두영 김명수 김명운

김범태 김병문 김봉곤 김봉수

김상곤 김상규 김상렬 김상하

김성각 김성수
(인하대)

김성수
(화학연)

김성진

김승빈 김승준 김영만 김영상

김영조 김왕기 김용래 김용록

김용애 김용준 김용태 김용해

김원섭 김원호 김유승 김유항

김윤수 김윤희 김일광 김일두

김자홍 김장환 김재상 김정희

김종승 김종혁 김지만 김찬경

김충섭 김택제 김하석 김학원

김형래 김호징 김홍래 김홍석

나명수 남계춘 노동석 노봉오

노영쇠 노태희 도명기 도영규

도임자 도춘호 류광선 류재정

류준하 문명희 문석식 문탁진

민경세 박경세 박국태 박규순

박균하 박노상 박동호 박병수

박병욱 박상언 박상윤 박성규

박수진 박승민 박승언 박승철

박외숙 박용광 박용태 박유철

박윤창 박정학 박종률 박종상

박종열 박종옥 박준우 박준택

박창식 박한오 박형련 박호군

배선건 배영일 배준웅 백건호

백경수 백명현 백성혜 백우현

백운기 변종홍 부봉현 서홍석

석원경 선호성 성대동 성익경

소헌영 손용근 손정인 송기동

송지용 송충의 신국조 신동명

신동수 신석민 신영국 신은주

심상철 안교한 안병준 안운선

안정수 안중태 양갑석 양덕주

양세인 양은경 양일우 양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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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식 어용선 엄재국 엄태섭

