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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2001년 10월 12일(금) 오후 1시 

장  소：순천대학교 인사대 2호관 

참석자：회장 김성철 외 896명 

1. 개회 

2. 국민의례 

3. 개회사(김성철 회장) 

4. 축사(허상만 총장) 

5. 2001년도 사업보고 

6. 200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7. 차기임원 인준：제19대 임원, 제13대 평의원 

8. 학회상 시상 

9. 지부 보고 

10. 학회발전위원회 보고 

11. 기타 토의 

12. 폐회 

 

■ 2001년도 회무보고 

1. 학회지 발간 사업 

ㆍ기술지(고분자과학과기술) Vol. 12, No. 1∼4 발간 

ㆍ학술지(폴리머) Vol. 25, No. 1∼5 발간 

ㆍ영문지(Korea Polymer J.) Vol. 9, No. 1∼4 발간 

2. 총회 및 연구논문발표회 

ㆍ춘계총회(4.13(금)∼14(토) 한양대학교) 

상암고분자상 수상기념강연 1편 

초청특별강연 1편 

특별강연  33편 

연구논문발표(포스터포함)   523편 

등록인원  1,030명 

ㆍ추계총회(10.12(금)∼13(토) 순천대학교) 

학술상 수상기념강연 1편  

초청특별강연 1편  

특별강연 24편 

연구논문발표(포스터포함)   640편 

3. 산학협동 사업 

ㆍ2001년도 고분자토론회(5.17(목)∼18(금))      

장소：한솔오크벨리 참석인원 : 29명 

ㆍ제9회 고분자 아카데미 (6.20(수)-22(금)) 

장소：기술표준원 참석인원 : 59명 

ㆍ2001 산.학.연 여름 연합 심포지움(7.25(수)-27(금)) 

장소：충무금호리조트 참석인원 : 18명 

ㆍ제23회 고분자 기기분석(11. 8(목) - 9(금)) 

장소：한국화학연구원   

4. 이사회 및 평의원회 개최 

ㆍ이  사  회∼3회 개최 

ㆍ평 의 원 회∼1회 개최 

ㆍ지부장회의∼1회 개최 

5. 제위원 활동 사항 

ㆍ 운영이사회 9회 

ㆍ「폴리머」편집위원회 5회 

ㆍ「고분자과학과기술」편집위원회 4회 

ㆍ「Korea Polymer Journal」편집위원회 1회 

ㆍ학회발전위원회 3회 

ㆍ선거관리위원회 2회 

ㆍ학술상 심사위원회 2회 

ㆍ상암고분자상위원회 1회 

6. 폴리머 및 Korea Polymer J. 논문 접수 현황 

ㆍ폴리머   

년도 
이월  

논문 

접수 

논문 
소계 

게재 

논문 

채택 

불가 
현재 

2001 56 94 150 90 10 50 

ㆍKorea Polymer Journal   

년도 
이월  

논문 

접수 

논문 
소계 

게재 

논문 

채택 

불가 
현재 

2001 13 50 63 28 11 24 

7. 학회상 및 과총우수논문상 수상자 

ㆍ학회상：학술상-김환규 박사(한남대) 

우수학위논문상 

-이원목 박사(포항공과대학교) 

-정임식 박사(한국과학기술원) 

기술상-이찬홍 박사(LG화학기술원) 

ㆍ과총우수논문상 : 장태현 박사(포항공과대학교) 

8. 일본고분자학회와 본 학회간 과학자 교류 

ㆍ본 학회 춘계총회시 일본과학자 4명 초청 

-일본고분자학회 회장 ： T. Kajiyama(Kyushu 

University) 

-일본고분자학회 부회장：H. Yamaoka(The Univ. 

of Shiga Prefecture) 

-Young Scientists：K. Ute(Osaka University) 

T. Yamashita(Science U. 

of Tokyo) 

2001년도 추계총회 회의록 

 
학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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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제50회 일본고분자토론회(9.12-14)에 본 학회 

회원 3명 파견 

-본부：이명천 교수(동국대) 

-대구경북지부：류원석 교수(영남대) 

-충청지부：박수진 박사(한국화학연구원) 

9. Home Page 개선  

ㆍWeb Site 정비 

ㆍ회원관리 on-line화 

ㆍ학회발표논문 접수 on-line화 

 

■ 2002년도 예산(안) 

(단위：천원) 

