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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춘계총회 회의록 

 

일  시：2009년 4월 9일(목) 12시 10분 

장  소：DCC 대전컨벤션센터 

참석자：윤진산 외 143명 

■ 식순  

 1. 개회：조길원 전무이사  

 2. 개회사：윤진산 회장 

 3. 축사：김중현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4. 2009년도 춘계 학회상 시상  

 5. 2008년도 업무보고, 감사보고 및 결산승인  

 6. 감사패 증정  

 7. 위원회 및 지부 보고  

 8. 2009년도 사업계획  

 9. 기타 사항  

 10. 폐회 

 
■ 2009년도 춘계 학회상  

ᆞ삼성고분자학술상(상패와 상금 1,000만원)  

김철희 교수 (인하대학교)  

ᆞ기술상(상패와 상금 100만원)  

김노마 박사 (LG화학기술원)  

ᆞ우수학위논문상(상금 50만원)  

박사－김호중(연세대학교), 윤현석(서울대학교)  

함석규(포항공과대학교)  

석사－김경숙(부경대학교), 김혜련(경북대학교)  

 

■ 2009년도 학회 업무 보고  

1. 학회지 발간사업  

ᆞ고분자 과학과 기술：짝수달 발간(Vol. 19, No. 1∼6 발간완료)  

ᆞ폴리머：홀수달 발간(Vol. 32, No. 1∼6 발간완료) 

ᆞMacromolecular Research：짝수달 발간 

(Vol. 16, No. 1∼8 발간완료)  

※ 영문지는 2008년 연 8회 발간, 2009년부터는 월간지로 발간 

예정. 

2. 학술대회 운영  

ᆞ우수 포스터상 시상(춘ᆞ추계)：매회 8명에게 수여  

▣ 춘ᆞ추계 학술대회 등록 현황 

▣ 학술대회 논문발표  

3. 총회 및 연구논문발표회  

ᆞ춘계총회 및 연구논문 발표회：2008. 4. 10(목)∼11(금)  

(발표논문접수 1,097편, 등록자 1,960명)  

ᆞ추계총회 및 연구논문 발표회：2008. 10. 9(목)∼10(금)  

(발표논문접수 1,122편, 등록자 1,794명)  

ᆞ추계학술대회시 산학협동 특별 심포지움 개최－한국석유화학공

업협회와 공동개최  

제2회 플라스틱 기술혁신 세미나(성형가공관련 심포지움)  

주제：최신 플라스틱 소재와 성형가공 기술 

4. 학회 주관 사업  

ᆞ2008년도 고분자포럼：2008. 5. 22(금)∼23(토)  

(용평리조트, 참석인원 90명)  

ᆞ제16회 고분자아카데미：2008. 6. 25(수)∼27(금)  

(고려대학교, 참석인원 105명)  

ᆞ제6회 고분자신기술강좌：2008. 10. 8(수)  

(일산 KINTEX, 참석인원 97명)  

ᆞ제30회 고분자기기분석：2008. 11. 6(목)∼7(금)  

(한국화학연구원, 참석인원 182명) 

5. 이사회, 평의원회, 운영이사회 및 기타 위원회 회의  

ᆞ자문위원회：2회  

ᆞ이사회：4회  

ᆞ평의원회의：2회  

ᆞ운영이사회：10회  

ᆞ지부장회의：2회 

ᆞ학회발전위원회：3회  

ᆞ선거관리위원회：1회  

ᆞ학술상 심사위원회：2회  

ᆞ기술공로상 심사위원회：2회 

6. 일본고분자학회와 교류  

ᆞ일본고분자학회 연차대회에 한국고분자학회 회장 우상선 박사,  

수석부회장 윤진산 박사 초청방문(5월 28일∼30일)  

ᆞ일본 Young Scientist 한국고분자학회 춘계총회 시 참가 

(4월 10일∼11일)  

Yuji Shibasaki(Iwate University), Takeshi Serizawa(The 

University of Tokyo)  

ᆞ일본고분자학회 토론회 방문(9월 24일∼26일)  

남상용(경북대), 정광운(전북대), 최지원(경희대) 

7. 회비 납입 현황(2008년 12월 31일 현재)  

 
2008  

추계 

2008  

춘계 

2007  

추계 

2007  

춘계 

2006 

추계

2006 

춘계

일반 225 246 260 295 209

학생 1,101 1,049 1,116 973 778
사전  

등록자 수 
계 1,326 1,295 1.376 1.268 987

총 등록인원 1,794 1,960 1,818 1,652 1,602

사전등록 비율 74% 66% 75% 76%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움
62%

