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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 1차 평의원회 개최 안내

1. 평의원 여러분의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
2. 2019 한국식품과학회 국제학술대회 및 정기총회가 오는 6월 26-28일, 인천 송도컨벤시
아에서 개최됩니다. 학술대회 기간 중 제 1차 평의원회를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개최하오니 부디 참석하
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 저녁식사와 함께 마련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참석이 가능하신 평의원님
께서는 학회 사무국 E-mail(kosfost@kosfost.or.kr)로 6월 13일(목)까지 꼭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시: 2019년 6월 27일(목) 19:00
나. 장소: 쉐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 3층 로터스5 (Tel. 032-835-1000)
※ 행사장 바로 옆, 약 200m 거리

붙임. 평의원회 규정 1부. 끝

사단법인 한국식품과학회 평의원회 의장

직인생략

신시내

회장

수신자
사무장

시행

운영위원장

한식과 2019-094 (2019. 06. 07.)

우 06130
전화

총무운영위원 박 천 석

박영서

접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620호

02-566-9937

전송 02-553-8453

박종현

/

/

http://www.kosfost.or.kr

kosfost@kosfost.or.kr

/

공개

붙임.

4. 평의원회 규정
제정: 2019. 1. 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21조 제2항에 따라 평의원회의 구성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구성) 평의원회는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평의원 자격) 정회원 유지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은 평의원 자격을 갖는다. 다만, 운영위원을
역임한 사람은 정회원 유지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자동으로 평의원으로 인준한다.
제4조(평의원 임명) ① 평의원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 평의원이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선정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② 평의원은 해당 연도의 평의원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당 연
도의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5조(평의원회 의장) 평의원회 의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6조(평의원회 소집) 평의원회는 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평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제7조(평의원회 역할)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1. 정관 개정
2. 규정 제정과 개정
3. 예산과 결산
4. 기금 운영과 관리
5. 회원 상벌
6. 지부 설치
7.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8조(평의원회 권리) 평의원회는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부회장 후보자 1명 추천
2. 이사 후보자 1명 추천
3. 기금위원회 위원 후보자 1명 추천
4. 포상위원회 위원 후보자 1명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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