수 입 지 출 

계정과목 금  액 계정과목 금  액 

전년도 이월금 

회비수입 

정회비수입 

학생회비수입 

기업체년회비수입 

이사회비 

평의원회비수입 

종신회비연회비 

구독료 수입 

구독회비수입 

도서관회비수입 

투고료수입 

총회수입 

등록비외 

과총보조금 

학진보조금 

산학협동사업수입 

고분자아카데미 

고분자토론회 

고분자산.학.연 

고분자기기분석 

광고수입 

기술지광고게재료 

보조금 

과총(영문지) 

(국문지외) 

학진(영문지) 

(국문지) 

이자수입외기타수입 

72,755 

85,350 

40,000 

500 

16,000 

4,000 

7,000 

17,850 

26,000 

15,000 

11,000 

37,000 

72,000 

65,000 

4,000 

3,000 

50,000 

12,000 

6,000 

24,000 

8,000 

45,000 

45,000 

26,000 

10,000 

3,000 

10,000 

3,000 

2,000 

 

 

 

 

 

 

학회지 발간비 

학회지발간 인쇄비 

학회지발간 원고료 

학회지발간 심사료 

제위원활동비 

선거관리위원회 

지부보조비 

총회행사비 

산학협동사업비 

고분자아 카데미 

고분자토론회 

고분자 산.학.연 

고분자 기기분석 

운영비용 

급료 및 상여 

관리비 

통신비 

여비교통비 

소모품비 

인쇄비 

지급수수료 

경조비 

제세공과금 

보험료 

대의원회비 

용역비 

신년하례식비용 

보조금(화학관련연합회) 

잡비 

HOME PAGE 

퇴직금 예치금 

예비비 

이월금 

 

91,000 

85,000 

4,000 

2,000 

25,000 

1,000 

10,500 

50,000 

46,000 

9,000 

6,000 

24,000 

7,000 

99,100 

48,500 

17,000 

16,000 

4,000 

2,500 

1,000 

1,000 

1,000 

1,000 

1,200 

900 

1,500 

500 

1,500 

1,500 

5,000 

5,000 

1,000 

82,505 

합     계 416,105 합     계 416,105  

수석부회장 투표 결과  
 

일  시：2001년 9월 7일(금) 오후 4시 

장  소：한국고분자학회 회의실 

참석자：정진철, 최길영, 강용수, 권순기, 김성훈, 김정수, 

김철희, 민경은, 이광섭 

회의결과： 

ㆍ평의원수：117명 

투표자수：112명 

무효표수：3명 

유효표수：109명 

 

ㆍ개표결과 

이동호 후보 당선 

 

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 

정  진  철 

최  길  영 

강  용  수 

권  순  기 

김  성  훈 

김  정  수 

김  철  희 

민  경  은 

이  광  섭 

채  규  호 

하  창  식  
 

■ 2002년도 사업계획 

1. 회지발간 사업  

·고분자과학과기술 Vol. 13, No. 1∼6 (짝수달 발간) 

·폴리머 Vol. 26, No. 1∼6 (홀수달 발간) 

·Korea Polymer J. Vol. 10, No. 1∼6 (짝수달 발간) 

2. 행사 

·춘계총회 및 연구논문발표회(4월) 서울대학교 

·추계총회 및 연구논문발표회(10월) 군산대학교 

·2002년도 고분자토론회(5월) 보광휘닉스 또는  

한솔오크벨리 

·제10회 고분자 아카데미(6월) 기술표준원 

·2002 산.학.연 여름 연합 심포지움(7월)  

한화리조트(속초) 

·제24회 고분자 기기분석(11월) 한국화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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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Home Page의 지속적인 확충작업 

·의견수렴 활성화  

평의원회：E-Mail을 활용한 중요 안건 사전 송부 

및 의견수렴 학회전일 평의원 모임 

활성화 

총회：학회이전 보고 및 승인 안건 학회 Home 

Page에 게재 등록 시 참석이 불가능한 회

원들로부터 위임장 접수 제도 활용  

 

■ 2002년도 고분자학회 임원(안) 

회      장  정진철 

수석부회장  이동호 

부  회  장  강두환, 이희연, 박호진 

감      사  김동국, 김정호 

전 무 이 사   최길영 

총 무 이 사   송기국 

평이사(34명)  

(서울ㆍ경기) 강용수, 김우년, 김정안, 김중현, 노시태,   

이두성, 이상원, 이영무, 이영철, 이희우, 

장정식, 조원호, 최순자   

(충청지부)  박정기, 이광섭, 이규호, 홍성권  

(대구·경북지부) 박이순, 장진해, 장태현 

(부산·경남지부) 박동규, 박영욱, 하창식  

(호남지부) 김장주, 이대수, 채규호 

(산업계) 구정기, 김순식, 원호연, 유진녕, 윤인선,  

이안기, 정광춘, 정영태  

 