 
2008 
추계 

2008 
춘계 

2007  
추계 

2007  
춘계 

2006 
추계 

2006 
춘계

초청특강 2 2 2 2 2

특강 86 108 62 96 49

oral 37 29 59 73 71

poster 997 958 1,008 839 686

합계 1,122 1,097 1,131 1,010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움

808

 본부
대경 
지부 

부경 
지부 

충청 
지부 

호남
지부

계 

종신회원 435 87 86 181 77 866
정회원 266 42 55 179 48 590

학생회원 896 241 158 366 169 1,830
합  계 1,597 370 299 726 294 3,286

구독회비납부(일반) 119 36 39 61 26 281
구독회비납부(학생) 39 19 5 25 3 91

학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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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도 결산서 

(단위：1,000원)   
세입부 

계정과목 2008예산 2008결산 

회비수입  82,570 88,590 
정회비 수입  20,000 18,210 

학생회비수입 30,000 37,110 

기업체년회비수입  13,000 11,000 

기업체년회비수입 미수금   1,500 

이사회비수입 4,500 4,500 

평의원회비수입 7,000 8,200 

종신기금 일반회계 전입  8,070 8,070 

구독회비수입 23,100 18,718 
구독료수입(일반) 12,000 11,240 

구독료수입(학생) 1,000 960 

(인터넷검색료) 100 68 

도서관회비수입 10,000 6,450 

투고료수입  22,000 24,275 
영문지 및 국문지 22,000 22,410 

영문지 및 국문지 미수금   1,865 

총회수입  195,000 271,130 
등록비(춘계) 120,000 86,200 

등록비(추계) 0 73,030 

전시료(춘계) 70,000 50,400 

전시료(추계) 0 46,000 

춘ᆞ추계 전시료 미수금  4,500 

과총 보조금 5,000 5,000 

학진 보조금 0 4,000 

과학재단 보조금 0 2,000 

광고수입 75,000 52,950 
광고료 입금액 75,000 44,050 

광고료 미수금  8,900 

보조금 37,000 59,996 
과총 25,000 36,859 

학술진흥재단(폴리머)  2,000 5,937 

학술진흥재단(영문지)  10,000 17,200 

사업수입  140,000 211,260 
고분자아카데미  40,000 22,600 

고분자포럼 20,000 114,460 

고분자기기분석 25,000 24,800 

신기술강좌 I 30,000 0 

신기술강좌 II 25,000 19,400 

산학심포지움 0 30,000 

기타수입 6,500 20,018 
예금이자수입외 잡수입 1,000  4,105 

CD롬 판매 인지대외 2,000  1,907 

법인세및부가세환급금  2,500  11,006 

한국학술정보원 1,000  1,000 

IC-PSM 2008 0  2,000 

합   계 581,170  746,937 
직전년도 이월금 171,864  175,084 
현금이월금   154,425 

전년도까지의 미수금 중 입금액   43,106

전년도까지의 미수금 중 미입금액   16,659

전년도 미지급금 지급   -39,106

총   계 753,034 922,021
(합계+직전년도 이월금)    

(단위：1,000원) 
세출부 

계정과목 2008예산 2008결산 

학회지 발간비 115,000  125,920 
회지발간 인쇄비  100,000  93,735 

회지발간 인쇄비 미지급금   14,024 

회지발간 원고료  5,000  3,800 

회지발간 심사료 5,000  6,700 

편집비 및 교정료 5,000  7,661 

제위원활동비 32,000  34,061 
각위원회 활동비 32,000  25,705 

각위원회 활동비 미지급금   8,356

선거관리위원회 1,000  922 
지부보조비  11,000  13,141 
총회행사비  150,000  163,661 
춘계 행사비 70,000  75,279 