여수동 여인형 오대섭 오세철

오영기 오창언 오헌승 원종옥

유  룡 유광식 유국현 유병수

유연규 유영재 유진녕 윤경병

윤구식 윤근성 윤민중 윤병집

윤석승 윤세왕 윤세중 윤웅찬

이  광 이  은 이  홍 이강봉

이관순 이국행 이규양 이기성

이기학 이남수 이남호 이대운

이덕형 이덕환 이동헌 이만길

이명의 이무상 이백규 이병민

이병춘 이본수 이봉용 이분열

이상국 이상기 이상원 이상학

이상화 이서봉 이석근 이순기

이순길 이순보 이억균 이연희

이영식 이영호 이왕근 이원용

이윤식 이익모 이재도 이재영

이정호 이종명 이종목 이종율

이주연 이창규 이창환 이창희

이채호 이철범 이태오 이학준

이해황 이호설 이화국 이효원

이흥락 장두옥 장병용 장석복

장세헌 장종환 전무진 전병식

전승준 전일철 전종갑 전철호

정구순 정규성 정근호 정덕영

정명희 정봉영 정봉철 정순량

정영미 정영태 정옥상 정용순

정인화 정종재 정진갑 정진순

정학진 조광연 조병태 조성동

조양래 조원제 조응준 조정혁

조천규 조현우 지기환 지대윤

진정일 차근식 차기원 차성극

차진순 채영복 천정균 최규성

최남석 최동훈 최상준 최성락

최원기 최정도 최정훈 최중길

최진호 최해탁 최호섭 팽기정

하윤경 하현준 한옥희 한태희

함희석 허  황 허영덕 허정녕

홍종달 홍태기 황금소 황인우

학술지간행위원회

위원장 신석민

부위원장 유연규

위원 임만호 이광렬 정영미 문봉진

차상원 남원우 석차옥 이동환*

곽경원*

대한화학회지 편집위원

편집장 석차옥

부편집장 구상호

상임위원 김정곤 김  돈 최애란 구상호

김영독 이혜진 홍창섭 정용원

강한창

Bulletin지 편집위원

편집장 남원우

주필 박명환

상임위원 이영일 이민재 민선준 이선우

심은지 정낙천 이윤호 양해식

김태규

화학세계지편집위원회

위원장 황금숙*

부위원장 강은주* 윤민영 이준승*

상임위원 김진호 김현우 조재흥 안현서

김민식 이강문 정원진 조  성

한미영 임현섭 최기환 강성민

남기민

기금위원회

위원장 이상기

부위원장 금교창*

위원 이상원 조천규 석차옥 조창우

허영덕 팽기정 옥강민 김범태

김  민*

화학술어위원회

위원장 문봉진

부위원장 이동환

위원 이효원 정병서 김정권 성봉준

이준희 정병혁 정  현 곽경원*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이철범

부위원장 함시현

위원 이은성 김소연 민선준 임지우

임미희*

출판위원회

위원장 이선우

부위원장 정현민

위원 황길태 김성곤 조   성 심상덕

김  민*

학술위원회

위원장 김종승

부위원장 옥강민

위원 강은주 류도현 김영미 권영은

윤효재 황길태 장우동 남좌민

손성욱 주상훈 고두현 임미희

정영미 정광섭 심은지 최명룡

임만호 성봉준 김준수 김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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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일 이혜진 양해식 이재준

우한영 최태림 이은성*

화학올림피아드위원회

위원장 문봉진

부위원장 양성익 정낙천*

자문위원 김건철 김학진 이덕형 하윤경

임상규 류도현

위원 황성필 김정권 김양래 김학준

권성중 성봉준 김두리 강  혁

고혜란 민선준 유은정 최수혁

정병혁 정  현 박명환 백승민

이홍인 한진욱 윤성호

정보화사업위원회

위원장 송재규

상임위원 성봉준 강  혁 김형민 박진균

김양래 민선준 임성열 강은주*

이은성*

화학교육·홍보위원회

위원장 강석진

부위원장 강훈식

위원 최애란 한재영 차정호 최원호

윤희숙 김현정 오진호 이승희

한미영 주상훈*

여성위원회

위원장 김윤희

부위원장 고상원

위원 김  민* 손해정 변혜령 김미경

조은진 주정민 이현정 김윤경

이은지

화학전공학위인증위원회

위원장 장우동

부위원장 윤성호 옥강민*

위원 김정권 성봉준 김태규 유은정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 김학원

부위원장 구상호 옥강민*

위원 김현성 최명룡

연구실안전위원회

위원장 이익모

부위원장 김필호*

위원 김용애 김종운 류병환 배선영

서지영 윤민영* 정낙천*

탄소문화원

원장 이덕환

위원 금교창* 이동환* 석원경 정규성

이창희 문봉진 이영아

대한화학회 75주년 기념사업 위원회

위원장 이덕환

부위원장 석원경

위원 하현준 금교창 이상기 이동환

김태호 김범태

강원지부장 장두옥

경기지부장 구상호

경남지부장 박동호

광주·전남지부장 신은주

대구·경북지부장 류재정

대전·충남·세종지부장 윤국로

부산지부장 장병용

울산지부장 류광선

인천지부장 김찬경

전북지부장 박경세

충북지부장 김영조

고분자화학분과회장 김윤희

공업화학분과회장 이익모

무기화학분과회장 이분열

물리화학분과회장 정영미

분석화학분과회장 강성호

생명화학분과회장 김광표

유기화학분과회장 장석복

의약화학분과회장 허정녕

재료화학분과회장 김지만

전기화학분과회장 양해식

화학교육분과회장 백성혜

환경에너지분과회장 이재영



8. 역대 학회상 수상자  611

공로상

연 도 수상자 소속

1971 안동혁 　

1976 김동일 　

1981 남기동 동양시멘트(주)

1986 마경석 Nutech International

1989 한만운 인하대학교

1992 전민제 전인터내셔날(주)

1995 장세희 서울대학교

1998 김시중 기초과학지원연구소(서울분소)

