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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 보고 : 정회원 총 251 명 중
참석 20명, 위임 29명 총 49 명, 1/10 이상으로 성원
의결정족수 :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

Ⅰ. 2021년 한국생태학회 조직
회 장 : 이훈복 교수(서울여자대학교)
부회장 : 김기대 교수(한국교원대학교), 노백호 교수(계명대학교),
양금철 교수(공주대학교), 정철의 교수(안동대학교)
총 무 : 김대현 교수(서울대학교)
감 사 : 박영철 교수(강원대학교), 최세웅 교수(목포대학교)
편집위원장 : 박상규 교수(아주대학교), 학술위원장 : 김기대 교수(한국교원대학교),
기획위원장 : 정철의 교수(안동대학교), 법제도발전위원장 : 노백호 교수(계명대학교),
복합생태계위원장 : 김상규 교수(KAIST), 재정위원장 : 양금철 교수(공주대학교),
대외협력위원장 : 한동욱 본부장(PGA생태연구소), 산림생태계위원장 : 김현석 교수(서울대학교),
농업생태계위원장 : 권형욱 교수(인천대학교), 시민생태교육위원장 : 유영한 교수(공주대학교)
출판위원장 : 남기정 교수(경상대학교)

Ⅱ. 한국생태학회 2021년 사업보고
1. 한국생태학회 월별 주요 업무 일정
한국생태학회 2021년 월별 주요 일정
• 학회장 신년 인사
• E-nest 회원정보 및 결산보고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작성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과총 eNEST 시스템 학회정보 업데이트 완료
• 연말정산 신고
• 겸직 허가 신청 (21-22 이사회)
1월

• 2020년 기부금 내역 및 사용현황 보고 (국세청, 환경부, 홈페이지)
• 2021년 과총 제56회 정기총회 대의원 명단 제출(이훈복 학회장)
• 한국생물과학협회 협회 파견 이사 및 대의원 추천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5872)」에 대한 의견제출(환경부)
• 「전국자연환경 식생분야 조사·평가 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1차년도) 용역 최종보고회
• 2021년도 과학의 날 기념 정부포상(장관표창) 후보자 추천(김대현 교수)
• 2021년도 해외DB 학술지 등재 유지 확인 (한국연구재단)
• 2021년 한국생태학회 제1차 이사회(회장단) 개최
• 3월 법인세 (전년도 1년) 신고
• 「전국자연환경 식생분야 조사·평가 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1차년도) 용역 정산 완료

2월

• 2021년 한국생태학회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 (환경부)
• 국립생태원 생태교육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용역 정산 완료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대의원 윤리서약서 송부
• 비영리 사단법인 보고서(2020년 사업실적 및 2021년 사업계획) 제출 (환경부)
• 신규과제 추진 기획을 위한 유망기술분야 조사서 제출(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2021년「제31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후보 논문 추천 (김재근 교수)
• 2021년도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계속 평가 면제 신청
• 2021년 J Ecol Environ 1차 편집회의 개최

3월

• 2021년 국재학술대회 지원신청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2021년 국제학술지 지원신청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2021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및 교양부문 심사위원 후보자 추천 (이훈복 교수, 이은주 교수,
유영한 교수, 양금철 교수)

•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후보자 추천(박종욱 교수, 이창석 교수)
• 2021년

IUCN한국위원회 정기총회 참석(한동욱 대외협력위원장)

• 2021년 생물과학협회 1차 이사 및 대의원 총회 참석(이훈복 학회장, 정철의 부회장)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입주기간연장 평가 진행
• 2021년 물환경정책포럼 운영위원회 추천 (이창석 교수)
4월

• 2021년 생물다양성학술단체협의회 정기회의 참석(이훈복 학회장)
• 과총 정기총회 참석(이훈복 학회장)
• 2021년도 해외DB 학술지 평가 신청
• 2021년 제2차 이사회 개최
• 2021년 제1차 편집위원회 개최
• 2020년도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홈텍스)

5월

• 한국생물과학협회 2021년도 제3차 학술위원회(김기대 교수)
•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환경부)
• 한국차세대과학기술한림원 회원 후보자 추천(변채호 교수)
•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수집 동의서 제출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후보자 추천(이창석 교수)
• 기초연구연합 기초연구 성과사례 제출
• BMC 계약종료 안내메일 송부