추계 행사비  80,000  88,382 

운영비용  165,000  193,923 
급료 및 상여  89,000  101,999 

여비교통비  6,500  9,478 

통신비  25,000  24.005 

통신비 미지급금   3,238 

소모품비  2,000  4,218 

관리비  18,500  19,693 

용역비  3,000  3,113 

제세공과금  1,000  915 

인쇄비(공문서등)  1,000  652 

보험료(4대 보험료) 3,000  7,002 

지급수수료  10,000  11,644 

경조비  2,000  2,400 

신년하례식경비  500  358 

과총 대의원회비외  1,500  1,830 

잡비  2,000  3,378 

회비및 보조금 3,000  3,500 
화학관련연합회연회비외 2,000  2,000 

공인원 연회비 미지급 1,000  500 

KPF(진정일박사님)   1,000 

사업비용  74,000  89,740 
고분자아카데미  14,000  14,275 

고분자포럼 19,000  40,162 

고분자기기분석 13,000  13,942 

신기술강좌 I 14,000  0 

신기술강좌 II 14,000  12,198 

산학심포지움 0  9,163 

홈페이지및S/W 관리비 5,000  5,000 
홈페이지 관리비 5,000  5,000 

비품 1,000  0 
퇴직금예치금  10,000  10,000 
예비비 2,000  0 

합   계 569,000 639,868
당해년도 잉여금 12,170  107.069 
고분자포럼 기금 전출  72,000 
2005미수금 잡손처리  9,109 
차기이월금 

전년도이월금+당해년도잉여금 
-기금전출금-잡손처리금 

184,034  201,044 

총   계 753,034  922,021 
(합계+기금전출금+차기이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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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 회계 결산 

(2009. 3. 24.현재) 

◈ 부동산(학회사무실, 구입가)：202,796,000 

◈ 일반 기금 예치금 (단위：원) 

수입 지출 

전년도이월금 222,972,786 종신회비중 일반회계  

전출금 

8,070,000

종신회비 수입 16,800,000 차기이월금 242,772,242

당해년도 이자수입 11,069,456  

합  계 250,842,242 합  계  250,842,242

정기예금 215,972,550 (우리은행) 

보통예금 26,799,692 (우리은행) 

◈ 상암고분자상 예치금 

수입 지출 

전년도이월금 107,445,311 차기이월금 112,943,169

당해년도 이자수입 5,497,858  

합  계 112,943,169 합  계 112,943,169

정기예금 112,943,169 (우리은행) 

◈ 학회상 기금 예치금 

수입 지출 

전년도이월금 188,279,734 고분자논문상 2,000,000

당해년도 이자수입 9,731,580 기술상 1,000,000

  우수학위논문상(5인) 2,500,000

  우수논문상(2인) 1,000,000

  우수포스터상 1,600,000

  차기이월금 189,911,314

합  계 198,011,314 합  계 198,011,314

정기예금 189,911,314 (우리은행) 

◈ 국제 협력기금 예치금 

수입 지출 

전년도이월금 152,284,129  차기이월금 160,076,335

당해년도 이자수입 7,792,206   

합  계 160,076,335  합  계 160,076,335

정기예금 160,076,335  (우리은행) 

◈ 고분자포럼 기금예치금 

수입 지출 

전년도이월금 72,000,000  차기이월금 72,000,000

합  계 72,000,000  합  계 72,000,000

정기예금 72,000,000  (국민은행)  

◈ 퇴직금 예치금 

수입 지출 

전년도이월금 134,503,527  차기이월금 151,385,299

당해년도분 예입 10,000,000     

당해년도 이자수입 6,881,772     

합  계 151,385,299 합  계 151,385,299

정기예금 141,385,299  (우리은행)  

정기예금 10,000,000  (국민은행)  

◈ 기금 총액 

현금 929,088,359 

부동산 202,796,000 

◈ 별도 학회 보관 기금 

일본고분자학회 기금 10,312,356 

■ 사무 및 회계감사 보고서 
 

한국고분자학회 귀중 
 

본 감사는 한국고분자학회의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

월 31일 까지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 수입과 지출 및 재무 상태

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한국고분자학회 정

관과 일반적인 회계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본 감사의 의견으로는 상기 결산보고서는 한국고분자학회의 

2008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 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 연

도의 수입과 지출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 3월 20일  
 

한국고분자학회  감사  이대수
 

이두성

 

■ 2008년 임원 및 운영이사 감사패  

회  장：우상선 박사  

부회장：구정기 박사, 박상훈 박사, 이규호 박사, 이상원 박사,  

장태현 박사  

감  사：진인주 박사, 김순식 박사  

전무이사：장지영 박사  

재무이사：손대원 박사  

학술이사：이종찬 박사  

조직이사：박지웅 박사, 안철희 박사, 이상수 박사, 이종휘 박사  

편집이사：유재웅 박사, 조준한 박사  

기획이사：백현종 박사, 원종찬 박사, 육지호 박사, 이상천 박사,  

이수형 박사, 이택승 박사, 허강무 박사  

정보전산：윤호규 박사, 최지원 박사 

감 사 패：도춘호 박사(순천대학교)  

■ 2008년도 위원회 활동 

◈ Macromolecular Research 편집위원회(위원장：하창식) 