▶ 13대 평의원 명단 (임기：2002. 1.1∼2003. 12.31) 

 서울ㆍ경기ㆍ강원 

비산업계 심정섭, 김원택, 김점식, 노익삼, 안태완, 조의환, 
홍성일, 김은영, 한만정, 진정일, 이후성, 성용길, 
김광웅, 김영하, 김낙중, 강두환, 임승순, 강용수, 
김정안, 안광덕, 이영무, 조원호, 차국헌, 김병철, 
최철림, 김재진, 노시태, 이두성, 김철희, 윤진산, 
박수영, 김성훈, 김준경, 김동영, 이상원, 김동국, 
김수현, 김진환, 김우년, 김중현, 장정식, 한양규, 
권익찬, 강호종, 인교진, 장지영, 박기동, 허완수, 
김상욱, 임순호, 진인주, 이희우, 조재영, 조창기, 
김성수, 김영철, 김정호, 최순자, 강혜정, 서경도, 
배영찬, 서동학, 조현남, 박연흠, 김병식, 박종래, 
이해원, 2002수석부회장, 2002 총무이사 

산업계 이부섭, 윤인선, 김순식, 김태한, 박종명, 전영관, 
한상규, 김대식, 정종구, 김경원, 김종수, 김창규, 
고대종, 윤경근, 김범성, 강은영, 안중우, 신현주,
이건주 

 대구ㆍ경북지부 

비산업계 정진철, 김우식, 민경은, 김봉식, 하기룡, 박찬언, 
서관호, 장태현, 강인규, 서길수, 조길원, 이문호, 
손태원, 이원철, 김진곤,  2002 지부장 

산업계 서장혁 

 부산ㆍ경남지부 

비산업계 김정엽, 하창식, 이진국, 조원제, 이장우, 김  일, 
박상욱, 김병규, 권순기, 조남주, 김한도, 김원호, 
정한모, 서차수  2002 지부장 

산업계 이미혜, 이상효, 윤정식, 김구니, 문규열 

 충청지부 

비산업계 이서봉, 김성철, 최길영, 이해방 심홍구, 박오옥, 
이광섭, 박정기, 이규호, 이재락, 김상율, 주혁종, 
정인재, 김환규, 이재흥, 김은경, 김진백, 이창진, 
신재섭, 이미혜, 진문영, 홍성권, 김공수, 우성일, 
김정수, 류주환, 공명선, 최삼권 2002지부장 

산업계 여종기, 우상선, 원호연, 유진녕, 홍순용, 이안기, 
최창현, 박광호 

 호남지부 

비산업계 이대수, 채규호, 조병욱, 김장주, 김진봉, 나재운, 
조성효, 이종문, 이희연, 도춘호,  2002 지부장 

산업계 박성수, 이경우 

 

■ 학회상 수상자 명단 

ㆍ상암고분자상 

심홍구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조종수 박사 (서울대학교) 

ㆍ신진학술상 

김성훈 박사 (한양대학교) 

이명수 박사 (연세대학교) 

ㆍ우수논문상 

영문지：이해방 박사 (한국화학연구원) 

국문지：황택성 박사 (충남대학교) 

 

■ 2001년도 지부 사업실적 및 2002년도 사업계획 

♠ 대구·경북지부  

▶ 2001년도 사업실적 

1. 5월 10일：전임지부장 초청 간담회겸 지부이사

회 개최 

2. 6월 4일：지부초청강연회 

(경북대 공대 9호관 117호실) 

서길수 교수(영남대 응용화학공학부)  

  “Hybrid Organic-Inorganic Nanocomposites” 

조동환 교수(금오공대 고분자공학과) 

  “Engineered Interphase in High Performance 

Polymer/Carbon Fiber Composites Using 

Phenylethyl-terminated Polyimide” 

3. 7월 28일：지부 야유회개최 

(대구 팔공산 파계재 등반) 

4. 10월：산업체주최 산학협동세미나 개최 예정 

5. 11월：대구경북지부초청 대구경북/부산경남지부 합

동세미나 개최 예정 

6. 12월：지부이사회 개최 예정 

7. 12월：지부특별강연 및 지부정기총회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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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도 사업계획 

ㆍ2002년 5월：지부초청 세미나 

ㆍ2002년 7월(초순)：지부 야유회 

ㆍ2002년 8월(중순)：부산경남/대구경북지부 합동

세미나 (부산경남지부 주최)  

