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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춘계총회 회의록 

 
일  시：2005년 4월 14일 12시 20분  

장  소：전경련회관 국제회의실  

참석자：조원호 외 85명(위임 382명 포함)  

■ 식순  
 1. 개회  

 2. 국민의례  

 3. 개회사  

 4. 축사  

 5. 2005년도 춘계 학회상 시상  

 6. 2004년도 업무보고, 감사보고 및 결산승인  

 7. 2004년도 임원 및 운영이사 감사패 증정  

 8. 위원회 및 지부 보고  

 9. 2005년도 사업계획  

 10. 30주년 기념사업 추진 상황 보고  

11. 토의  

12. 폐회 
 

■ 2005년도 춘계 학회상  

삼성고분자학술상(상패와 상금 1,000만원) 

장정식 박사(서울대학교)  

기술상(상패와 상금 100만원)  

정특래 사장((주)키토라이프) 

우수학위논문상(상장과 금메달 5돈)  

안병관 박사(서울대학교) 

오준학 박사(서울대학교)  

김정근(연세대학교)  
 
■ 2004년도 학회 업무 보고  

1. 학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ᆞ결제 및 등록 전산화 시스템 확립  

ᆞ공문 및 관련 사업의 온라인 발송 시스템 구축  

ᆞ학회 사무국 업무의 제도화  
ᆞ홈페이지 개선 및 활성화 

 
▣ 2004 추계학회 On-line 등록 신청자 

(일반 183명, 학생 626명) 

2. 학술대회 운영  

ᆞ산학 협동을 위한 기업 특별 홍보 부스 설치(춘계)  

ᆞ우수 포스터상 시상(춘, 추계)  
 
▣ 2004 추계학회 논문발표：6 특별 symposium  

(9 organizers)  

3. 학회지 발간사업  

ᆞ기술지(고분자 과학과 기술)：짝수달 발간  

Vol. 15, No 1∼6 발간완료  

ᆞ학술지(폴리머)：홀수달 발간  

Vol. 28, No 1∼6 발간완료  

ᆞMacromolecular Research：짝수달 발간  

Vol. 12, No 1∼6 발간완료 

4. 국내외 홍보 강화  

1) 학회 홍보용 영문지 제작 및 배포  

ᆞIUPAC MACRO 2004 국제학회 300부 배포： 

(7월 4-9일 프랑스 파리)  

ᆞPPS2004 국제학회 250부 배포： 

(8월 29일∼9월 1일 경주)  

2) 청소년을 위한 이공계 진로 엑스포： 

(전시 부스 독립화 추진 중)  

5. 총회 및 연구논문발표회  

ᆞ춘계총회 및 연구논문 발표회： 

2004. 4. 9(금)∼10(토) 고려대학교  

(발표논문접수 710편, 등록자 1,102명) 

ᆞ추계총회 및 연구논문 발표회： 

2004. 10. 8(금)∼9(토) 대구 GS 프라자 호텔  

(발표논문접수 741편, 등록자 1,122명)  

6. 학회 주관 사업  

ᆞ2004년도 고분자 토론회：2004. 5.14(금)∼15(토)  

강촌 LG 리조트(참석인원 48명) 

ᆞ제12회 고분자아카데미：2004. 6.23(수)∼25(금)  

고려대학교(참석인원 174명)  

  2004추계 2004춘계 2003추계 2003춘계 2002추계 2002춘계 

일반 183 138 152 183 27 87 

학생 626 402 417 314 132 250 

사전등록자 수 809 540 569 497 159 337 

총 등록인원 1,122 1,102 1,064 1,105 960 889 

사전등록 비율 72% 49% 54% 45% 16% 38% 

  2004추계 2004춘계 2003추계 2003춘계 2002추계 2002춘계 

초청특강 2 3 1 2 2 2 

특강 50 50 51 61 46 32 

oral 85 79 91 74 78 73 

poster 604 578 632 581 554 493 

합 계 741 710 775 718 680 600 

 
학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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ᆞ산ᆞ학ᆞ연 연합심포지움：2004. 7. 27(화)∼29(목)  

삼척팰리스호텔(참석인원 29명) 

ᆞ2004 청소년 이공계진로엑스포 

2004. 7. 23(금)∼27(화) (코엑스 전시장) 

(화공학회/고분자학회/공업학회 합동 전시 부스 운영)  

ᆞ제26회 고분자 기기분석 2004. 11. 11(목)∼12(금) 

(한국화학연구원)(참석인원：185명) 

7. 이사회, 평의원회, 운영이사회 및 기타 위원회 회의 

ᆞ자문위원회：1회 

ᆞ이사회：3회  

ᆞ운영이사회：9회 

ᆞ학회발전위원회：3회 

ᆞ학술위원회：3회 

ᆞ상암상 심사위원회：1회  

ᆞ학술상 심사위원회：2회  

ᆞ기술공로상 심사위원회：2회  

ᆞ평의원회의：2회  

ᆞ지부장회의：2회  

ᆞ선거관리위원회：1회  

ᆞ교육위원회：1회  

8. 일본고분자학회와 교류  

ᆞ일본고분자학회 춘계연구논문 발표회에 회장 

(김영하 박사), 수석부회장(조원호 박사)  

초청 방문(5월 25일∼27일)  

ᆞ춘계(일본 young scientist 2명 초청) 

Fumio Sanda(Kyoto University), Hiroyuki Asa-

nuba(University of Tokyo)  

ᆞ추계(일본고분자학회 방문) 

Yamaguchi University：9월 15일∼17일  

박  민 박사(KIST), 조남주 박사(부산대),  

김재필 박사(한국광기술원) 

9. 회비 납입 현황(2004년 12월 31일 현재) 

 본부 대경지부 부경지부 충청지부 호남지부 계 

종신회원 360 61 71 148 57 697 

정회원 250 41 67 217 56 631 

학생회원 456 128 103 192 87 966 

합 계 1,066 230 241 557 200 2,294 

구독회비납부(일반) 160 41 40 66 29 336 

구독회비납부(학생) 26 9 9 12 7 63 

■ 2004년도 결산  

(단위：천원) 

  

세입부 

계정과목 
2004년도  

예산 
2004년도  

결산 

회비수입  75,920 76,165 
정회비 수입  21,000 18,540 
학생회비수입 16,000 19,955 
기업체년회비수입  15,000 13,500 

이사회비수입 4,000 4,300 
평의원회비수입 7,000 6,950 
종신회비 년회비(기금회계전입) 12,920 12,920 

구독회비수입 24,000 23,100 
구독료수입(일반) 13,000 13,094 
구독료수입(학생) 0 652 

구독료수입(인터넷) 0 54 
도서관회비수입 11,000 9,300 
투고료수입  23,000 21,463 
입금액  17,548 
미수금  3,915 
총회수입  87,500 95,049 