◈ 폴리머 편집위원회(위원장：한양규)  

 

■ 지부 2008년도 실적 및 2009년도 사업계획  

◈ 대구ㆍ경북지부  

▶2008년도 사업실적(지부장：손태원)  

1. 대구ᆞ경북지부 이사 및 평의원 회의 

일시：2008년 3월 28일(장소：상락)  

2. 지부 초청 강연회 개최  

일시：2008년 6월 11일  

 2008 2007 2006 
총 투고논문수 256 198 167 
게재 논문수 115 108 103 

impact factor 1.766  1.166 0.854 

 2008 2007 2006 
총 투고논문수 118 122 114 
게재 논문수 93 87 91 

impact factor 0.377 0.378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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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경북대 고분자공학과 세미나실  

연사：Prof. Kornfield(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Self-assembled liquid crystalline gels designed 

from the bottom up” 

－최용석 박사(삼성종합기술원)  

“Direct methanol fuel cells for mobile applications 

and role of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최길영 박사(한국화학연구소)  

“한국 고분자 산업의 현상과 지속적 발전 방안” 

3. 지부 이사회：2008년 8월 22일(장소：상락)  

4. 제20회 대구·경북지부/부산·경남지부 합동심포지움  

일시：2008년 8월 12일  장소：영남대학교 섬유관  

연사：김성철 교수(영남대학교)  

“Enzylmatic synthesis of carboxylated polyaniline and its 

characterization”  

김  일 교수(부산대학교)  

“다중금속 시안염 촉매를 이용한 에폭시화합물 개환중합에 의한 

고성능 폴리올 의 제조”  

남상용 교수(경상대학교)  

“에너지 환경소재용 분리막”  

엄인철 교수(경북대학교)  

“Structural characteristics, properties, and applications of 

natural polymers” 

▶2009년도 사업계획(지부장：노석균)  

ᆞ2009년 3월 26일：지부이사 및 평의원회의  

ᆞ2009년 5월：지부 초청세미나(금오공대 예정)  

ᆞ2009년 6월：지부 초청세미나(영남대 예정)  

ᆞ2009년 7월：지부 야유회  

ᆞ2009년 8월：대구ᆞ경북지부/부산ᆞ경남지부 합동심포지움 

(장소：진주)  

ᆞ2009년 9월：지부 초청세미나(포항공대 예정)  

ᆞ2009년 11월：정기 총회 및 세미나 

◈ 부산ㆍ경남지부  

▶2008년도 사업실적(지부장：권순기)  

1. 지부 이사회 개최  

일시：2008년 8월 27일(수)  

장소：청정바다  

2. 제21회 부산ᆞ경남-대구ᆞ경북지부 합동세미나 개최  

일시：8월 27일(수) 오후 2：30∼6：00  

장소：영남대학교 섬유관 216호 세미나실  

연사：김성철 교수(영남대학교), 김  일 교수(부산대학교)  

남상용 교수(경상대학교), 엄인철 교수(경북대학교)  

3. 특별 세미나 개최  

일시：9월 25일(목) 오후 3：00∼5：00  

장소：부산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세미나실  

－Prof. Youliang Hu(The Chinese Academy of Sciences) 

Olefin Coordination Polymerization Catalysts and New 

Polyolefin Product  

－Prof. Weidong Yan(Hebei University of Technology)  

Preparation and Functionalization of Porous Polyolefins 

▶2009년도 사업실적과 사업계획(지부장：권순기)  

1. 지부 이사회 개최  

일시：2009년 2월 18일(수)  

장소：동래별장  

2. 제22회 부산ᆞ경남-대구ᆞ경북지부 합동세미나 개최 

(경상대학교, 7월)  

2. 2009 Pusan-Kyeongnam/Kyushu-Seibu Joint Symposium 

on High Polymers(14th) and Fibers(12th) 개최(Kagoshima, 

10월 25∼27일)  

3. 특별 세미나 개최(4월, 10월：2회)  

4. 지부 이사회 개최(11월)  

5. 지부 총회 개최(12월)  

ᆞ2009년도 결산 및 2010년도 사업계획 토의  

ᆞ2010∼2011년도 임원선출  

◈ 충청지부  

▶2008년도 사업 실적 (지부장：이광섭)  

1. 충청 지부 초청 세미나(2건)  

일시：2008년 3월 6일, KAIST 화학과  

－Masa-aki Kakimoto 교수 

(Tokyo Institute of Technology)  