2001 채영복 기초기술연구회

2004 백운기 서강대학교

2007 이대운 연세대학교

2010 심상철 경북대학교

2013 진정일 고려대학교

2016 정봉영 고려대학교

2019 선호성 성균관대학교

학술상

이태규 학술상

8. 역대 학회상 수상자

연 도 수상자 소속

1971 성좌경 인하대학교

1976 이태규 KAIST

1981 최상업 서강대학교

1986 최규원 서울대학교

1989 장세헌 서울대학교

1992 최재시 연세대학교

1995 이  은 서울대학교

1996 정경훈 KAIST

1997 최진호 서울대학교

1998 진종식 서강대학교

1999 김기문 POSTECH

2000 서세원 서울대학교

연 도 수상자 소속

2001 김광수 UNIST

2002 유  룡 KAIST

2003 조봉래 고려대학교

2004 전철호 연세대학교

2005 박준택 KAIST

2006 남원우 이화여자대학교

2007 고재중 고려대학교

2008 이창희 강원대학교

2009 이명수 연세대학교

2010 장석복 KAIST

2011 김봉수 KAIST

2012 이상엽 서울대학교

2013 김성진 이화여자대학교

2013 송충의 성균관대학교

2013 안교한 POSTECH

2013 천진우 연세대학교

2014 노경태 연세대학교

2014 이심성 경상대학교

2014 정택동 서울대학교

2014 주태하 POSTECH

2015 박준원 POSTECH

2016 윤주영 이화여자대학교

2017 김동표 POSTECH

2018 김동호 연세대학교

2019 이필호 강원대학교

2020 김종승 고려대학교

2021 김상규 KAIST

연 도 수상자 소속

1994 전무식 KA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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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그마 알드리치 화학자상

연 도 수상자 소속

1995 이우영 서울대학교

1996 김동한 POSTECH

1997 정경훈 KAIST

1998 한만정 아주대학교

1999 신국조 서울대학교

2000 박수문 포항공과대학교

2001 손연수 이화여자대학교

2002 김  관 서울대학교

2003 진종식 서강대학교

2004 이윤섭 KAIST

2005 장태현 POSTECH

2006 정영근 서울대학교

2007 윤경병 서강대학교

2008 강  헌 서울대학교

2009 이성렬 경희대학교

2010 고재중 고려대학교

2011 정옥상 부산대학교

2012 남원우 이화여자대학교

2013 이문호 POSTECH

2014 이상엽 서울대학교

2015 윤문영 한양대학교

2016 지대윤 서강대학교

2017 이심성 경상대학교

2018 김성근 서울대학교

2019 주재범 중앙대학교

2020 이용록 영남대학교

2021 나명수 UNIST

연 도 수상자 소속

2003 김관수 연세대학교

2003 허남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004 강재효 서강대학교

2004 심홍구 KAIST

연 도 수상자 소속

2005 김동호 연세대학교

2005 김병현 POSTECH

2006 김용록 연세대학교

2006 이문호 POSTECH

2007 김세훈 KAIST

2007 문명희 연세대학교

2008 이심성 경상대학교

2008 이진규 서울대학교

2009 나명수 UNIST

2009 신인재 연세대학교

2010 서홍석 부산대학교

2010 홍종인 서울대학교

2011 정종화 경상대학교

2011 최동훈 고려대학교

2012 김진흥 이화여자대학교

2012 하현준 한국외국어대학교

2013 김대영 순천향대학교

2013 김자헌 숭실대학교

2014 정영미 강원대학교

2014 조천규 한양대학교

2015 송현규 고려대학교

2015 임만호 부산대학교

2016 우한영 고려대학교

2016 이희승 KAIST

2017 박소정 이화여자대학교

2017 한상우 KAIST

2018 김준곤 고려대학교

2018 이영호 POSTECH

2019 김성환 경북대학교

2019 이남기 서울대학교

2020 김종승 고려대학교

2020 류도현 성균관대학교

2020 장우동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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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센스 여성화학자상