등록비 80,000 71,500 
전시료  15,549 
과총 보조금 4,000 4,000 

학진 보조금 3,500 4,000 
광고수입  63,000 57,300 
입금액  46,900 

미수금  10,400 
보조금 39,500 25,000 
과총(영문지) 15,000 15,000 

과총(폴리머) 2,000 2,000 
과총(정보화산업) 1,500 1,000 
학술진흥재단(영문지) 15,000 7,000 

학술진흥재단(폴리머) 6,000 0 
사업수입  60,000 86,073 
고분자 아카데미  30,000 34,870 

고분자토론회 14,000 16,240 
산학연심포지움 8,000 9,163 
고분자기기분석 8,000 25,800 

기타사업수입 5,000 0 
KS용역사업수입 5,000 0 
기타수입 2,500 13,146 
예금이자수입외 500 579 
CD롬 판매 인지대외 2,000 3,688 
법인세 예수금 환급금 미수 
(2005년 4월말 입금예정) 

 6,000 

한국과학기술정보원 0 1,000 
이문호박사 영문지 상금  0 473 

부가세 및 갑근세 예수  916 
잡수입(2002년도까지의 미수금 중 입금액)  490 
국제심포지움 전입금 0 7,000 
EDPP8 0 3,000 
ICPOP 0 1,000 
PPS2004 0 3,000 

합   계 380,420 404,296 
전년도 이월금 105,692 110,692 

현금이월금  92,291 
2003년도 미수금 입금액  22,266 

2003년도 미수금 미입금액  11,613 
2003년도 미지급금 지급액  -15,237 
부가세및 갑근세  -241 

총   계 486,112 514,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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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도 기금회계 결산서 
(2004. 12. 31. 현재) 

◈ 일반 기금 예치금  

◈ 부동산(학회 사무실, 구입가)：202,796,000 

◈ 상암 고분자상 예치금 

전년도이월금 117,321,468 포상금 5,000,000 

당해년도 이자수입 4,969,360 회의비 430,000 

  차기이월금 116,860,828 

합  계 122,290,828 합  계 122,290,828 

삼성중기채권투자 3호 116,860,828 (삼성증권) 

◈ 학회상 기금 예치금 

◈ 국제협력 기금 예치금 

◈ 퇴직금 예치금 

세출부 

계정과목 
2004년도  

예산 

2004년도  

결산 

학회지 발간비  97,000 98,272 
회지발간 인쇄비  

회지발간 미지급금(12월호 발간분) 

88,000 74,856 

10,971 

회지발간 원고료  4,000 2,340 

회지발간 미지급금  420 

회지발간 심사료 5,000 4,100 

영문지편집비및교정료 0 3,275 

학진：영문지 환불금  1,800 

학진：국문지 환불금  510 

제위원활동비 25,000 31,005 
선거관리위원회 1,000 1,168 
지부보조비  10,000 10,084 
총회행사비  55,000 57,525 
운영비용  126,400 128,080 
급료 및 상여  62,000 66,306 

여비교통비  5,000 4,641 

통신비  21,000 19,149 

소모품비  3,000 2,349 

관리비  17,000 18,430 

용역비  3,000 1,991 

제세공과금  1,000 880 

인쇄비(공문서등)  1,000 578 

보험료(고용, 산재보험료외) 2,500 3,434 

지급수수료  6,500 5,658 

경조비  1,000 600 

신년하례식경비 500 303 

대의원회비(과총)  900 1,050 

잡비  2,000 2,711 

회비 및 기부금 2,000 2,000 
화학관련학회연합회 2,000 2,000 

사업비용  46,000 53,016 

고분자 아카데미  18,000 15,403 

고분자토론회 13,000 14,350 

산학연심포지움 8,000 10,040 

고분자기기분석 7,000 13,223 

기타사업비 0 1,043 
이공계EXPO  1,043 

홈페이지및S/W 관리비 6,000 5,000 
비품 2,000 1,400 
퇴직금예치금 6,000 6,000 
국제협력기금 전출금 0 7,000 
예비비 1,000 0 

합   계 377,400 401,593 
2004년도 이월금 108,712 113,395 
2004년도 잉여금 3,020 2,703 

2003년도 이월금 105,692 110,692 

총   계 486,112 514,988 

전년도이월금 182,747,313 종신회비 연회비 

일반회계 전출금 

12,920,000 

종신회비 수입 9,000,000 차기이월금 185,128,046 

당해년도 이자수입 6,300,733   

합  계 198,048,046 합  계 198,048,046 

삼성중기채권투자 2호 185,128,046(삼성증권) 

전년도이월금 192,648,846 고분자학술상 3,000,000 

당해년도 이자수입 9,954,202 기술상 1,000,000 

    공로상 700,000 

  우수학위논문상(2인) 780,000 

    우수논문상(2인) 1,000,000 

    우수포스터상 1,200,000 

    회의비및통신비 683,950 

   차기이월금 194,239,098 

합  계 202,603,048 합  계  202,603,048 

삼성중기채권투자 2호 194,239,098(삼성증권) 

전년도이월금 51,770,509 차기이월금 60,689,374 

BDPP8 3,000,000    

PPS2004 3,000,000    

ICPOP2 1,000,000    

당해년도 이자수입 1,918,865   

합  계 60,689,374 합  계 60,689,374 

삼성중기채권투자 3호 60,689,374(삼성증권) 

전년도이월금 87,836,391 차기이월금 97,108,128 

예입 6,000,000    

당해년도 이자수입 3,271,737    

합  계 97,108,128 합  계 97,108,128 

삼성중기채권투자 2호 97,108,128(삼성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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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 총액 

현금 653,150,372   

부동산 202,796,000   

◈ 별도 학회 보관 기금 

한중고분자심포지움 기금 23,885,963   

일본고분자학회 기금 51,117,473   

 

■ 사무 및 회계감사 보고서 
 

본 감사는 한국고분자학회의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 

수입과 지출 및 재무 상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감

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한국고분자학회 정관과 일반

적인 회계 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본 감사의 의견으로는 상기 결산보고서가 한국고분

자학회의 2004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

일로 종료되는 회계 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2005년  3월  31일 

 

한국고분자학회  감사 윤진산 
 

이상원  

 