“Hyperbranched Polymers－Preparation and Applications” 

일시：2008년 6월 23일, 한남대학교 고분자과  

－Klaus Müllen 교수(President of German Chemical Society, 

Director of Max-Planck-Institute for Polymer Research)  

“Molecular Electronics” 

2. 충청지부 이사회 개최 (3월)  

2007년 결산 및 2008년 지부 사업계획  

3.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d Functional Polymers 

and Self-Organized Materials 2008(IC-PSM 08) 개최 협력  

일시：2008년 9월 22-26일  

장소：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참석인원：200여명(지부참석연사：김상율, 김태동, 박오옥, 송현훈, 

육순홍, 이광섭, 이창진, 이효영, 정명애)  

4. 충청지부 워크샵  

일시：2008년 10월 30∼31일  

장소：한남대학교 대덕밸리캠퍼스  

5. 일본 고분자학회 간사이 지부와의 교류  

충청지부에서 간사이지부 파견：한국화학연구원 김동욱 박사  

6. 충청지부 초청 특별강연 및 정기총회  

▶2009년도 사업 계획 (지부장：이광섭)  

1. 지부 임원 구성 (2008년과 동일)  

자문위원：이해방, 김성철, 심홍구, 주혁종, 박정기, 이규호, 김진백  

지부장：이광섭, 부지부장：이재흥, 유진녕, 전종한  

감사：이진호, 이창진  

이사：홍영택(총무), 김상욱(기획), 육순홍(재무), 김동욱(홍보),  

양성윤 (전산)  

2. 충청지부 세미나 수시 개최  

3. 충청지부 Workshop(9월) 및 이사회 개최(3, 6, 9, 12월)  

4. 일본고분자학회 간사이 지부와의 교류 지속  

5. 충청지부 초청 특별강연 및 정기총회(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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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지부  

▶2008년도 사업실적(지부장：김수경)  

1. 초청강연회  

일시：2008년 3월 14일  

장소：전남대학교 공과대학 5호관 세미나실  

연사：안광덕 박사(KIST)  

“Advanced Photolithography and Photoresist Polymers”  

2. 호남지부 이사회  

일시：2008년 3월 19일(수)  

장소：전남대학교 공과대학 대회의실  

3. 산학초청세미나  

일시：2008년 8월 28일(목) 

장소：전남대 최고산업전략과정 세미나실  

연사：이명훈 교수(전북대학교)： 

“Liquid Crystal Research in SPLEO” 

박지웅 교수(광주과기원)： 

“Engineering of Organic-Inorganic Interface Self-Assembled 

Monolayers with Anisotropic Molecular Conformations”  

장동호 박사(금호타이어 중앙연구소)： 

“고분자 제품의 환경규제 대응” 

4. 학술세미나(후원)：2008 분자레벨 유기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 

워크샾  

일시：2008년 12월 22일－12월 23일  

장소：광주과학기술원 오룡관 A103호  

▶2009년도 사업계획(지부장：김수경)  

1. 학술 세미나  

일시：2009년 2월 16일  

장소：전남대학교 공과대학 5호관 세미나실  

연사：김광제 박사(Akron 대학교)： 

“Volatile Extractive Effects on Interfacial Adhesion of 

Manmade Cellulose Fiber and Natural Fiber Filled Poly-

propylene Composites”  

2. 산학초청 세미나  

일시：2009년 3월 12일  

장소：전남대학교 공과대학 5호관 B동 301호  

연사：이재용 선임연구원(코오롱 중앙 기술원)： 

“산업용 섬유소재의 현황”  

3. 호남지부 이사회  

일시：2009년 3월 25일 

장소：전남대 공과대학 소회의실  

4. 학술 및 산학초청 세미나(6월, 8월)  

5. 정기총회 및 초청특별강연회(12월) 

 

■ 2009년도 임원 

회장：윤진산(인하대)  

수석부회장：최길영(한국화학연구원)  

부회장：박찬언(포항공대), 송기국(경희대), 이광섭(한남대) 

정규하(제일모직), 정광춘(잉크테크)  

감사：이대수(전북대), 이두성(성균관대)  

전무이사：조길원(포항공대)  

총무이사：이준영(성균관대)  

평이사：강용수(한양대), 강호종(단국대), 김성훈(한양대)  

김정안(경희대), 김정호(수원대), 김중현(연세대)  

김철희(인하대), 윤호규(고려대), 이명천(동국대)  

이석현(아주대), 인교진(강원대), 임순호(KIST)  

장지영(서울대), 조재영(서울대), 허완수(숭실대)  

