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BFC 학술상 시행세칙

2011 년 1 월 1일 제정

2014 년 11 월 06 일 개정

2018 년 9 월 14 일 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PBFC 학술상 기금(이하 PBFC 기금이라 한다)의 운영과 본 기금으로부터

수여되는 PBFC 학술상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기금 조성) PBFC 기금은 2003 년 한국전기화학회의 후원으로 박정기 교수가 창설하여

한국에서 개최된 제 1회 국제고분자전지 및 연료전지 학술대회(1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lymer Batteries and Fuel Cells:PBFC-1)의 운영자금 중 그 잉여금 8,500 만원과 그 증식 분으로

편성하되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기탁을 받을 수 있다.

제 3 조 (기금 운영 및 포상) PBFC 기금은 이를 효과적으로 증식시키고 어떠한 경우라도 본 학회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포상 대상자는(한국전기화학회의 특별상의 하나에 해당함) 수상 응모

공고일 기준 한국전기화학회의 만 50 세 이하의 정회원으로서 전기화학 관련 국내외 학술지에 우수한

논문을 발표하여 국내외적으로 관련 분야에 크게 공헌한 자가 대상이 된다.

제 4 조 (위원회) PBFC 기금 운영 및 포상 업무의 추진은 수상위원회가 담당한다.

제 5 조 (감사) PBFC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감사업무는 학회 감사가 담당한다.

제 6조 (수상 후보자) 수상 후보자는 수상 응모 공고일 기준 한국전기화학회의 만 50 세 이하의

정회원으로서, 전기화학 관련 국내외 학술지에 우수한 논문을 발표하여 관련 분야에 크게 공헌한 자,

또는 본 학회 발간학술지에 투고 및 인용, 학술대회 발표 그리고 학회 봉사 활동 등으로 전기화학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 7조 (수상 후보자 추천) 학회 운영위, 분과회, 이사회의 추천 또는 학회 정회원 (본인 포함)의

추천을 받아 1) 추천서, 2) 논문 게재 실적 (소정양식), 3) 대표논문 혹은 저서 5편이내 증빙자료, 4)

학회 국영문지 게재 실적 및 학회 활동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한다.

제 8조 (수상자의 선정) PBFC 학술상 수상자의 선정은 수상 위원회에서 선정한 후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확정한다.

제 9 조 (상금 규모) PBFC 학술상은 상장과 상금 500 만원으로 한다.

제 10 조 (시상 시기) PBFC 학술상은 매년 1회 춘계 또는 추계 학술대회 총회에서 시상한다. 단,

당해년도에 적절한 수상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는다.

부칙. 본 규정은 2014 년 11 월 06 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8년 09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