■ 2004년 임원 및 운영이사 감사패  

회  장：김영하 박사  

부회장：김기협 박사, 윤도영 박사, 이진국 박사  

감  사：박이순 박사, 안광덕 박사  

전무이사：한양규 박사  

재무이사：김홍두 박사  

학술이사：이준영 박사  

조직이사：박기동 박사  

편집이사：김영철 박사, 박 민 박사  

정보전산이사：안동준 박사  

기획이사：권익찬 박사, 김덕준 박사, 김종만 박사,  

김지흥 박사, 남병욱 박사, 박수영 박사, 

백상현 박사, 윤호규 박사, 이미혜 박사,  

조준한 박사  

정보전산이사：안동준 박사  

국문지 편집위원장：도춘호 박사  
영문지 편집위원장：장태현 박사 

 
■ 위원회 활동 보고 

◈ “폴리머” 편집위원회(위원장：송기국) 

1. 폴리머지 논문 현황  

ᆞ2005년 1호(1월) 초청논문 1편＋일반논문 18편  

ᆞ2005년 2호(3월) 초청논문 1편＋일반논문 17편 

2. 2005년도 위원회 활동  

ᆞ편집진 교체  

편집부위원장：이대수(전북대), 이명천(동국대)  

편집위원：강호종(단국대), 김성수(경희대),  

김장주(서울대), 김준경(KIST),  

김철희(인하대), 박문수(수원대),  

박기홍(KIST), 박수진(KRICT),  

서길수(영남대), 이미혜(KRICT),  

이영관(성균관대), 이해원(한양대), 

조길원(포항공대), 조동련(전남대), 

한동근(KIST), 황택성(충남대)  

ᆞ폴리머 표지 디자인 및 편집 내용 변경  

편집진 교체와 함께 지난 6년 동안 유지해온 표지를 

변경하였고, 글자 크기를 줄이는 등 편집에 관한 일

부 사항을 변경하였다.  

ᆞ투고규정 개정  

적체된 논문 처리 등을 위하여 투고 규정을 일부 개

정하였다.  

3. 2005년도 편집위원회 목표  

ᆞ국문 논문의 활성화  

회원들에 의한 폴리머지의 논문 투고 및 구독율을 

증가시켜 고분자 관련 국문 논문지 로써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한다.  

ᆞInternet을 이용한 논문 접수 및 심사 시스템 확립  

Internet을 이용하여 논문의 접수, 심사 등 모든 편

집, 출판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저자 및 심사위원들

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편집 및 출판 관련 시간을 단

축하고자 한다(9월 중에 실행 목표).  

ᆞ기타 폴리머지 활성화 방안  

-논문 게재 시간 단축을 위한 시스템 확립(e-mail 

이용 등)  

-매호의 목차(초록과 연계) 내용을 이메일로 회원

들에게 제공  

-게재료 인터넷 결제(페이지 수가 아닌 편당으로 

계산 예정)  

년도 
이월 

논문 

접수 

논문 

게재 

논문 

저자 

반송 

채택 

불가 

심사, 저자 

수정중 

채택 

불가율* 

2003 46편 109편 82편 9편 16편 45편 16.3% 

2004 48편 94편 72편 1편 11편 50편 13.2% 

2005 58편 29편 37편 11편 0편 4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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ᆞSCI index 향상  

영향력계수(IF)는 특정 기간 동안 한 학술지에 수

록된 하나의 논문이 다른 SCI 저널에 인용된 평균 횟

수로서(학술지의 논문이 인용된 총 횟수/학술지에 수

록된 논문의 수)로 계산된다. 그러므로 IF를 향상시

키기 위해서 지난 2년 동안 폴리머지에 게재된 논문

들을 올해 게재될 다른 SCI 저널에 한편씩만 인용한

다면 폴리머지의 IF가 적어도 0.5는 넘을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 “Macromolecular Research” 편집위원회 

(위원장：강용수) 

1. 2004년도 통계  

2. 2005년도 위원회 활동  

ᆞ편집진 교체  

부위원장：하창식 교수, 김상율 교수, 권용구 교수 

(출판부위원장)  

편집위원：배영찬 교수, 장지영 교수, 최인성 교수,  

제갈영순 교수, 강길선 교수, 김철희 교수, 

김은경 교수, 김환규 교수, 김  일 교수,  

김진곤 교수, 권익찬 박사, 권순기 박사,  

이창진 박사, 이두성 박사, 이재석 박사,  

이준영 박사, 박기동 박사, 이문호 박사,  

서용석 박사  

ᆞ올해부터 Formerly Korea Polymer Journal이라

는 부학술지명이 없어짐과 함께 표지를 변경함.  

ᆞNotes, Communications, TOC의 Template를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토록함  

ᆞ1호지：11편 게재, 2호지：15편 게재  

3. 2005년도 계획  

ᆞImpact Factor 올리기 위하여 Review를 많이 실

어 인용 유도 및 권장하고 편집위원 들에게 매년 논

문 한편 이상 투고와 참고 문헌에 영문지 인용을 권장.  

ᆞInternet을 이용한 논문 접수 및 심사 시스템을 현

재 시험 중이며 9월중에 실행할 계획임.  

ᆞ논문 게재 편수가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어 회

원과 고분자관련 분야에 영문지에 대한 홍보와 논

문 투고를 권장.  

ᆞ고분자에 관한 논문, 책, 학술회의 등에 관한 Da-

tabase 회사인 영국의 Rapra Technology Ltd 사

의 요구에 따라 Macromolecular Research를 보

내주기로 하였다. 이는 Macromolecular Research

가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

여주는 하나의 예이다.  
◈ 학술위원회(위원장：김낙중)  

ᆞ학술 정보교류 및 학술활동을 진작시키고자 학회의 

춘ᆞ추계 연구논문발표회에서 우수포스터 발표자

를 포상함을 목적으로 2004년도부터 <우수포스터

상>을 신설하였으며, 2005년도 춘계에는 총 564

편의 포스터발표 논문 중 31편의 발표자가 응모함.  

다음과 같이 <우수포스터상> 시행세칙을 개정함.  

1. 우수포스터상은 학회발표초록 접수시 응모한 포

스터에 한하여 심사하여 선정한다.  

2. 우수포스터상은 포스터 발표일 현재 다른 학술회

의에서 발표되지 않은 포스터를 대상으로 한다.  

3. 우수포스터상 응모자는 연구책임자의 추천서를 초

록 접수 마감일까지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추천

서양식 다운로드>. 

4. (신설세칙)우수포스터상은 연구책임자 1인당 2편

까지 응모할 수 있다.  

5. 우수포스터상은 사전심의와 현장심사에 의해 선정

한다.  