한만정 학술상

전민제 화학인상

와일리 젊은화학자상연 도 수상자 소속

2021 곽경원 고려대학교

2021 신현석 UNIST

연 도 수상자 소속

2014 김양미 건국대학교

2015 하윤경 홍익대학교

2016 김용애 한국외국어대학교

2017 김진수 한국화학연구원

2018 원종옥 세종대학교

2019 심은지 연세대학교

2020 정영미 강원대학교

2021 황금숙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연 도 수상자 소속

2017 조천규 한양대학교

2018 강상욱 고려대학교

2019 박재욱 POSTECH

2020 이효철 KAIST

2021 황성주 연세대학교

연 도 수상자 소속

2020 이효원 충북대학교

2021 여인형 동국대학교

연 도 수상자 소속

2001 천진우 연세대학교

2001 현택환 서울대학교

2002 이진규 서울대학교

2002 장석복 KAIST

2003 정덕영 성균관대학교

2003 최인성 KAIST

2004 이분열 아주대학교

2005 정택동 성신여자대학교

2005 황성주 이화여자대학교

2006 양해식 부산대학교

2006 이진용 성균관대학교

2007 조재필
금오공과대학교

(現 한양대학교)

2007 주상우 숭실대학교

2008 손성욱 성균관대학교

2008 신관우 서강대학교

2009 박승범 서울대학교

2009 이광렬 고려대학교

2010 김지환 고려대학교

2010 신승훈 한양대학교

2011 김원종 POSTECH

2011 오문현 연세대학교

2012 민달희 서울대학교

2012 이인수 POSTECH

2013 박수진 UNIST

2013 정유성 KAIST

2014 성봉준 서강대학교

2014 오제민 연세대학교

2015 김준수 이화여자대학교

2015 임미희 UNIST

2016 곽경원 고려대학교

2016 이형호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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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논문상

학술진보상

연 도 수상자 소속

2017 고두현 경희대학교

2017 이윤호 KAIST

2018 이민형 경희대학교

2018 이은성 POSTECH

2020 송윤주 서울대학교

2020 조승환 POSTECH

2021 박정원 서울대학교

2021 정광섭 고려대학교

연 도 수상자 소속

1999 홍성연 고신대학교

2000 유 룡 KAIST

2001 김정균 동아대학교

2002 강재효 서강대학교

2003 이창희 강원대학교

2004 정덕영 성균관대학교

2005 이효원 충북대학교

2006 김재녕 전남대학교

2007 남계춘 전남대학교

2008 하덕찬 고려대학교

2009 김만주 포항공과대학교

2009 박재욱 포항공과대학교

2010 김대영 순천향대학교

2011 박수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2012 강미숙 영남대학교

2013 정성화 경북대학교

2014 이관영 고려대학교

2014 장종산 한국화학연구원

2015 김대영 순천향대학교

2016 박수진 인하대학교

2017 김승준 한남대학교

연 도 수상자 소속

2018 정원조 인하대학교

2019 강성민 충북대학교

2020 최현철 전남대학교

2021 김 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 도 수상자

1962 원종훈 부산수산대학교

1963 김완규 이화여자대학교

1964 박두원 경북대학교

1964 이종갑 경북대학교

1965 이익춘 한국원자력연구소

1966 박긍식 한국원자력연구소

1967 김시중 고려대학교

1967 윤창주 고려대학교

1967 장인순 고려대학교

1968 노익삼 국립공업연구소

1969 오상오 경북대학교

1970 이계수 전남대학교

1971 제원목 한양대학교

1972 박형석 서울대학교

1972 이 철 한양대학교

1973 박병각 경북대학교

1974 손연수 KIST

1974 조기형 전남대학교

1975 백운기 서강대학교

1976 이조웅 서울대학교

1977 심상철 KAIST

1978 문수찬 부산대학교

1979 안상운 전북대학교

1980 여수동 경북대학교

1981 김자홍 전북대학교

1981 하영구 서울대학교

1982 권오천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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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진보상