6월

• [제31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선정 (김재근 교수)
• 제14회 여천생태학상 수상후보자 추천
• 제14회 여천생태학상 한국생태학회 심사위원 추천(정철의 교수)
• 2021년 기초연구 성과사례 제출(정철의 교수, 조용찬 박사)
• 한국생태학회 20년도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국세청)
• 2021년 동아시아생태학대회 준비회의 개최

7월

• 제9회 동아시아생태학대회 참여
• 한국생물과학협회 제2차 이사 및 대의원 총회 참여
• 한국생태학회 Newsletter 2021년 제18호 발행
• 당해년도 1분기 (세금)계산서 매출*매입계산서 제출 신고
• 2021년 한국생물과학협회 정기학술대회 참여
• IUCN 아시아지역 온라인 간담회 참여
• 2021년 한국생태학회 세미나 개최
• 한국생태학회 임시총회 개최

8월

• 2021년 J Ecol Environ 편집회의 개최(학회장, 편집위원장, 학술위원장, 총무이사)
• 2021년 J Ecol Environ 2차 편집회의 개최
• 기초연구본부 생명과학단 소관 학문분야 신규 전문위원 추천(이훈복 교수, 정철의 교수)
• 해당연도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 또는 신고
• SIL 조직위원회 구성을 위한 전문가 추천 (박상규 교수, 이규송 교수)
• 한국생태학회 Newsletter 2021년 20호 발행
• 2019년 제21차 물환경정책포럼 참여
• 2021년 한국생태환경과학협의회 준비 회의 개최

9월

• 제7차 세계보전총회(WCC) 프랑스 마르세이유 비대면 회의 참석 및 워크숍(이훈복 학회장,
한동욱 대외협력위원장)
• 추석 인사

10월

• 한국생물과학협회 제3차 이사 및 대의원 총회 참석

11월

• 2021년 물환경정책포럼 참여
• 한국생태학회 정기총회 개최

12월

• 한국생태환경과학협의회 학술발표대회 개최
• 2021년도 제4차 이사 및 대의원 총회 개최
• 2021 국가 R&D 정책 국회포럼
• 한국생태학회 2021 논문목록 안내
• 한국생태학회 논문등록(과총, 연구재단, kisti, 한국생태학회 홈페이지)
• 연회비 납부 안내

2. 한국생태학회 위원회별 사업보고(2021)
1) JEAE 편집위원회(박상규 위원장)
<2021년 사업 보고>
1. 2021년 Journal of Ecology and Environment 45권 29편 발행 진행 중
1월 : 5편, 2월 : 1편, 3월 : 2편, 5월 : 1편, 6월 : 1편 7월 : 2편, 8월 : 3편,
9월 : 1편, 10월 : 5편 11월 : 6편 12월: 2편
2. 한국생태학회 영문학술지 출판대행업체 변경
- BMC 계약 종료(2021. 12. 31)
- 메드랑인포랑 계약체결 완료(2021년 10월)
3. 새 투고심사 시스템 오픈
- https://e-jecoenv.org/submission/Main.html
4. 새 학술지 홈페이지 구축중 (2022년 1월 중 공개 예정)
<2022년 사업계획>
1. Journal of Ecology and Environment 46권 40편 이상 발행
2. 리뷰 논문 발행
3. Special Issue 발행
4. 새 출판 체제 정비 및 ESCI 신청 준비
2) 학술위원회 (김기대 위원장)
① 제 9회 동아시아생태학대회 (2021.07.10.일~07.13일 / Hohhat, China, 온라인 형식)
1. 대회명: 제9회 동아시아생태학대회 (The 9th EAFES International Congress)
2. 기

간: 2021년 7월 10일(토) ~ 13일(화)

3. 장 소: Hohhat, China(한국, 일본 등 외국인 참가자는 온라인으로 참여)
4. 주

제: “ Harmonizing People and Nature for Better Asia ”

