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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움 사무국 

제17차 회의록 

 

일  시：2006년 5월 15일(월) 오후 4시  

장  소：한국고분자학회 사무실  

참석자：이두성, 안철희, 김덕준, 손대원, 이랑 

안  건： 

1. 업무분장 update  

2. 등록 및 Submission 접수현황  

3. Session Invited Speakers List 및 강연제목 홈페이지에 

업로드 건  

4. Social program 계획(예상 참가인원 및 공연계획)  

5. 기념품  

6. 기타 

 

3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움 사무국 

제18차 회의록 

 

일  시：2006년 6월 5일(월) 오후 4시 

장  소：한국고분자학회 사무실 

참석자：이두성, 권익찬, 이준영, 손대원, 김덕준, 우종표, 이랑 

안  건： 

1. 업무분장 update  

2. 등록 및 Submission 접수현황  

3. 전시 접수 및 홍보 계획  

4. 기타 

5. 차기 회의：2006년 7월 3일(월) 오후 4시 

 

제6차 운영이사회 회의록 

 

일  시：2006년 5월 12일(금) 오후 5시 

장  소：한국고분자학회 사무실 

참석자：김정안, 김철희, 김재경, 홍재민, 백상현, 권용구,  

안철희, 이명훈, 허완수 

안  건： 

1. 춘계총회 결산  

ᆞ2005년 대비 400명 이상 가까이 등록(1620년)  

ᆞ운영이사(실험노트, 앞치마)：참석자 15만, 불참자 30만  

ᆞ신기술강좌：지출비수, 수업감소, 잉여금 각분과내 지급 

(150/100만 지급)  

2. 제14회 고분자 아카데미(안철희, 이종휘, 윤호규 교수) 준비  

3. 고분자 대토론회 준비 상황점검  

ᆞ48명신청/40명 골프신청(수익-850만)  

* 30주년 모금(현재 3000만원)으로 일부 보충 예정  

운영이사：골프 fee 지원  

4. 30주년 기념호 진행：허완수  

* 30년 전통의 고분자 연구소 탐방  

* 내년 학회 개최 예정지：봄：제주(ICP), 가을：Kintex  

참가비：등록비 5만∼6만(정회원)  

학부생-무료(유료 검토) 

 

제7차 운영이사회 회의록 

 

일  시：2006년 6월 9일(금) 오후 5시 

장  소：한국고분자학회 사무실 

참석자：김정안, 김철희, 재갈영순, 윤호규, 이종휘  

고분자 아카데미 안건：  

1. 현재까지 신청자 86명(12일까지 자료집을 모아 출판 준비에 

들어갈 예정임).  

2. 기념품은 우산으로 결정함. 주차권은 요청자가 적을 것으로 

예상하여 전원 지급하기로 결정함(종일권. 8시간). 연사료는 

30만원으로 결정(중식은 3500원권으로 약소하나 대신 간

식의 질을 향상하기로 함). 

3. 빔프로젝트, 마이크, 레이져프린트, 플랫카드, 식권, 생수기, 

커피포트, 전화선, 각종 안내문, 학생 도우미 등은 윤호규 박

사님이 담당.  

4. 교재, 기념품, 연사료, 명찰, 카드결제기, 노트북, 연사약력, 

크리넥스, 각종 다류, 종이컵, 수료증, 메모지, 문구류, 간식 

등 학회에서 준비.  

5. 첫날 회장님의 인사말이 있을 수 있고, 세션에서 연사소개는 

운영이사들이 담당(안철희, 이종휘). 23일 금요일에 아카데

미 최종 결산.  

6. 최종 개최까지 꾸준히 이메일 홍보하기로 함.  

7. 산학연 심포지움 참석을 독려하기로 함. 특히 여러 고분자, 

화학 관련 국외 학회들 일정이 겹쳐 있음(권용구, 조남주).  

8. 일본 고분자 학회 참가는 권용구, 안철희, 이종휘, 이수형, 

김규현 박사로 결정.  

9. 다음 운영이사회는 7월 7일(금) 오후 5시에 하기로 함 

 

회원동정 
 

ᆞ한국과학기술원 생명화학공학과 김성철 교수(학회 제18대 회장)

는 지난 5월 25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 55회 일본고분자학

회 연차대회 총회에서 IPN 학술연구 업적으로 국제 상을 수상하

였다. 이날 국제 상 수상자는 김교수 외에 미국 워싱턴 대학의 

Allan S. Hoffman교수와 미국 듀폰사의 Alan D. English 박사

이다. 김성철 교수는 5월 24일 오후 “IPN Materials with Con-

trolled Morphology”란 제목으로 수상 기념 강연을 하였다.  

 

학회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