6. 우수포스터상 응모자는 심의를 위하여 포스터 발

표자료(요약 2 페이지)를 발표일 2주전 까지 학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세칙)우수포스터상 사전심의는 접수된 발표
초록을 기준으로 심의한다. 

 
■ 지부 활동 보고  
◈ 대구ᆞ경북지부  

▶ 2004년도 사업실적(지부장：서길수 교수)  

1. 대구·경북지부 이사회  

일시：2004년 5월 21일, 장소：상락  

2. 지부세미나 개최  

일시：2004년 7월 2일 

장소：경북대학교 공대 9호관 117호  

연사：배영철 박사(Rohm and Haas Electronic 

Materials)  

3. 대구·경북지부/부산·경남지부 합동심포지움  

일시：2004년 7월 16일 15：00∼17：30  

장소：영남대학교 국제관 파인홀  

  2000 2001 2002 2003 

Polymer(Korea) 0.269 0.284 0.269 0.207 

Kobunshi Ronbunshu(일본) 0.191 0.307 0.249 0.243 

Macromolecular Research 0.435 0.827 0.988 0.814 

 2004 2003 2002 2001 2000 

총 투고논문수 126 144 117 62 57 

게재 논문수 90 81 59 42 42 

impact factor   0.814 0.988 0.827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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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사：한명진 교수(경일대학교 생명화학공학과), 

김미라 박사(부산대학교 플라스틱정보소재

연구센터), 진성호 교수(부산대학교 화학교

육과), 박찬언 교수(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공

학과)  

4. 지부세미나 개최  

일시：2004년 9월 10일 

장소：영남대학교 화공관 311호  

연사：권순기 교수(경상대학교 응용화학공학부)  

5. 지부 이사회 개최  

일시：2004년 11월 26일, 장소：상락  

6. 지부 정기총회 및 초청강연회  

일시：2004년 12월 16월 

장소：영남대학교 국제관  

강사：류원석 교수(영남대학교 섬유소재가공),  

최이준 교수(금오공과대학교 고분자공학 전공)  

▶ 2005년도 사업계획(지부장：박찬언 교수)  

ᆞ2005년 3월 25일：지부이사회(동보성)  

ᆞ2005년 5월：지부 초청세미나(금오공대 예정)  

ᆞ2005년 6월：지부 야유회(포항 보경사 예정)  

ᆞ대구·경북지부/부산·경남지부 합동심포지움  

ᆞ2005년 11월：지부 이사회  

ᆞ2005년 12월：지부 초청특별강연(김우식 교수님 

정년 퇴임 강연) 및 정기총회   
◈ 부산ᆞ경남지부 (지부장：설수덕)  

▶ 2004년도 사업실적  

1. 2004년 제 1차 한국고분자학회 부산ᆞ경남지부 

이사회  

일시：2004년 1월 16일 

장소：부산대 상남국제회관  

2. 2004년 제 1회 지부 주최 초청 세미나  

연사：Takeshi Shiono 교수(Tokyo Institute of 

Technology)  

제목：Metallocene Polymerization Catalysis  

일시：2004년 2월 13일 16：00∼17：00  

장소：부산대학교 고분자공학과 대학원세미나실   

3. 2004년도 한국고분자학회 대구ᆞ경북지부/부산

ᆞ경남지부 합동심포지움  

일시：2004년 7월 16일(금요일) 15：00∼17：30  

장소：영남대학교 국제관 (파인홀)  

4. 2004년 제2차 한국고분자학회 부산ᆞ경남지부 

이사회  

일시：2004년 7월 9일 

장소：부산대 상남국제회관  

주제：연구 개발 사례, 기업의 애로 기술 해결, 기업

체 사원의 재교육 등을 위한 공개 교육 강좌 

개최 방안 등 논의  

▶ 2005년도 사업계획  

1. 신년 하례식 겸 지부 이사회 1회  

2. 지부 정기총회 1회  

3. 지부 주최 특별 세미나 3회(세계 석학 초청)  

4. 산ᆞ학 협동 교육 강좌 및 연구 사례 발표회：하계 

방학 이용 연구 개발 사례, 기업의 애로 기술 해결, 기

업체 사원의 재교육 등을 위한 공개 교육 강좌 개최  

5. 부산-경남/대구-경북지부 합동세미나  

6. 한국고분자학회 부산ᆞ경남지부, 한국섬유학회 부

산ᆞ경남지부, 일본고분자학회 큐슈ᆞ세이부지부, 

일본섬유학회 큐슈ᆞ세이부지부 공동주최 Pusan- 

Kyeongnam/Kyushu-Seibu Joint Symposium 

on High Polymers (12th)  

7. 지부 홈페이지 개설：상반기  
◈ 충청지부(지부장：이규호)  

▶ 2004년도 사업실적  

1. 충청지부 이사회 개최(2004년 5월 17일 월요일)  

안건：2004년 사업계획 및 임원 구성 보고, 지부 규

정 개정  

대전충청지부 총회에서 대전충청지부 이사 수 개정

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기로 결의한 바에 

따라 위임장을 포함하여 총 20인 이사의 찬성으로 

지부 규정 중 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를 지부장 1

인, 부지부장 3인, 총무이사 1인, 재무이사 1인, 기

획이사 1인, 섭외이사 1인, 감사 2인 및 이사 20인 

이내로 개정하였음.  

2. 충청지부 세미나 개최(2004년 9월 21일, KAIST)  

제목：Polymer-Modification of an Anti-Cancer 

Drug：Effects of Hydrophilisation  

연사：Prof. Michael Hess(Dept. of Physical 

Chemistry University of Duisburg- Essen)  

3. 충청지부 이사회 개최(2004년 12월 3일)  

안건：2005년 충청지부 신년하례식 및 지부 학술 

대회 계획  

4. 충청지부 Workshop 개최(2004년 12월 3일, 한국

화학연구원)  

제목：연료전지 기술과 고분자 재료 

(Fuel Cell Technologgy and Polymeric materials)  

연사：일본 Toyobo Dr. Sakaguchi, SAIT 조명

동 박사, 서강대 이희우 교수, KAIST 박정기 교수, 

LG 화학 신정규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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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본 지부와의 교류  

일본 Kansai 지부(Osaka/Kyoto) 회장인 교토대

학 고분자화학과의 Toshio Masuda 교수를 통해 

Sakaguchi 박사를 충청지부 workshop에 초청  

▶ 2005년도 사업계획  

1. 충청지부 신년하례식(2005년 1월 25일, KAIST 

교직원 식당)  

대한화학회, 한국공업화학회, 한국화공학회 지부와 

공동으로 신년하례식 개최  

2. 충청지부 학술대회 개최(2005년 1월 25일, KAIST 

창의 학습관)  