[대경지부]노석균(영남대), 노환권(코오롱), 손태원(영남대)  

[부경지부]권순기(경상대), 김  일(부산대), 조남주(부산대)  

[충청지부]박오옥(KAIST), 육순홍(한남대), 이재흥(화연)  

홍영택(화연)  

[호남지부]김수경(전남대), 이명훈(전북대), 이재석(광주과기원)  

[산업계]강창균(현대EP), 권익현(효성), 김광수(동성 NSC)  

김대식(제일모직), 김양국(아이컴포넌트), 김장연(삼화페인

트), 김창규(호남석유), 김탁규(한국엔지니어링), 동현수(에

이스디지텍), 박동원(코오롱), 박병식(도레이새한), 양세인

(동양제철화학), 유진녕(LG화학), 이건주(LS전선), 이관영

(금호석유), 이영근(SK), 임종찬(KCC), 최창현(삼성토탈)  

위원회 위원장：자문위원회：심정섭  

재무위원회：정광춘  

국문지편집위원회：한양규  

영문지편집위원회：하창식  

기술지편집위원회：조길원  

학술위원회：진인주  

교육위원회：김병철  

산학협동위원회：김대식  

학회발전위원회：최길영 

 

■ 2009년도 사업계획 

⊙ 학술지 발간 

ㆍ고분자 과학과 기술 짝수달 발간(Vol. 20, No.1∼6 격월간) 

ㆍ폴리머 홀수달 발간(Vol. 33, No.1∼6 격월간) 

ㆍMacromolecular Research(Vol. 17, No.1∼12 월간지) 

⊙ 행사 

ㆍ춘계총회 및 연구논문 발표회  

2009. 4. 9(목)∼10(금), 대전컨벤션센터 

ㆍ추계총회 및 연구논문 발표회 

2009. 10. 8(목)∼9(금), 광주과기원 오룡관 

ㆍ제7회 고분자 신기술 강좌 

2009. 4. 8(수), 대전컨벤션센터 

ㆍ제8회 고분자 신기술 강좌  

2009. 10. 7(수), 광주과기원 오룡관 

ㆍ2009년 고분자 포럼  

2009. 5. 22(금)∼23(토), 보광 휘닉스파크 

ㆍ제17회 고분자 아카데미 

2009. 6. 24(수)∼26(금), 고려대학교 

ㆍ제31회 고분자 기기분석  

2009. 11. 5(목)∼6(금), 한국화학연구원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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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운영이사회 회의록 

 

일  시：2009년 2월 27일(금) 오후 4시 

장  소：학회사무실 

참석자：조길원, 이준영, 백상현, 이종찬, 안희준, 이종휘, 홍성철,  

박수영, 표승문, 김진석, 박종욱 

1. 춘계총회 및 연구논문발표회 

ᆞ4월 9∼10(목/금), 대전 DCC 

ᆞ기기전시/기업홍보전시 확대：안내문 수시로 이메일 발송  

ᆞ기조강연：2인  

－일본고분자학회 Mitsuo Sawamoto 회장 

－현대자동차 조원석 전무  

ᆞ일본고분자학회 young scientist 2명 초청(일반특강) 

ᆞ사전등록：3월 27일까지  

ᆞ숙소 예약 및 식당 예약(이택승 박사)  

－4월 8일(수) 오후 6시 30분 지부장 및 평의원회의 장소 

(60명 정도)  

－4월 9일(목) 오후 6시 간친회(120∼130명 정도)  

ᆞ간친회장：204호 

ᆞ기조강연 및 2008년도 회장단 및 운영이사 감사패준비  

ᆞ도우미 학생：35명(각발표장 외 등록처 등)  

ᆞ도우미 학생 유니폼 준비  

ᆞ기기전시사 방문 시 추첨 상품(학회에서 준비)： 

예년대로 네비게이션+DMB,4.3“칼라LCD, 아이팟 4G, 외장하

드, 문화상품권 50,000×5매, 30,000×8매  

ᆞ각 발표장 빔프로젝트 성능 확인  

ᆞ냉온수기 8대 준비  

ᆞ등록처용 인터넷 및 전화선 연결(4대), 본부용 1선  

ᆞ현수막(외부용 2＋총회장용 1)  

ᆞ대형 발표장 안내 표지판  

ᆞ주차료：1시간까지 무료, 1시간 초과 후 30분당 500원, 종일권 

5,000원  

ᆞ현장 답사 3월중  

2. 고분자신기술강좌(춘계)  