ㆍ2002년 10월：산학협동 세미나 개최 

ㆍ2002년 12월：지부 이사회 개최 

ㆍ2002년 12월：지부 특별강연 및 정기총회  

♠ 부산·경남지부  

▶ 2001년도 사업실적 

1. 2001. 3. 27：특별 세미나(부산대) 

연사：Dr. Tadahisa Iwata (Polymer Chemistry 

Lab., RIKEN Inst., Japan) 

제목：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TEM) 

Study on Biodegradable Polymers 

▶ 2001년도 잔여 사업계획 

1. 2001년 구주 서부-부산 경남 섬유·고분자 합

동 심포지움 개최 

2. 부산경남-대구경북지부 세미나 개최 

3. 특별 세미나 1회 

▶ 2002년도 사업계획 

1. 부산경남-대구경북지부 세미나 개최 

2. 특별 세미나 2회 

3. 고분자 기술과 공업 제5권 발간 계획 

♠ 충청지부  

▶ 2001년도 사업실적 

1. 신년하례식 

2001년 2월 7일(수) 오후 5시부터 KAIST에

서 서 대한화학회 대전ㆍ충남지부, 한국유변학

회 대전ㆍ충남지부, 한국화학공학회 충남지부, 

한국공업화학회 대전ㆍ충남지부, 한국고분자학회 

충청지부와 공동으로 개최 하였음 

2. 지부 뉴스레터 발간-년 2회 예정 

   제1호 : 9월, 제2호 : 12월  

3. 지부 학술세미나-년 4회  

ㆍ제1회：2001년 5월 20일 

연사：유혁 교수(미국 웨스콘신 대학교 화학과) 

장소：충남대학교 제1공학관 이과대학 세미나실 

ㆍ제2회：2001년 10월 20일 

연사：Hiroyuki Nishimura 

장소：한남대학교 이과대학 세미나실 

ㆍ제3회：2001년 11월 예정 

ㆍ제4회：2001년 12월 예정 

4. Homepage 구축 개시 2001. 7. -2001. 12 완성 예정 

5. 실무이사회-년 3회  

ㆍ제1회：2001년 2. 15. 사업계획 진행에 대한

토의  

ㆍ제2회：2001년 7. 18. Homepage 구축 및 평의

원 선거에 대한 토의 

ㆍ제3회：2001년 9. 8. 평의원 선거 개표  

6. 지부이사회-12월중 1회 

7. 정기총회-12월중 1회 

·2001년도 결산 및 2002년 사업계획토의 

·2002-2004년도 임원선출  

▶ 2002년도 사업계획 

1. 신년하례식 

2. 지부 뉴스레터 발간：년 3회 예정(4월, 9월, 12월) 

3. 지부 학술세미나：년 4회 예정(3월, 6월, 9월, 12월) 

4. 실무이사회：년 3회(2월, 7월, 9월)  

5. 지부이사회-12월중 1회 

6. 정기총회-12월중 1회 

(2002년도 결산 및 2003년 사업계획토의) 

♠ 호남지부  

▶ 2001년도 사업실적 

1. 지부 특강  

일시：5월 25일(금) 오후 2:10∼3:00     

(군산대 공대 2호관 TIC세미나실) 

연제 ：Manufacturing of Porous Polymeric 

Materials by Physical Foaming Proc-

ess: A Fundametanl Approach 

연사：Dr. Wirogana Ruengphrathuengsuka, 

Head of Chem. Eng. Dept., Burapha 

University, Thailand  

2. (예정) 초청강연회 “난연 고분자” 

일시：10월 25일(목)          

(군산대 공대 건축관 창업보육센터 회의실) 

15:00∼15:10 등록  

15:10∼15:20 지부장  인사말 

15:20∼16:00 초청 강연 I   

연제：난연 ABS 개발  

16:00∼16:20 Coffee Break  

16:20∼17:00 초청 강연 II 

연제：전선피복 적용을 위한 폴리올레핀 기능화 

연구  

연사：공정호 박사(한화석유화학 중앙연구소) 

3. (예정) 초청강연회 및 정기 총회  

14:00∼14:20 등록  

14:20∼14:30 인사말(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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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17:00 초청 강연회 “광산업과 고

분자”  

17:00 - 18:00 정기 총회 

▶ 2002년도 사업계획  

1. 지부 초청강연회 2회∼5월, 11월  

2. 지부 특강 2회∼7월, 9월  

3. 정기총회∼12월 

*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학회발전위원회 회의록  

 

1. 개정 영문지명 제안 

·영문지 편집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아

래의 학술지 이름들이 많은 호응을 받았고, 이들 

중 가장 많은 표를 받은 Macromolecular Re-

search (Macromol. Research)를 개정 영문지명

으로 제안함. 