초청강연(한화연구소 원호연 소장, 기초과학지원 연

구원 유종신 박사)  

포스터 발표(36 편) 및 우수 포스터 시상  

3. 충청지부 세미나 (2005년 3월 23일, KAIST)  

제목：Block Copolymers as Self-organizing 

Materials  

연사：T. Hayakawa, Tokyo Institute of Tech-

nology  

4. 충청지부 이사회(5월)  

5. 충청지부 심포지움(8월)  

6. 충청지부 세미나(10월)  

7. 충청지부 지부초청특별강연 및 정기총회(12월)  
◈ 호남지부(지부장：도춘호)  

▶ 2004년도 사업 실적  

1. 호남지부 2004년도 제1회 세미나 2004년 2월 

17일 조선대  

2. 광주과학기술원 주최 “The 3rd International 

Symposium on NT-IT-BT and Polymers” 
후원, 광주과기원, 2004년 3월 3∼4일  

3. 호남지부 정기총회 및 초청강연회, 2004년 9월 

17일, 순천대  

4. 호남지부 2004년도 제2회 세미나：이종문 교수 

회갑기념 심포지움, 2004년 11월 5일, 전북대  

▶ 2005년도 사업 계획  

1. 제1회 지부 학술발표회 및 춘계 정기총회 

3월18일 오후 4시, 순천대  

연사：이창진 박사(한국화학연구원) 

박병규 박사(전남테크노파크)  

2. 제2회 지부 세미나 4월 12일 오후 4시, 광주과기원  

연사：일본 고분자학회장 Okamoto 교수  

3. 제3회 지부 세미나(5월：조선대학교)  

4. 제4회 지부 세미나(6월：전남대학교)  

5. 제5회 지부 학술발표회 및 추계 정기총회 

(9월：순천대)  

6. 제6회 지부 세미나(11월：전북대)  
 

■ 2005년도 사업계획  

⊙ 회지발간 사업 

ᆞ고분자 과학과 기술 짝수달 발간(Vol.16, No.1~6)  

ᆞ폴리머 홀수달 발간(Vol.29, No.1~6) 

ᆞMacromolecular Research 짝수달 발간(Vol.13, 

No.1~6)  

⊙ 행사 

ᆞ춘계총회 및 연구논문 발표회  

4. 14(목)∼15(금) 전경련회관 

ᆞ추계총회 및 연구논문 발표회  

10. 13(목)∼14(금) 제주 ICC 

ᆞ2005년도 고분자 토론회  

5. 20(금)~21(토) 보광 휘닉스 

ᆞ제13회 고분자 아카데미  

6. 22(수)~24(금) 고려대 

ᆞ2005 산.학.연 연합 심포지움  

7. 20(수)~22(금) 고분자학회 주관 

ᆞ제27회 고분자 기기분석  

11. 화학연구원 

ᆞ제1회 고분자 신기술강좌  

4. 13(수) 전경련회관 

ᆞ제2회 고분자 신기술강좌  

10. 12(수) 제주 ICC 

ᆞ제1회 고분자 특성분석  

5. 26(목)~27(금) KIST 

⊙ 기타  

ᆞ평의원 선거 online화(8월) 

ᆞ학회지 논문 투고 및 심사 online화(하반기) 

 

■ 30주년 기념사업 추진상황  

1. 3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위원장：김봉식  

위  원：김성철, 김영하, 조원호  

2. 국제 심포지엄 개최(안)  

제목：Advanced Polymers for Emerging Tech-

nologies  

일시：2006년 10월 11일(수)∼13일(금)  

장소：부산 벡스코  

성격：IUPAC International Symposium으로 고

분자학회 추계 총회 학술발표회와 통합운영  

참가 예정：외국 250명, 국내 8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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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세션： 

ᆞA. Advanced Polymers for Emerging Technolo-

gies  

ᆞA1. Polymers for Electronics and Photonics  

ᆞA2. Smart Polymers for Sensors and Intelligent 

Systems  

ᆞA3. Biomedical Polymers  

ᆞA4. Polymers for Energy Conversion and Stor-

age  

ᆞA5. Polymer Nanomaterials and Nanotechnology 

B. Contemporary Polymer Science and Tech-

nology  

ᆞB1. Polymer Syntheses and Reactions  

ᆞB2. Polymer Physics, Properties, and Charac-

terization  

ᆞB3. Environmental and Green Polymers  

ᆞB4. Polymer Engineering and Processing  

ᆞB5. Industrial Polymers  

ᆞP. Poster Sessions  

ᆞ자문위원회：심정섭(위원장)  

김광웅, 김원택, 김은영, 김점식, 김정엽, 노익삼, 

성용길, 안태완, 이서봉, 이후성, 정진철, 조의환, 

진정일, 한만정, 홍성일, 김완영, 김우식, 김재문, 

맹기석, 변형직, 신영조, 이부섭, 이해방, 임무현, 

조원제, 최규석, 최남석, 한정연  

ᆞ조직위원회：김성철(위원장)  

이동호, 김영하, 조원호, 김봉식, 최철림, 심홍구, 

임승순, 안광덕, 김경원, 여종기, 우상선, 이두성, 

조재영, 김정안  

ᆞ재무위원회：우상선(위원장, 제일모직)  

원호연(한화석유화학), 허수영(호남석유), 전영관(효성), 

송석정(코오롱), 심영주(SKC), 유진녕(LG화학), 

박상훈(SK), 이원(삼성토탈), 윤인선(SK Chem), 

정광춘(Inktech), 정광섭(GS Caltex), 김상필(토

레이새한), 권익현(효성), 정영태(대한유화), 김장연

(삼화페인트), 나재운(키토라이프), 한민현(금호타이

어), 이두성(사무국), 권익찬(사무국)  

ᆞ학술위원회 ： 안광덕(위원장) 장태현(부위원장), 

김병철(부위원장)  

김상율, 김우년, 김은경, 김  일, 김장주, 박철민, 

배영찬, 이명수, 이재석, 이진호, 이창진, 임순호, 

최형진, 차국헌  

ᆞ전시위원회：미정  

ᆞ사무국：이두성(사무총장, 성균관대)  

권익찬(KIST), 이준영(성균관대), 우종표(명지대), 

김영철(경희대), 김덕준(성균관대), 변영로(서울대), 

안동준(고려대), 안철희(서울대), 박철민(연세대), 

이종휘(중앙대), 손대원(한양대), 하창식(부산대), 

진성호(부산대), 백현종(부산대), 제갈영순(경일대)  

 

■ 학회포상규정 개정  

1. 상암고분자상규정 개정  

2. 고분자학술상규정 개정  

현행 개정안 

제 9조 본 상의 시상은 매년 한국

고분자학회 추계총회에서 하며 시

상자에게는 상패(또는 증서)와 상

금을 수여한다. 