연 도 수상자

1983 김창수 대구대학교

1984 신국조 서울대학교

1985 김성각 KAIST

1986 전무진 연세대학교

1987 강석구 성균관대학교

1988 김 관 서울대학교

1988 김규홍 연세대학교

1989 김강진 고려대학교

1990 김양 부산대학교

1990 최진호 서울대학교

1991 박준우 이화여자대학교

1991 이선행 경북대학교

1992 이창규 강원대학교

1993 고재중 한국교원대학교

1994 최용국 전남대학교

1995 강성권 충남대학교

1996 우희권 전남대학교

1997 박순흠 동국대학교

1998 엄익환 이화여자대학교

1999 남계춘 전남대학교

1999 현명호 부산대학교

2000 김재녕 전남대학교

2000 이송희 경성대학교

2001 이성렬 경희대학교

2002 이기정 한양대학교

2003 박상언 한국화학연구원

2003 차진순 영남대학교

2004 신병철 한국화학연구원

2004 전승원 전남대학교

2005 백성혜 한국교원대학교

2005 최종인 중앙대학교

2006 김호식 대구가톨릭대학교, 학회지

2006 장종산 한국화학연구원, Bulletin지

2007 박국태 한국교원대학교, 학회지

2007 최성신 세종대학교, Bulletin

2008 노태희 서울대학교, 학회지

연 도 수상자

2008 이용록 영남대학교, Bulletin

2009 김양미 건국대학교

2009 이병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10 박수진 인하대학교

2010 성아영 대불대학교

2011 김종규 단국대학교

2011 엄익환 이화여자대학교

2012 강순희 이화여자대학교

2012 이해황 인하대학교

2013 김연규 한국외국어대학교

2013 이재욱 동아대학교

2014 강대복 경성대학교

2014 엄익환 이화여자대학교

2015 류재정 경북대학교

2015 정현담 전남대학교

2016 김승준 한남대학교

2016 김재녕 전남대학교

2017 김재녕 전남대학교

2017 성아영 대구가톨릭대학교

2018 유건상 안동대학교

2018 장준경 부산대학교

2019 김대영 순천향대학교

2019 노태희 서울대학교

2020 민경훈 중앙대학교

2020 최애란 이화여자대학교

2021 남정희 부산대학교

2021 이재인 덕성여자대학교

연 도 수상자 소속

1963 최행익 태흥산업(주)

1964 정석규 태성고무화학(주)

1965 김창빈 한국화학공업(주)

1966 김재섭 광일생산기술연구소

1967 김상범 한국스레이트공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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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진보상

연 도 수상자 소속

1968 박용완 국림공업연구소

1969 연상현 삼성코닝(주)

1970 김도심 우풍화학(주)

1971 김봉태 국립공업연구소

1972 강동현 동양나일론(주)

1973 정만철 영진화학공업사

1974 김운섭 (주)한정화학

1975 장원표 국립지질조사소

1976 유영진 국립공업연구소

1977 이석근 동양시멘트(주)

1978 최대식 대한중석광업(주)

1979 양광규 한국인삼연초연구소

1980 이범성 인하대학교

1981 고영환 녹십자의료공업(주)

1981 이병수 동남합성공업(주)

1982 이영호 (주)종근당

1983 신종건 울산석유화학지원공단

1984 김상곤 고려화학(주)

1985 김학주 (주)삼양사

1986 이삼우 미원주식회사

1988 권영칠 동양화학공업(주)

1989 오헌승 (주)럭키중앙연구소

1990 임 홍 (주)한정화학연구소

1991 조부연 성보화학(주)

1992 　 동양화학공업 중앙연구소

1993 김진웅 제일제당(주)

1994 이종률 종근당(주)

1995 김대기 (주)선경인더스트리

1996 최종권 (주)LG화학

1997 김한규 (주)선일옵트론

1998 이승부 (주)경원소재

1999 조영호 영린기기

2000 정용호 동화약품공업

2001 박상언 한국화학연구원

2001 이봉용 유한양행

2002 임홍섭 삼성SDI

연 도 수상자 소속

2003 이석기 동일시마즈

2003 이형우 한국게르마늄

2004 송지용 LG생명과학

2004 최 헌 (주)신코

2005 윤근성 인성크로마텍(주)

2005 이관순 한미약품(주)

2006 박한오 (주)바이오니아

2006 이종해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2007 김재철 (주)에스텍파마

2007 김훈주 CJ(주)

2008 이원호 KCC

2009 김욱성 우진산업(주)