한국생태학회 주요 일정 :
- Sunday 11 July, 2021
* Plenary Session: 9:50 ~ 10:20 (대한민국 : 10:50~11:20)
Hyesoon Kang(Sungshin University, Korea), Incidence and Correlates of Dioecy in Korean
Flora
* Parallel Sessions: 14:00 ~ 18:00 (대한민국 : 15:00 ~ 19:00)
S06: Plant-pollinator network: process and impact
S07: Ecological impacts of invasive alien species
- Monday 12 July, 2021
* Plenary Session: 14:30~15:00 (대한민국 : 15:30~16:00)
Chang Seok LEE(Seoul Women's University, Korea), Climate Change Adaptation through
Ecological Restoration
② 2021년 한국생태학회 세미나(2021년 8월 10일(화) 14:00~16:00 / 온라인 형식)
1. 행사: 2021년 한국생태학회 세미나
2. 일시: 2021년 8월 10일(화) 14:00~16:00
3. 주제: 탄소중립 정책을 현실화하기 위한 흡수원의 탄소수지 평가 방법 검토
2021년 한국생태학회 세미나
발표

총 ６ 편

참여인원

총 53 명

③ 2021년 한국생물과학협회 학술발표대회(2021.08.12.~08.13 / 이화여자대학교, 온라인 형식)
1. 행 사: 2021년 제76회 한국생물과학협회 정기학술대회
2. 일 시: 2021년 8월 12일(목) ~ 13일(금)
3. 장 소: 이화여자대학교 (온라인 개최)
4. 주 제: 진화생물학의 어제와 오늘: 연구와 교육적 조망
학술대회
편
발표

수

한국생물과학협회 정기학술대회
총

72

심포지움

3

신진연구자포럼

1

대학원생발표

1

구

두

5

포 스 터

62

편

* 제14회 여천생태학상 시상식 및 수상자 특별강연 진행
- 안치용 책임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세포공장연구센터)
➃ 2021년 한국생태환경과학협의회 학술발표대회(2021.12.09.~12.10 / 서울여자대학교)
1. 행 사 : 2021년 한국생태환경과학협의회 학술발표대회
2. 일 시 : 2021년 12월 9일(목)~12월 10일(금)
3. 주 제 : 탄소중립과 언택트 시대의 생태환경과학

학술대회
편
발표

한국생태환경과학협의회 학술발표대회

수

총

102

심포지움

4

신지연구자포럼

4

구

두

38

포 스 터

56

편

3) 홍보출판위원회
-뉴스레터 소위원회(남기정 위원장) : 2021년 : 뉴스레터 20호 발간 완료, 21호 진행 중
4) 대외협력위원회(한동욱 위원장)
1. 대중학술지 관련 진행현황
- (사)시민환경연구소 주최 간담회(2020.11.) 참여
∙ 환경생태분야 시민과학 사례의 성과와 발전방안
∙ 시민과학의 과학적 접근과 협력방안(시민사회-한국생태학회)
∙ 학회관계자: 이훈복 학회장, 이은주 전학회장, 한동욱 대외협력위원장
∙ 시민사회 : 백명수 소장, 최진우 박사(시민환경연구소), 강홍구 대표(네이처링),
이상현 처장(녹색미래)
- 학회 간 협력을 통해 공동 대중학술지 발간 논의 중 : 복원생태학회
2. IUCN 한국위원회(IUCN Korea)
- IUCN Asia 대표 Dindo Campilan 박사와 IUCN Korea 회원 대표 간 온라인 회의(2021.8.4.)
- 참석 : 이훈복 학회장
3. 제7차 세계보전총회(WCC) 프랑스 마르세이유 비대면 회의 참석 및 워크숍
- 2021.9.3.(금) ~11.(토) [9일간] 온라인 참여
- 워크숍 (2021.9.5.(일)~9.7.(화), 원주 인터불고호텔)
∙ 참석: 이훈복 학회장, 한동욱 대외협력위위원장
∙ 내용: 국립공원공단과 IUCN한국위원회가 선정한 세션 공동 참여 및 세션 진행 및
세션 요약정리 후 발표
4. 제3회 세계리더스보전포럼 (2022년, 제주) 자문위원회 참석
- 제주에서 2022년 9월~10월경 개최되는 제3회 포럼 준비를 위한 자문위원회 참석
- 세계리더스보전포럼은 전문가 회의, 리더스 대화, 리더스 원탁회의, 부대행사 등으로
개최되며 포럼주제 및 다양한 운영방식 논의
- 참석 : 한동욱 대외협력위원장

3. 공로패 및 감사패 전달
공로패 : 23대 회장 이은주 교수님
감사패 : 서울대학교 김재근 교수님 기부금 후원 감사패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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