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이화학, 2020 촉매과학상 신청 접수
-지속 가능한 사회에 기여하는 촉매 과학

-신청서는 2019년 9월 2일부터 온라인 접수
도쿄--(BUSINESS WIRE)--미쓰이화학(Mitsui Chemicals Inc./소재지: 도쿄 미나토구, 사장
겸 최고경영자[CEO]: 단노와 쓰토무[Tsutomu Tannowa])이 9 월 2 일부터 회사 웹사이트를
통해 ‘2020 미쓰이화학 촉매과학상(2020 Mitsui Chemicals Catalysis Science Award)’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미쓰이화학은 화학과 화학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04 년
‘미쓰이화학 촉매과학상’을 제정했다. 특히 이 상은 ‘촉매 과학상(Catalysis Science
Award)’과 ‘창의적 업적에 대한 촉매 과학상(Catalysis Science Award for Creative
Work)’으로 구성되어 촉매 과학 분야의 뛰어난 업적을 인정한다.
미쓰이화학은 화학 산업계가 기여할 수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를 포함한 사회적
이슈를 부각하기 위해 2020 년 상의 부제를 ‘지속 가능한 사회에 기여하는 촉매
과학(Catalysis Science Contributing to Sustainable Society)’으로 정했다. 회사는 고체
촉매, 분자 촉매, 생체 촉매는 물론 촉매 작용을 통한 친환경 공정과 희유금속 및 새로운
촉매 작용을 통한 재료 과학 연구 및 개발을 포함한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의 신청을
환영한다.
이 상을 위한 신청서 제출 웹사이트는
https://www.mitsuichem.com/en/techno/csa/index.htm 이다.
1. 상
미쓰이화학 촉매과학상

적격
신청자

포상

창의적 업적에 대한 미쓰이화학
촉매과학상

- 부제에 정의된 촉매과학 분야에서

- 부제에 정의된 촉매과학 분야에서

특출한 업적을 쌓은 연구원이나 공공

독창적 업적을 쌓은 연구원이나 공공

연구기관과 연계된 연구원

연구기관과 연계된 연구원

- 수상자 1 명

- 수상자 최대 2 명

(격년제)

(격년제)

- 2019 년 4 월 1 일 현재 47 세

- 2019 년 4 월 1 일 현재 37 세

미만이어야 한다

미만이어야 한다

상패와 상금 500 만엔

상패와 상금 100 만엔

2. 선정 일정
수상자는 미쓰이화학이 촉매과학 분야 세계 최고 전문가 몇 명과 미쓰이화학 대표자
1 명으로 구성한 선정위원회가 선정한다.
웹 신청 접수 개시

2019 년 9 월 2 일

접수 마감

2019 년 12 월 31 일

수상자 발표

2020 년 6 월 중 웹사이트와 전문 잡지 등을 통해 발표

시상식 및 기념 강연 수상자들은 2020 년 가을에 기념 강연을 하도록 요청받을 것이다.
숙박비를 포함한 여비는 회사가 지불한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비즈니스 와이어(businesswire.com) 원문 보기:
https://www.businesswire.com/news/home/20190806005450/en/
[이 보도자료는 해당 기업에서 원하는 언어로 작성한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그러므로 번역문의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원문 대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처음
작성된 원문만이 공식적인 효력을 갖는 발표로 인정되며 모든 법적 책임은 원문에 한해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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