2009 양광호 금호석유화학

2009 이승채 (주)에코시아

2010 윤흥식 ㈜아미노로직스연구소

2010 최수진 (주)대웅제약

2011 박대훈 (주) 단석산업

2012 전성호 LG화학기술연구원

2013 김성민 다우어드밴스드디스플레이머티리얼

2014 김상태 동우화인켐

2015 김명운 (주)디엔에프

2016 심태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2017 조혜성 LG화학기술연구원

2018 김양선 ASTA(주)

2019 이성준 SK이노베이션 기술혁신연구원

2020 남궁현 (주)코오롱

2021 황종연 한국화학연구원

연 도 수상자 소속

1976 유삼열 제물포고등학교

1976 임병열 제물포고등학교

1977 여환진 경북대학교

1978 김기광 서울여자고등학교

1979 박기태 충주공업전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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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교육상

초·중등학교화학교사상

연 도 수상자 소속

1980 윤세중 공주사범대학교

1984 정용순 충북대학교

1984 정치근 경상대사대부고

1985 이화국 전북대학교

1986 백우현 경상대학교

1987 채우기 서울대학교

1988 최병순 한국교원대학교

1989 김재현 공주사범대학교

1990 우규환 서울대학교

1991 강순희 이화여자대학교

1994 백성혜 서울대학교

1995 손성호 전북대학교

1995 양기수 전북정우중학교

1996 김도욱 공주교육대학교

1997 노태희 서울대학교

1998 박종윤 이화여자대학교

2000 한인옥 경기여자고등학교

2001 노석구 경인교육대학교

2003 남정희 부산대학교

2004 박종석 경북대학교

2005 박국태 한국교원대학교

2006 강석진 전주교원대학교

2007 여상인 경인교육대학교

2008 박현주 조선대학교

2009 권혁순 청주교육대학교

2010 한재영 충북대학교

2011 임희준 경인교육대학교

2012 강훈식 춘천교육대학교

2014 차정호 대구대학교

2015 문성배 부산대학교

2016 유미현 아주대학교

2017 최애란 이화여자대학교

2018 김성기 광주과학고등학교

2019 이재원 서울대학교

2020 박철용 공주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연 도 수상자 소속

2021 정대홍 서울대학교

연 도 수상자 소속

1979 김시중 고려대학교

1981 정문교 대전고등학교

1983 이상협 경북대학교

1983 이원식 서울대학교

1985 윤용진 경상대학교

1987 공병후 청주고등학교

1989 이태녕 서울대학교

1991 오대섭 경북대학교

1993 김시준 한양대학교

1995 우규환 서울대학교

1997 이종면 서울과학교육원

1999 김자홍 전북대학교

2001 이범홍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3 최미화 영등포여고

2005 이화국 한국싸이버대

2007 최병순 한국교원대학교

2009 강순희 이화여자대학교

2011 박종윤 이화여자대학교

2013 이대형 춘천교육대학교

2016 김희준 GIST

2017 노석구 경인교육대학교

2019 여상인 경인교육대학교

2021 고한중 전주교육대학교

연 도 수상자 소속

1988 한상전 논산여자고등학교

1989 심규진 대구과학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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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수상자 소속

1990 이행성 전남교육청

1991 이남수 충남갈산중학교

1992 오두환 서울과학고등학교

1993 현종오 서울오금고등학교

1995 배윤근 대구과학고등학교

1996 윤 용 배재고등학교

1997 기길호 전남고등학교

1998 조춘현 대구교육청

1999 김득호 서울과학고등학교

2000 김영순 한성과학고등힉교

2001 김봉래 서울과학고등힉교

2002 김경희 안산고잔고등학교

2003 김옥자 부산고등학교

2004 박상대 숭덕여자고등학교

2005 김충호 성안고등학교

2006 서인호 신림고

2007 김홍석 도봉고등학교

2008 임원묵 전남외국어고등학교

2009 김기명 서울소의초등학교

2010 이기석 울산과학고등학교

2011 전석천 숭문고등학교

2012 강인묵 강원과학고등학교

2013 최미화 선유고등학교

2014 강희준 충남 아산중학교

2015 박은미 광남고등학교

2016 안선경 경남과학고등학교

2017 오진호 한국과학영재학교

2018 박철용 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2019 조혜숙 학남고등학교

2020 한미영 대전과학고등학교

2021 김기향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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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도별 회원 통계
(단위: 명)