Macromolecular Research (Macromol. Res.)  

Macromolecular Science and Engineering 

(Macromol. Sci. Eng.)  

Journal of Macromolecular Research(J. Mac-

romol. Research)  

Polymer Science and Technology(Polym. Sci. 

Tech.)  

Macromolecular Science and Technology 

(Macromol. Sci. Tech)  

·편집위원회에서는 이름 변경과 함께 표지도안, 

쪽 모양의 변경 및 editorial board의 전면 개편

도 고려하고 있음. 

2. 총회 위임장 제도 활용  

·현재 평의원회의, 이사회 소집 시 참석이 불가능 

한 위원으로부터 위임장을 제출 받고 있으나 평

의원회 소집시만 위임장 명문화되어 있음 

·특히 총회의 경우 참석률 저조로 회의 성립 여부

를 파악하기 어려움.   

·따라서 총회의 경우도 참석 불가한 회원들에 대

해서 통상의 회의 소집이 관행에 따라 등록 시에 

위임장을 받기로 함. 

·단, 위임장은 회의성립 정족수로만 활용, 의사결

정에 대한 의결권은 없음. 

3. 의견수렴 활성화 대책 건 

·평의원회의 소집이전에 안건을 전자우편으로 송

부하고, 의견을 적극수렴. 

·학회전일 지부장 회의시 평의원들의 참석을 유

도키로 함. 

·총회 안건 및 보고사항을 총회 전에 학회 Home 

Page에 게재키로 함. 

·회원의 의견 수렴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회 Home 

Page를 적극 활용함. 

4. 이사회비/평의원회비 납부제도 개선(안)  

·현재 평의원과 이사를 겸임하는 경우 연간 이사

회비 ￦100,000원과 평의원회비 ￦50,000원 

등 총 ￦150,000원을 납부해야 함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따라서 2002년부터 평의원과 이사를 겸임하는 

경우 이사회비만  ￦100,000원을 납부키로 함. 

 

상암고분자상 운영위원회 회의록 

 

일   시：2001년 9월 24일 (월) 12시 

장   소：조양관 

참석위원：조의환(위원장), 한만정, 김은영, 이후성, 

성용길, 김광웅 

2001년도 상암고분자상 수상 후보자인 KAIST 

심홍구교수 와 서울대 조종수교수의 학술업적을 

심사한 결과 두 후보자의 업적이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우수하여 공동 수상자로선정키로 의

결함(위원 전원 찬성). 상금은 각 250만원으로 

정함. 

 

제1회 평의원회 회의록 

 

일  시：2001년 10월 5일(금) 오후 4:00 

장  소：한국고분자학회 회의실 

안  건：ㆍ제19대(2002) 수석부회장 선거 결과 보고 

차기임원(2002) 추천 

ㆍ2001년도 사업보고 및 중간결산 보고 

ㆍ200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ㆍ학회상 수상자 보고 

ㆍ기타 안건 

 

제2회 지부장회 회의록 

 

일  시：2001년 10월 11일 (목) 오후 6:30 

장  소：팔마정 

안  건：ㆍ2001년도 중간 사업보고 

ㆍ200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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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제19대(2002) 수석부회장 선거 결과 보고 

ㆍ제13대(2002∼2003) 평의원 선거 결과 

보고 

ㆍ차기임원(2002)  

ㆍ각지부 2001년도 중간 사업실적 및 2002

년도 사업계획 보고 

ㆍ상암고분자상, 신진학술상 및 우수논문상 

수상자 선정 보고 

ㆍ선거관리위원회 및 학회발전위원회에 관한 

사항 

ㆍ영문지 명칭 변경 

ㆍ기타 안건 

 
제3회 이사회 회의록 

 

일  시：2001년 10월 5일(금) 오후 5:00 

장  소：한국고분자학회 회의실 

안  건：ㆍ2001년도 사업보고 및 중간결산 보고 

ㆍ200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ㆍ제19대(2002) 수석부회장 선거 결과 보고 

ㆍ제13대(2002∼2003) 평의원 선거 결과 보고 

ㆍ차기임원(2002) 선출 

ㆍ학회상 수상자 보고 

ㆍ선거관리위원회 및 학회발전위원회에 

관한 사항 

ㆍ영문지 명칭 변경 

ㆍ한국화학관련학회연합회 차기회장 추천 

ㆍ기타 안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