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회장 연임에 대한 박문기 회장의 소견서 ]
(사)한국환경과학회 평의원님들께
존경하는 학회 평의원님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회장 박문기입니다.
여름의 무더위도 어느 듯 가시고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함이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곧 민족의 명절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행복한 명절연휴를 가지시
길 바랍니다.
제가 회장으로 취임한지 벌써 2년의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그동안 학회회원님들께
처음 약속한 몇 가지 사항들이 전 지구적으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계
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아쉽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학회의 중추적인
기능인 학회지의 발간 부분은 현 상황하에서도 큰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으며,
논문의 투고가 줄어들어 발간회수를 줄이고 있는 타 학회와 비교해볼 때 우리 학회
지는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우수등재지 선정을 위한 평가도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편집위원님
들과 모든 임원진들이 최선의 노력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학회에서는 우수등재지 선
정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으며, 아울러 Scopus 진입을 위한 준비도 함께 하고 있습
니다.
임기중에 단기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실행하려고 많은 준비를 하였으나, 코로나 바
이러스 상황이 장기화됨으로써 진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학회의 젊은 교수 및 연
구자들이 원했던 3박 4일 정도의 짧지만 알찬 국제학술대회를 추진하기 위하여 그
동안 베트남과 인도 등 여러 동남아 국가들과 접촉하여 공동개최를 합의하였지만
아시는 바대로 실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언제든 여건이 나아지면 이미 협의된
상대국의 담당자와 바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회장의 연임 의사표시는 유례가 없어 의아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임기내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비정상적 상황에서 국내외 학회운영의 어려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대과없이 임기를 마치고 자유롭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학회지의 우수등재지 평가와 Scopus 진입,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과 이미
잘 협의된 국제학술대회 개최 문제 등 연속성이 요구되는 중대 사안에 대해 우리
학회가 그 어느 때보다 집중과 연속의 시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많은 회원분들과
중진들께서 염려와 조언을 해주셔서 나름 고민하는 많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회 정관에는 연임시 2년의 임기를 가지지만, 이번의 경우 1년만 연임하여 목적을
위한 임기연장의 의미를 가지고자 합니다. 역량의 부족이기도 하지만, 코로나 바이
러스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음을 해량해 주시고, 부족한 저에게 임기 1년 연장의
기회를 지지해 주신다면, 미진했던 부분을 완성하고 보다 안정적 상황에서 학회를
다음 집행부에게 인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오니 응원해주시고
지원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위중한 코로나 상황과 환절기에 평의원님들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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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환경과학회 회장 박문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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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문 기 (朴 文 基)

생년

1960년 9월 29일

월일
<학

력>

1984. 2. 25

부산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공학사

1986. 2. 25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화학공학전공 공학석사

1993. 8. 30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화학공학전공 공학박사

1998. 1.1. - 1999. 1. 25

University of California at Santa Barbara (Post Doc.)

2013. 2. 15. - 2014. 2. 28

Georgia Tech. Research Fellow
<경

력>

1993. 9. 1. - 2019. 현재

대구한의대학교 교수

2019. 3. 1. - 2019. 현재

대구한의대학교 바이오산업대학장

2014. 3. 1. - 2019. 현재

한방산업연구소 소장

2006. 3. 1 - 2008. 2. 28

대구한의대학교 기획연구처장

2008. 3. 1. - 2009. 2. 28

대구한의대학교 행정처장

2009. 3. 1. - 2010. 2. 28

대구한의대학교 산업대학원장

2009. 5. 1. - 2014. 2. 28

국가연구소재은행장

2004. 1. 1. - 2010. 2. 28

(사)한국환경과학회 이사(총무이사, 학술위원장, 지역위원장)

2011. 1. 1 - 2011. 12.31

(사)한국환경과학회 부회장

2015. 3. 1 - 2019. 12.31

(사)한국환경과학회 편집위원장

2020. 1. 1 - 현재

(사)한국환경과학회 회장
<상

벌>

2005. 대구한의대학교 공로상
2006. 한국환경과학회 우수논문상
2008. 한국환경과학회 학술상
2009. 브라질 국제학술대회 우수발표상
2011. 한국식물자원학회 우수논문상
<연
구>
저서 5편, 특허 12건, 논문 95편, 학술발표 54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