 

연도 종신회원 정회원 교육회원
해외

종신회원
해외

정회원
학생회원 합계

1997년 1,987 1,038 129 35 2 1,716 4,907 

1998년 2,047 879 163 36 2 1,848 4,975 

1999년 2,077 868 150 40 3 1,876 5,014 

2000년 2,099 808 165 44 2 1,800 4,918 

2001년 2,140 830 187 46 2 1,865 5,070 

2002년 2,188 877 205 44 3 1,883 5,200 

2003년 2,238 962 364 47 0 2,227 5,838 

2004년 2,306 948 152 47 1 2,298 5,752 

2005년 2,403 791 131 46 1 2,027 5,399 

2006년 2,453 811 98 38 0 2,308 5,708 

2007년 2,523 863 129 44 0 2,437 5,996 

2008년 2,577 885 110 43 0 2,657 6,272 

2009년 2,677 939 102 10 0 2,760 6,488 

2010년 2,737 867 106 10 0 2,791 6,511 

2011년 2,799 978 177 10 0 3,050 7,014 

2012년 2,845 1,036 65 18 1 3,009 6,974 

2013년 2,890 927 46 18 3 2,521 6,405 

2014년 2,911 895 40 18 3 2,831 6,698 

2015년 2,946 926 32 18 0 2,879 6,801 

2016년 2,967 915 25 17 0 2,690 6,614 

2017년 2,990 843 56 16 5 2,512 6,422 

2018년 2,986 1,056 66 16 18 2,751 6,893 

2019년 2,991 978 63 16 0 2,326 6,374 

2020년 2,996 661 68 9 1 1,593 5,328 

2021년 3,003 854 63 9 3 2,342 6,274

9. 주요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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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술발표회 학술논문초록 통계
(단위: 편)

연도 회차 접수 편수 비고 연도 회차 접수 편수 비고

1997년 79회 768 2010년 105회 1,428 

1997년 80회 969 2010년 106회 1,598 

1998년 81회 875 2011년 107회 1,710 

1998년 82회 990 2011년 108회 1,582 

1999년 83회 922 2012년 109회 1,441 

1999년 84회 1,045 2012년 110회 1,728 

2000년 85회 968 2013년 111회 1,425 

2000년 86회 983 2013년 112회 1,412 

2001년 87회 1,014 2014년 113회 1,385 

2001년 88회 1,108 2014년 114회 1,478 

2002년 89회 961 2015년 115회 1,542 

2002년 90회 995 2015년 116회 1,382 

2003년 91회 1,056 2016년 117회 1,298 

2003년 92회 1,232 2016년 118회 1,529 

2004년 93회 1,152 2017년 119회 1,386 

2004년 94회 1,295 2017년 120회 1,319 

2005년 95회 1,094 2018년 121회 1,613 

2005년 96회 1,041 2018년 122회 1,253 

2006년 97회 1,224 2019년 123회 1,318 

2006년 98회 1,239 2019년 124회 1,203 

2007년 99회 1,235 
2020년 125회 1,205 

접수 완료 후 
온라인으로 개최 변경2007년 100회 1,577 

2008년 101회 1,441 2020년 126회 757 온라인

2008년 102회 1,543 2021년 127회 1,104 온라인

2009년 103회 1,509 2021년 128회 1,467

2009년 104회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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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술발표회 참가규모 통계
(단위: 명)