제 9조 본 상의 시상은 격년으로 한

국고분자학회 추계총회에서 하며 

시상자에게는 상패(또는 증서)와 

상금을 수여한다.  

(신설) 제11조 (수상자 수) 수상

자는 1인으로 한다. 

현행 개정안 

제 1조(명칭) 이 상은 한국고분자학

회 ”고분자학술상”이라 한다.   

제 2조(목적) 이 상은 국내 고분자

과학과 공학의 발전을 위하여 또한 

고분자분야의 진취적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한 연구업적

을 낸 중진연구자를 포상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 3조(피추천자격) 국내에서 고분

자과학 및 공학분야에 우수한 학

술업적을 낸 중진연구자를 대상으

로 한다.  

제 4조(심사내용) 업적전체를 평가

하나 특정 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내

었는가에 비중을 둔다.  

제 5조(추천) 학회 회원 3명의 추

천을 받아 업적 목록이 포함된 이

력서와 해당기간 대표 업적자료를 

1부씩 제출토록 한다. 주 추천인

은 추천서에 해당 업적의 요약을 

포함하여추천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피추천자 중 당해년도에 시

상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 심사위

원회에서 다음 2년간 별도의 추천 

없이 업적자료만 추가할 것을 요청

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 6조(시상) 시상은 상장과 부상 

300만원으로 하며 정기총회에서 

초청강연을 하도록 한다.  

제 7조(수상자 수) 수상자는 1명을 

원칙으로 한다. 

제 1조(명칭) 이 상은 한국고분자

학회 “고분자논문상”이라 한다.   

제 2조(목적) 이 상은 국내 고분자 

과학과 공학의 발전과 고분자 분야

의 진취적 연구 활동에 기여한 탁

월한 연구논문을 국내외 저명학술

지에 발표한 우수연구자를 포상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피추천자격) 국내에서 수행

한 고분자 과학 및 공학 분야의 연

구결과로 주목을 받은 업적을 낸 연

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 4조(심사내용) 업적 전체를 참

고하나 대표 논문의 수월성을 심사

한다.  

제 5조(추천) 학회 회원 3명의 추천

을 받아 업적 목록이 포함된 이력

서와 대표 논문, 대표논문의 수월

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토록 한

다. 주 추천인은 추천서에 해당 업

적의 요약을 포함하여 추천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피추천자 중 당

해연도에 시상하지 못한 사람의 경

우, 심사위원회에서 다음 2년간 별

도의 추천 없이 업적자료만 추가할 

것을 요청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 6조(시상) 시상은 상장과 부상 

200만원으로 한다.   

 

제 7조(수상자 수) 수상자는 1명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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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회포상규정 개정  

제 1조(상의 종류) 본회 정관 제4조 4항의 규정에 의

거 한국고분자학회상(이하 학회상)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상암고분자상  

(2) 고분자학술상→고분자논문상  

(3) 신진학술상  

(4) 우수논문상  

(5) 우수학위논문상  

(6) 기술상  

(7) 공로상  

(8) 우수포스터상  

(9) 벤처기술상  

(10) 삼성고분자학술상  

제 2조(수상자선정) 학회상 수상자의 선정은 각 상의 

세부규정을 따른다. 단 적절한 수상후보자가 없을 

시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제 3조(시상시기) 시상은 학회 정기총회에서 함을 원칙

으로 한다.  

제 4조(수상후보자의 추천) 학회상 수상후보자의 추천

은 시상실시 2개월 전까지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학회로 한다.  

제 5조(수상후보자의 심사) 포상심사는 상암고분자상

은 상암고분자상 운영위원회가, 고분자학술상[고분

자논문상], 신진학술상, 우수학위논문상, 삼성고분자

학술상은 학술상 심사위원회가, 기술상, 공로상과 벤

처기술상은 기술공로상 심사위원회가, 우수논문상은 

해당 학술지 편집위원회가, 우수포스터상은 학술위

원회가 별도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제 6조(심사위원회 구성) 학술상 심사위원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전무이사, 총무이사, 전년도 [삼성]고분자

학술상 수상자, 회장 위촉 2명(총 7명)으로, 기술공

로상 심사위원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전무이사, 총무

이사, 전년도 기술상 수상자 및 회장 위촉 2명(총 7

명)으로 구성한다. 상암고분자상 운영위원회의 구성

은 상암고분자상 규정에 따로 정한다.  

제 7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04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05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 우수논문상규정 개정  

3. 수석부회장선거규정 개정  

4. 교과서 편찬위원회 신설 

 

제1회 이사회 회의록 
 
일  시：2005년 4월 1일 오후 4시 30분  

장  소：동해도  

참석자：조원호, 김봉식, 안광덕, 이상원, 조재영,  

김정안, 강호종, 김병철, 김성수, 김철희,  

장지영, 한양규, 허완수, 이규호, 김양국,  

김용원 외 위임 21명  

1. 춘계 학회상 보고  

삼성고분자학술상, 고분자기술상, 우수학위논문상 수

상자 선정 보고  

2. 2004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2004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내역 보고  

3. 2005년도 사업계획  

2005년도 임원구성, 회지발간, 행사 보고  

고분자아카데미 강좌에 CEO 강좌를 도입하기로 함  

4. 30주년 기념사업 추진 상황 보고  

추진위원회 구성, 심포지엄 개최 계획에 대한 보고  

심포지엄 조직위원회 보고  

현행 개정안 

제 3조(수상자격) 심사일 기준 지

난 2년간 해당학술지에 게재된 논

문을 대상으로 하며, 주 저자에게 

시상한다. 

제 3조 심사일 기준 지난 3년간 해

당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

로 하며, 주 저자에게 시상한다. 

현행 개정안 

제 7조(선거운동) 선거관리위원

회는 각 후보의 이력과 소견을 

평의원에게 배포하고, “고분자과

학과 기술”에 게재한다.  

(1) 각 후보나 그 지지자들이 직

접 유인물 또는 기타 매체를 통하

여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한다.  

(2) 위의 금지규정을 위반하거

나 그 외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격의 박탈 

혹은 선거무효의 결정을 이사회에 

건의한다. 이 건의를 위한 위원회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7조(선거운동) 선거관리위원회

는 각 후보의 이력과 소견을 평의

원에게 배포하고, 학회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1) 후보등록 시점 후에는 각 후보

나 그 지지자들이 평의원을 방문하

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하며, 

후보들은 등록시 이를 포함하는 선

거규정 준수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

한다.  