ᆞ4월 8(수), 대전 DCC  

ᆞ참가비 20만원  

ᆞ연사 섭외：BT분야(한동근박사), IT분야(김재경박사)  

3. 2009 고분자 포럼：5월 22∼23일(금/토), 평창 보광 피닉스파크  

4. 고분자아카데미：6월 24(수)∼26일(금)  

고려대(윤호규 박사) 

5. 추계총회－10월 8∼9(목/금), 광주과학기술원 오룡관  

6. 2009 춘계 학회상 응모자  

삼성고분자학술상 응모자 3명  

우수학위논문상(박사) 11명, (석사) 1명, 기술상：1명 

7. 일본고분자학회개최 고분자토론회 파견(9월)  

ᆞ본부 1＋지부 2(대경지부, 충청지부) 
  

제3차 운영이사회 회의록 

 

일  시：2009년 3월 30일(월) 오후 5시  

장  소：학회사무실  

참석자：조길원, 박지웅, 안희준, 이종휘, 홍성철, 조준한, 표승문,  

김상욱, 박종욱, 이상천, 정일두, 진형준  

1. 춘계총회－모든 운영이사 

ᆞ4월 9∼10(목/금) 대전컨벤션센타 

ᆞ발표논문수：1,146편 

ᆞ사전등록：3월 27일(금) 마감(일반：224명, 학생：1,139명)  

ᆞ대전 컨벤션 3월 14일 답사 완료  

ᆞ축사：김중현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ᆞ셔틀버스 운행：전회원에게 이메일 공지(컨벤션센타 ⇄ 청사역) 

ᆞ회의장 및 포스터장 담당 운영이사 결정－각회장 담당운영이사가 

노트북 준비  

2. 고분자 신기술 강좌－이종휘, 홍성철 박사 

ᆞ4월 8(수) 대전 DCC 101＋102호 

ᆞ회의장 노트북 각 1대＋도우미 학생 2명 

ᆞ참가자 중식：DCC내 까페테리아 예약  

ᆞ등록인원수가 저조하여 4∼5일간 지속적인 홍보  

3. 제4차 운영이사회를 4월 8일(수) 오후 4시에 대전컨벤션센타에서 

개최.  
  

제4차 운영이사회 회의록 

 

일  시：2009년 4월 8일(수) 오후 4시  

장  소：DCC 대전컨벤션센타 로비  

1. 신기술강좌 세미나실 최종점검  

2. 2009 춘계총회 및 연구논문발표회장 및 학술대회 최종 점검 

  

제1회 학술상 심사위원회 회의록 

 

일  시：2009년 3월 20일(금) 오후 3시  

장  소：아라섬(일식집)  

심사위원：윤진산, 최길영, 조길원, 이준영, 송기국, 이광섭, 진인주  

ᆞ삼성고분자학술상：상패와 상금 1,000만원  

응모자 3명중 심사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김철희 박사(인하대)

를 선정함.  

ᆞ우수학위논문상(박사학위)：상장과 상금 50만원  

총회장(201호) → 조길원 

제1회장(101호) → 이종찬 

제2회장(102호) → 진형준 

제3회장(301호) → 조준한 

제4회장(103∼104호) → 김동하 

제5회장(105호) → 박수영 

제6회장(106호) → 표승문 

제7회장(107∼108호) → 김상욱 

포스터발표1(1층 다목적홀) → 이상천/김문석 

포스터발표2(1층 다목적홀) → 이상수/정일두 

포스터발표3(1층 다목적홀) → 김진석/박지웅 

기기전시(1층 다목적홀) → 박종욱/안희준 

예비용 노트북 준비(3개) → 이상천, 이택승, 백상현  

[#] 각 회장별 빔프로젝트 준비－대전 DCC 대여  

예비용 프로젝터 → 이종휘, 홍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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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학위논문상(박사 학위) 응모자 13명중 1명은 접수기한이 경

과하여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12명을 대상으로 심사한 결

과 다음 3명을 수상자로 선정함  

김호중(연세대), 윤현석(서울대), 함석규(포항공과대학교)  

ᆞ우수학위논문상(석사 학위)：상장과 상금 50만원  

응모자 2명 모두 수상자로 결정함.  

김경숙(부경대), 김혜련(경북대) 
  

제1회 기술공로상 심사위원회 회의록 

 

일  시：2009년 3월 20일(금) 오후 3시 
장  소：아라섬(일식집)  

심사위원：윤진산, 최길영, 조길원, 이준영, 송기국, 이광섭 

(위임) 김대식 

ᆞ기술상：상패와 상금 100만원 

ᆞ응모자는 1명으로, 김노마 박사(LG화학)를 수상자로 결정함. 

