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환경공학회 회장 및 평의원 선거 규정 개정 안내
공정성과 신속한 선거, 비용 등을 고려하여 2018년 5차 이사회, 2019년 1차 이사회에서 회장 및 평의원 선거 규정 개정이
아래의 내용으로 인준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회장선거 규정
현행

개정

제1조 (회장의 선출)
제1조 (회장의 선출)
회장은 평의원의 직접투표로 선출된다. 투표는 우편 등 비 회장은 평의원의 직접투표로 선출된다. 투표는 비밀이 보
밀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한다.
장되는 온라인투표시스템 방법으로 한다.
제6조 (후보등록)
회장 후보는 투표개시일 30일전까지 평의원 선출자격이
있는 정회원 20명 이상의 추천을 얻어 후보 등록된 자로
한다

제6조 (후보등록)
회장 후보는 투표개시일 30일전까지 평의원 후보자격이 있
는 정회원 20명 이상의 추천을 얻어 후보 등록된 자로 한
다.

제8조 (선거방법)
제8조 (선거방법)
1. 선거관리위원회는 평의원에게 후보 명단과 투표지를 우 1. 선거관리위원회는 평의원에게 후보 명단과 전자투표 기
편으로 통보한다.
간 등을 문자,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한다.
2. 각 평의원은 후보 중 1인에게 투표하여 선거관리위원회 2. 각 평의원은 전자투표 기간 내에 후보 중 1인에게 투표
에 우편 등으로 통보한다.
하여야 한다.

❏ 평의원 선거 규정
현행

개정

제1조 (평의원의 선출)
제1조 (평의원의 선출)
평의원은 선거년을 포함하여 최근 2년이상 연회비를 납부
평의원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난수추첨방식으로
한 정회원의 직접투표로 선출된다. 투표는 우편 등 비밀이
선출된다.
보장되는 방법으로 한다.
제5조 (후보자격)
제5조 (후보자격)
평의원 후보는 평의원 선거 10일 이전에 선거년을 포함하여
평의원 후보는 평의원 선거 10일 이전에 선거년을 포함하
최근 3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에 한 한다.
여 최근 3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에 한 한다.
제6조 (선거방법)
평의원 정원의 산출, 후보의 선정, 투표 및 개표는 선거관
리위원회에서 하며, 최종 당선자는 투표결과를 토대로 회
장이 발표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권자에게 평의원 정원과 제5조에
서 정한 자격을 갖춘 후보 명단을 우편으로 통보한다.
2. 각 투표권자는 평의원 후보 중 5인 이내에게 투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 등으로 통보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를 개표하여 당선가능한 평의원
후보를 다득표순으로 회장에게 통보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평의원 정원만큼 당선자를 득표순으
로 확정하여 수락여부 및 평의원 회비납부 여부를 확인
한 후 회장에게 통보한다. 당선된 후보가 당연직 평의원
이 되거나, 임기도중 사퇴 및 사망 등의 이유로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평의원 선거결과의 차점자 순으로 선출직
평의원을 임명하고, 그 잔여임기를 계승한다.

제6조 (선거방법)
평의원 정원의 산출, 후보의 선정, 무작위 난수 추첨은 선
거관리위원회에서 하며, 최종 당선자는 무작위 난수추첨 결
과를 토대로 회장이 발표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는 평의원 정원과 제5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후보 명단을 확정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평의원 후보를 무작위 난수추첨을 통
해 평의원 정원의 150% 순번까지 추첨한 후, 추첨된 순
서대로 수락여부 확인하여, 평의원 정원을 정족한 후 명
단을 회장에게 통보한다.
3. 당선된 후보가 당연직 평의원이 되거나, 임기도중 사퇴
및 사망 등의 이유로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무작위 난수
추첨을 통해 선정된 순서대로 수락여부 확인 후 선출직
평의원으로 임명하고, 그 잔여임기를 계승한다.