(2)항 삭제 

서약서  

본인은 한국고분자학회 20XX년도 

수석부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함

에 있어, 제 7조의 선거운동 조항을 

포함한 학회의 수석부회장 선출규정

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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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회포상규정 개정  

상암고분자상을 격년으로 시상하기로 하며, 수상자는 

1인으로 명시하기로 함.  

고분자학술상을 고분자논문상으로 개편하기로 함.  

우수논문상 대상논문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함.  

6. 수석부회장 선거규정 개정  

운영이사회 건의를 수용하여 총회에 상정하기로 함.  

7. 교과서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교과서 발간을 추

진하기로 함.  
 

제2차 학회발전위원회 회의록 
 

일  시：2005년 3월 17일(목)  

장  소：한국고분자학회 사무국 

참석자：김봉식(위원장), 김정안(부위원장), 김우년 

김환규, 김영철, 이명수, 이재석, 이종휘 

제갈영순  

ᆞ제 1차 학발위에서 제안된 안건에 대한 상세 내역 

결정  

1) 학회 초록：CD -> booklet으로 변경 사항 설문

조사 후 결정하기로 함.  

2) 30 주년 기념사업; 확인 사항  

－추계 총회와 연계된 문제로서 학술위원장(2006

년); 자동 Program Committee(부위원장)  

3) 30주년 기념사업 기념품 제작 및 판매  

4) 기타 토의 사항  

－산업체 회원의 학회 참석 활성화 방안 

(누리 사업 연계 workshop)  

－교과서 편찬사업(수익사업)：교과서 편찬위원회 

및 학술위원회；이사회 안건 상정 결정에 따른다. 

－학회 규정집(정관 및 규정)：책자화(2005년부터) 

－특집 30 주년 기념호(고분자과학과 기술) 및 주

소록：부위원장 준비(학회：창립 위원님 및 원로 

분들에게 사진 및 원고 청탁)  

 

3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움  

조직위원회 제1차 회의록 

 

일  시：2005년 3월 4일 금요일 오후 4：30 

장  소：한국고분자학회 사무국 

참석자：김성철, 조원호, 김봉식, 이동호, 최철림,  

김경원, 임승순, 안광덕, 이두성, 조재영,  

김정안, 권익찬  

ᆞ조직위원회 위원 소개  

ᆞ심포지움  

일  시：2006년 10월 11일(수) 13일(금), 결정  

ᆞ장  소：부산 벡스코, 결정  

ᆞ성격 규정：International symposium, IUPAC 

International sponsorship 추진, 2006년 고분자

학회 추계 학술대회 포함, official language English, 

고분자학회 총회는 별도로 진행  

ᆞ각 위원회 위원 결정 ᆞ예상 일정 검토  

ᆞ예산안 검토  

ᆞPlenary, invited speaker 수에 대한 논의  

ᆞ30주년 기념 심포지움 로고 제정  

-자문위원회：심정섭(위원장)  

김광웅, 김원택, 김은영, 김점식, 김정엽, 노익삼, 성용길, 

안태완, 이서봉, 이후성, 정진철, 조의환, 진정일, 한만정, 

홍성일, 김완영, 김우식, 김재문, 맹기석, 변형직, 신영조, 

이부섭, 이해방, 임무현, 조원제, 최규석, 최남석, 한정연  

-조직위원회：김성철(위원장)  

이동호, 김영하, 조원호, 김봉식, 최철림, 심홍구, 임승순, 

안광덕, 김경원, 여종기, 우상선, 이두성, 조재영, 김정안  

-재무위원회：우상선(위원장, 제일모직)  

원호연(한화석유화학), 허수영(호남석유), 전영관(효성), 

송석정(코오롱), 심영주(SKC), 유진녕(LG화학), 박상훈, 

(SK), 이  원(삼성토탈), 윤인선(SK Chem), 정광춘 

(Inktech), 정광섭(GS Caltex), 김상필(도레이새한), 

권익현(효성), 정영태(대한유화), 김장연(삼화페인트), 

나재운(키토라이프), 한민현(금호타이어), 이두성(사무국), 

권익찬(사무국)  

-학술위원회 위원장-안광덕  

부위원장-장태현, 김병철  

위 원：김상율, 김우년, 김은경, 김  일, 김장주, 

박철민, 배영찬, 이명수, 이재석, 이진호,  

이창진, 임순호, 최형진, 차국헌  

-전시위원회  

-사무국：이두성(사무총장, 성균관대)  

권익찬(KIST), 이준영(성균관대), 우종표(명지대),  

김영철(경희대), 김덕준(성균관대), 변영로(GIST),  

안동준(고려대), 안철희(서울대), 박철민(연세대),  

이종휘(중앙대), 손대원(한양대), 하창식(부산대),  

진성호(부산대), 백현종(부산대), 제갈영순(경일대) 
 

3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움 사무국 

제2차 회의록 

 
일  시：2005년 3월 11일(금) 오후 4：30 

장  소：한국고분자학회 사무국  

참석자：이두성, 권익찬, 이준영, 변영로, 손대원,  

안동준, 안철희, 이종휘, 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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ᆞ사무국 업무 분장논의 

ᆞ학회 예상일정 논의  

ᆞ학술위원회의 안건에 관한 토의 

ᆞ30주년 국제 심포지움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의 

기념 행사 준비에 관한 토의 

ᆞ조직위원회 1차 모임 회의결과에 관한 토의 

ᆞ조직위원회에서 거론된 PCO 업체 검토에 대한 논의 

  

3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움 사무국 

제3차 회의록 
 

일  시：2005년 4월 1일(목) 오후 4：30 

장  소：한국고분자학회 사무국 

참석자：이두성, 권익찬, 이준영, 손대원, 진성호,  

백현종, 김영철 

ᆞ3개 PCO 업체로부터 제출된 견적서 검토 

ᆞ준비된 first circular안 검토 

  

3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움 사무국 

제4차 회의록 

 

일  시：2005년 4월 6일(수) 오후 4：30 

장  소：한국고분자학회 사무국 

참석자：이두성, 권익찬, 이준영, 김영철, 김덕준 

ᆞPCO 업체(CES)와 견적서에 대한 검토 및 행사 

준비에 대한 업체의 업무 범위에 대한 질의 

ᆞ업체와의 미팅 결과에 대한 논의 

  

제3차 운영이사회 회의록 

 