  

제1차 학회발전위원회 회의록 

 

일  시：2009년 2월 26일(목) 오후 4시  

장  소：한국고분자학회 회의실  

참석자：최길영, 이준영, 김순식, 김은경, 백상현, 육순홍, 진형준  

회의안건： 

(1) 고분자 과학ᆞ기술에 대한 대정부 인식제고로 정책수립 과정에 

참여기회 강화  

ᆞ고분자 소재는 주력산업/차세대성장동력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필

수적인 핵심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정책수립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옴. 따라서 정부 관련부

처 정책입안자들의 고분자과학과 기술의 중요성과 연구개발 필

요성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노력과 구체적인 방안 도출에 논

의함.  

(2) 정보교류의 활성화 구체적 방안에 대한 논의 

ᆞ지부의 학술활동 활성화 지원 방안-지부차원의 학술활동을 본부 

home page 등에 사전 공지  

ᆞ활발한 토론과 지식교류를 위한 학회 홈페이지에 토론방 개설 필

요성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지는 더 논의하기로 함.  

(3) 학회 및 학술지의 국제적 위상 제고  

ᆞ초대 의장국으로서 창립초기단계인 Asia Polymer Federation 

(APF) 활동 강화 방안 논의  

ᆞ2011년 PPC-12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방안 논의  

ᆞ국내외의 우수논문 투고유치 노력 강화 방안 논의  

(4) 산ᆞ학ᆞ연 상생협력 강화  

ᆞ국내 고분자산업의 지속성장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석유화학공

업협회 및 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 관련 단체와의 상생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  

ᆞ공동 심포지엄 개최  

ᆞ맞춤형 교육훈련 강화  

ᆞ애로기술 신속지원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pool DB 구축  

(5) 경제위기 상황에서 학회 운영 효율화 방안에 대한 논의  

제1회 자문위원회 회의록 
 
일  시：2009년 3월 6일(금) 오후 6시  

장  소：대려도(중식당)  

참석자：심정섭, 김은영, 한만정, 진정일, 이후성, 성용길, 정진철,  

이동호, 조원호, 김봉식, 안광덕, 윤진산  

토의 내용： 

1. 2010년도 수석부회장 추천 자문  

2. 2009년 사업 계획 자문  

3. 2010년 세계 화학의 해 제정에 따른 국제 학회 개최 자문  

4. 기타 사항  

  

제1회 이사회 회의록 

 

일  시：2009년 3월 20일(금) 오후 6시  

장  소：아라섬(일식당)  

참석자：윤진산, 최길영, 송기국, 이광섭, 조길원, 이준영, 강호종 

김성훈, 김정호, 김정안, 윤호규, 이명천, 김철희, 인교진 

임순호, 장지영, 조재영, 허완수, 노석균, 강창균, 김양국 

김양국, 양세인, 임종찬/(위임) 15명  

안  건： 

1. 2009년도 춘계 학회상 수상자 보고  

ᆞ삼성고분자학술상：김철희 교수(인하대학교)  

ᆞ기술상：김노마 박사(LG화학기술원)  

ᆞ우수학위논문상：박사：김호중(연세대학교), 윤현석(서울대학교), 

함석규(포항공과대학교)  

석사：김경숙(부경대학교), 김혜련(경북대학교) 

2. 2008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3. 미수금 처리에 관한 사항(2005년도분)  

ᆞ2005년도 미수금 9,109,840원을 잡손실 처리하기로 의결함.  

4. 제17대(2010∼2011) 평의원 수 결정  

제17대 평의원 수는 과총보고회원수의 1/20로 하기로 의결함.  

과총보고회원수 4,467명/20＝223명  

5. 기타 토의 사항  

ᆞ외부 국제심포지움 개최 협조 요청에 관한 건  

-ADVANCED POLYMERIC MATERIALS AND TECH-

NOLOGY 2010  

-Core University Program(supported by JSPS and KOSEF) 

 

제1회 평의원회 회의록 

 

일  시：2009년 4월 8일(수) 오후 6시 30분  

장  소：대전 유성 『만나』(☎ 042-825-2001)  

보고사항： 

1. 2009년도 춘계 학회상 수상자 보고  

2. 2008년도 결산 및 사업보고  

3. 2008년도 지부 및 각위원회 활동상황 보고  

4. 2009년도 사업계획  

5. 기타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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