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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 1차 평의원회 개최 안내

1. 평의원 여러분의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
2. 2020 한국식품과학회 국제학술대회 및 정기총회가 오는 7월 1-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학술대회 기간 중 제 1차 평의원회를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개최하오니 부디 참석
하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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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목)까지 꼭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시: 2020년 7월 1일(수) 18:30
나. 장소: 남도미가 (Tel. 062-374-7666)
※ 광주 서구 상무누리로 57-4 (치평동 897-7)

붙임. 평의원회 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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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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