일  시：2005년 3월 18일(금) 오후 4시 

장  소：한국고분자학회 사무국 

참석자：조원호, 조재영, 김오영, 권익찬, 이준영,  

김재경, 곽승엽, 육순홍, 홍재민, 손대원, 

백상현  

1. 제1회고분자신기술강좌  

ᆞ교재, 기념품, 광고, 초청장 완료  

ᆞ관련 업체에 홍보 메일 띄우기로 함  

2. 고분자토론회  

ᆞ5월 20∼21(금∼토) 보광 휘닉스  

ᆞ토론형태 및 토론자를 다음 운영이사회에서 정하

기로 함  

3. 고분자아카데미  

ᆞ일정, 장소 다음 운영이사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함  

4. 산학연 심포지엄  

ᆞ7월 20∼22일(수∼금)  

ᆞ용평 혹은 설악산 중 한 곳을 다음 운영이사회에서 

정하기로 함  

5. 추계총회  

ᆞ10월 13∼14(목∼금), ICC 제주  

ᆞ심포지엄 확대를 위해 신규부문위원회 구성을 추진

하기로 함  

6. 수석부회장 선거규정 개정  

ᆞ아래의 사항들을 이사회에 건의하기로 함  

- 후보의 이력과 소견을 “고분자과학과 기술”에 게

재하지 않고 홈페이지에만 게재  

- 후보 등록 이후 평의원 방문 금지  

- 규정 위반시 자격박탈 건의의 항을 삭제, 대신 규

정준수 서약서를 받음  

- 평의원의 투표상황을 공개하지 않음  

7. 기술지  

ᆞ2∼4호지에 포함되던 춘ᆞ추계 총회 프로그램을 

따로 제작하여 배송하기로 함  

ᆞ초록마감을 늦추기로 함  

8. 고분자특성분석 개최  

ᆞ5월 26∼27 (목∼금) KIST  

ᆞ기기와 연사 선정을 다음 운영이사회의에서 결정

하기로 함 

9. 춘계총회  

ᆞ4월 14∼15(목∼금) 전경련회관  

ᆞ논문 접수 695편  

ᆞ축사를 삼성토탈 고홍식사장께 부탁하기로 함  

ᆞ작년도 편집위원장에게 감사패 수여하기로 함  

ᆞ포스터발표장의 사진촬영, 포스터 부착시간 위반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함  

ᆞ전시 관람을 독려하기 위해 경품 추첨을 하기로 함  

ᆞ운영이사 업무분장 완료  

ᆞ도우미 학생 30명 모집하기로 함  

10. 다음 운영이사회의를 4월 8일 오후 3시에 전경

련회관에서 열기로 함  
  

제4차 운영이사회 회의록 
 
일  시：2005년 4월 8일(금) 오후 3시  

장  소：전경련회관 제2회의실  

참석자：조재영, 김오영, 권익찬, 이준영, 김재경,  

곽승엽, 육순홍, 홍재민, 손대원, 백상현,  

최동훈, 윤호규, 남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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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분자토론회  

ᆞ5월 20∼21(금∼토) 보광 휘닉스  

ᆞ주제를 ‘국내외 석유화학산업 현황 및 전망’으로 하

기로 함.  

ᆞ연사는 제일모직 우상선부사장, SK 박상훈연구원장, 

산업자원부 고정식국장으로 정함.  

ᆞ4월 중으로 초청장 발송하기로 함.  

2. 고분자특성분석  

ᆞ5월 26∼27(목∼금) KIST  

ᆞMALDI-TOF, RBS, SIMS, simulation, NLS, 

TEM의 6개 주제를 선정함.  

ᆞ4시간의 실습을 포함하기로 함.  

ᆞ참석인원은 40명 이내로 하며, 참가비는 비용 추산 

후 결정하기로 함.  

3. 고분자아카데미  

ᆞ6월 22∼24(수∼금) 고려대  

ᆞ학생참가비를 15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함.  

ᆞ직원 20인 이하 중소기업 직원 선착순 20명에게 

무료 참가 기회를 주기로 함.  

ᆞ강의를 고분자과학의 기초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

기로 함  

ᆞCEO 강의를 도입하기로 함.  

4. 산학연 심포지엄  

ᆞ7월 20∼22일(수∼금) 설악한화리조트  

ᆞ공업화학회와 화학공학회에 참가인원 30명씩 배정

하기로 함.  

5. 고분자신기술강좌/춘계총회 현장 준비상황 점검 

6. 춘계총회 포스터발표장 질서유지를 위해 다음의 문

안을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위반자를 총회 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함.  

7. 다음 운영이사회의를 5월 4일 오후 4시에 열기로 함 

 
제1회 지부장/평의원  

합동회의 회의록 

 

일  시：2005년 4월 13일 오후 7시  

장  소：마포주물럭  

참석자：조원호 외 40인  

1. 춘계 학회상 보고  

2. 2004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3. 2005년도 사업계획 보고  

4. 위원회/지부활동보고  

5. 30주년 기념사업 추진 상황 보고  

6. 학회규정 개정 보고  

7. 교과서편찬위원회 신설 보고  

 

제1회 학술상심사위원회 회의록 

 

일  시：2005년 4월 1일 오후 3시  

장  소：학회사무국  

참석자：조원호, 김봉식, 조재영, 김정안, 김낙중,  

이  원  

1. 삼성고분자학술상 수상자 선정  

ᆞ2005년도 삼성고분자학술상 수상자로 장정식박사를 

선정함 

2. 우수학위논문상 수상자선정  

ᆞ2005년도 우수학위논문상 수상자로 안병관(박사), 

오준학(박사), 김정근(석사)을 선정함 

 

제1회 기술공로상심사위원회 회의록 

 

일  시：2005년 4월 1일 오후 4시  

장  소：학회사무국  

참석자：조원호, 김봉식, 조재영, 김정안, 김낙중,  

이  원  

1. 기술상 수상자 선정  

ᆞ2005년도 기술상 수상자로 기토라이프 정특래사장

을 선정함.  

 

이번 춘계 총회 학술발표회 참가자는 다음의 사항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어길 시 학회 홈페이지에 위
반 사실과 위반자를 공개하겠습니다. 

ᆞ부득이하게 취소하여야 할 발표는 사전에 학회로 알려
주십시오.  

ᆞ포스터 발표자는 부착시간과 발표시간을 꼭 지켜주십
시오.  

ᆞ게시시간 전까지 포스터 부착을 완료해 주십시오 
ᆞ발표자는 발표시간에 발표 포스터 앞에서 질의응답에 

응해야 합니다.  
ᆞ포스터발표자의 사전동의 없는 포스터 촬영을 엄격히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