연도 회차 참가규모 비고 연도 회차 참가규모 비고

1997년 79회 1,778 2010년 105회 3,076 

1997년 80회 1,732 2010년 106회 2,876 

1998년 81회 1,714 2011년 107회 2,775 

1998년 82회 1,695 2011년 108회 2,714 

1999년 83회 1,764 2012년 109회 2,590 

1999년 84회 1,614 2012년 110회 3,114 

2000년 85회 1,700 2013년 111회 2,536 

2000년 86회 1,765 2013년 112회 2,214 

2001년 87회 1,737 2014년 113회 2,660 

2001년 88회 1,592 2014년 114회 2,681 

2002년 89회 1,528 2015년 115회 2,527 

2002년 90회 1,448 2015년 116회 2,169 

2003년 91회 1,773 2016년 117회 2,373 

2003년 92회 2,222 2016년 118회 2,754 

2004년 93회 2,231 2017년 119회 2,557 

2004년 94회 2,057 2017년 120회 2,343 

2005년 95회 2,001 2018년 121회 3,035 

2005년 96회 1,611 2018년 122회 2,389 

2006년 97회 2,045 2019년 123회 2,503 

2006년 98회 2,000 2019년 124회 2,359 

2007년 99회 2,406 
2020년 125회 1,736 

접수 완료 후 
온라인으로 개최 변경2007년 100회 2,330 

2008년 101회 2,451 2020년 126회 1,179 온라인

2008년 102회 2,402 2021년 127회 1,628 온라인

2009년 103회 2,613 2021년 128회 　2,630

2009년 104회 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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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건

10. 학회 로고와 슬로건

한화학회에 들어있는 

4개의 ‘ㅎ’과 태극무늬를 형상화 

학회 로고가 처음으로 등장한 
「화학과 공업의 진보」 (1973년 1호)

Ÿ 1994년 간사회 모임에서 학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하고자 화학 홍보 스티커를 제작하는 것으로 결정

Ÿ 제작 취지: 화학이 지구 환경을 푸르게 만들어줄 수 있는 핵심 분야임을 강조

1994년에 제작된 홍보 스티커     

학회 슬로건을 처음으로 사용한 
「화학세계」 (1994년 5호)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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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학술발표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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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학회 대회 수상작  627

가. 화학 시화 대회

2006년 2007년 2008년

유호진

청주 주성중학교 3학년

신동민

여의도 고등학교

이유정

화신중학교 2학년

대상 대상 대상

2009년 2010년 2011년

윤소정

부산여자고등학 2학년

유민우

서울국제고등학교 1학년

최혜림

푸른중학교 2학년
대상 대상 대상

12. 학회 대회 수상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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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013년 2014년

임희동

인천과학고등학교 2학년

안정엽

춘천고등학교 2학년

정승호

인천고잔중학교 3학년

대상 대상 대상

2015년 2016년 2017년

간형배

인천과학고등학교 1학년

최정아

홍천여자고등학교 3학년

김지연

인천여자고등학교 1학년

대상 대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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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019년 2020년

최승연

강원과학고등학교 2학년

정은지

복자여자고등학교 2학년

황지영

삼척여자고등학교 2학년 

대상 대상 대상

2021년

윤지원

연수여자고등학교 3학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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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화학 포스터 대회

2004년 2005년 2006년

박민영

서울 경기여자고등학교 2학년

배연진

대구 대구여고 3학년

이루다

서산 여자중학교

대상 대상 대상

2007년 2008년 2009년

강성훈

부광고등학교

천시원

계산여고 2학년

이재환

여의도 고등학교 2학년

대상 대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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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011년 2012년

김주현

부산 예술고등학교 1학년

박진홍

인천제물포 고등학교

김현아

대덕고등학교 2학년

대상 대상 대상

2013년 2014년 2015년

정지혜

진건 고등학교 2학년

박진홍

가림고등학교 1학년

조순희

연수여자고등학교 2학년

대상 대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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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017년 2018년

김보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교 

1학년

주혜연

대덕 고등학교 3학년

황성훈

경성고등학교 2학년

대상 대상 대상

2019년 2020년 2021년

최민주

연수여자고등학교 1학년

한재호

인천과학고등학교 1학년

한효정

대지고등학교 2학년

대상 대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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