❏ 2019년도 선거관리위원회
- 위원장(1명) : 최희철
- 위 원(8명) : 김종오, 손아정, 이경혁, 이종훈, 장암, 최한나, 허남국, 홍승관
❏ 제22대 회장 선거 일정(임기 : 2020.1.1 ~ 2021.12.31)
8월 12일(월) - 8월 16일(금) 18시

후보자 등록

8월 21일(수)

후보자 심사 및 공지

8월 22일(목)

투표안내

9월 20일(금) 9시 - 9월 26일(목) 17시

전자투표

9월 26일(목) 17시

개표

9월 26일(목)

당선자 공고

❏ 7대 평의원 선출 일정(임기 : 2020.1.1 ~ 2021.12.31)
11월 19일(화)

평의원 연회비 납부마감

11월 29일(금)

평의원 선출 (무작위 난수추첨)

11월 29일(금)

당선자 공고

대한환경공학회 제22대 회장선거

투표 참여방법 안내

투표가 시작되면 안내 문자 및 안내 메일이 발송됩니다.
선거인께서는 투표 방법을 확인 하신 후

PC, 스마트폰, 문자 중 1개를

선택하여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투표가 완료되면 되돌릴 수 없으니 투표시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환경공학회 선거관리위원회

제22대 회장 선거 일정(임기 : 2020.1.1 ~ 2021.12.31)
8월 12일(월) - 8월 16일(금) 18시

후보자 등록

8월 21일(수)

후보자 심사 및 공지

8월 22일(목)

투표안내

9월 20일(금) 9시 - 9월 26일(목) 17시

투표

9월 26일(목) 17시

개표

9월 26일(목)

당선자 공고

대한환경공학회 제22대 회장선거

[PC]를 통한 투표 참여방법 안내

1. 투표가 시작되면 개인 고유 URL을 포함한 안내메일이 발송됩니다.

2. URL을 클릭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보안문자를 입력합니다.

3. 이름을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4. [제1선거]를 클릭하시면 후보자 정보, 공약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투표하기] 버튼을 눌러 투표에 참여합니다.

6. 투표하고자 하는 후보자를 선택 후 [투표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 한번 투표가 완료되면 되돌릴 수 없으니 투표 시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선거인이 투표를 완료하면 뜨는 화면입니다.
선거인의 투표값이 개표결과에 반영이
되었는지 알 수 있는 투표확인증입니다.
선거인이 비밀번호를 지정하여 입력한 후
[투표확인 검증 값 저장] 버튼을 눌러
투표확인 검증 값을 저장합니다.
* 저장 없이 닫기 버튼을 누르면 개표 후에
투표 값 반영 여부를 확인 할 수 없습니다.

대한환경공학회 제22대 회장선거

[스마트폰]을 통한 투표 참여방법 안내

1. 투표가 시작되면 개인 고유 URL을
포함한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2. 개인 URL을 클릭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보안문자를 입력합니다.

3. 이름을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4. 선거명, 각 후보자 정보를 조회하고 [투표하기] 버튼을 눌러 투표에 참여합니다.

5. 투표하고자 하는 후보자를 선택 후 [투표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 한번 투표가 완료되면 되돌릴 수 없으니 투표 시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선거인이 투표를 완료하면 뜨는 화면입니다.
선거인의 투표값이 개표결과에 반영이
되었는지 알 수 있는 투표확인증입니다.
선거인이 비밀번호를 지정하여 입력한 후
[투표확인 검증 값 저장] 버튼을 눌러
투표확인 검증 값을 저장합니다.
* 저장 없이 [닫기] 버튼을 누르면 개표 후에
투표 값 반영 여부를 확인 할 수 없습니다.

대한환경공학회 제22대 회장선거

[문자]를 통한 투표 참여방법 안내

1. 투표가 시작되면 안내 문자를 받게 됩니다.
2. 선거인은 후보자의 숫자(투표값)을 전송합니다.
(투표값은 한 개만 가능합니다.)
3. 선거인이 투표한 값에 대한 투표결과 정보가 문자로 발송됩니다.
[참고] 문자투표는 투표확인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