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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춘계총회 회의록 

 
일  시：2011년 4월 7일(목) 11시 50분 

장  소：대전 DCC 

참석자：이영관 외 180명 

■ 식순  

1. 개회사 

2. 2011년도 춘계 학회상 시상  

－삼성고분자학술상 

－신진학술상 

－기술상 

－우수학위논문상 

3. 업무 보고  

(1) 2010년도 업무보고 및 편집위원회 활동 

(2) 2010년도 지부 활동 및 사업계획 

4. 의안 심의  

(1) 2010년도 결산 

(2) 감사보고서  

5. 기타 보고사항 및 토의  

(1) 2010 임원ᆞ운영이사 감사패 증정 

(2) PPC-12 준비 진행상황 보고 

(3) 기타 토의 

6. 폐회 

■ 2011년 춘계 학회상 시상 

ᆞ삼성고분자학술상(상패와 상금 1,000만원) 

하창식 교수(부산대학교) 

ᆞ신진학술상(상패와 상금 각 $1,500) 

Wiley-PSK JPS Young Scientist Award：김범준 교수(KAIST)  

Wiley-PSK MRC Young Scientist Award： 

유필진 교수(성균관대학교)  

ᆞ기술상(상패와 상금 100만원) 

이충훈 박사(LG화학 기술연구원 부장) 

ᆞ우수학위논문상(상장과 상금 각 50만원) 

박사：이경진(서울대학교), 이선화(한국과학기술원),  

임정아(포항공과대학교) 

석사：주철웅(단국대학교) 

■ 2010년도 업무보고 및 편집위원회 활동 

1. 2010년도 학회지 발간 

ᆞ고분자 과학과 기술：짝수달 발간(Vol. 21, No. 1∼6 발간완료) 

ᆞ폴리머：홀수달 발간(Vol. 34, No. 1∼6 발간완료) 

ᆞMacromolecular Research：매월 발간 

(Vol. 18, No. 1∼12 발간완료) 

2. 2010년도 총회 및 연구논문발표회 

▣ 춘ᆞ추계 학술회의 등록현황 

▣ 춘ᆞ추계 학술회의 논문발표 현황 

3. 2010년도 학회주관 사업 

ᆞ제8회 고분자 신기술 강좌：4. 7(수) 

(대전 DCC, 참석인원：177명) 

ᆞ2010년도 고분자 포럼：5. 14(금)∼15(토) 

(현대성우리조트, 참석인원：34명) 

ᆞ제18회 고분자 아카데미：6. 23(수)∼25(금) 

(고려대학교, 참석인원：175명) 

ᆞ2010년도 산학연 하계 워크샵：7. 21(수)∼23(금) 

(용평리조트, 참석인원：66명(가족포함 116명)) 

ᆞ제4회 플라스틱 기술혁신 세미나(한국 석유화학공업협회 후원)： 

10. 22(금) (팔래스 호텔, 참석인원：138명) 

ᆞ제10회 화학산업진흥 심포지움(화학관련학회연합회 주관)： 

10. 28(목) (신라호텔, 참석인원：102명) 

ᆞ제32회 고분자 기기분석：11. 4(목)∼5(금) 

(한국화학연구원, 참석인원：114명) 

4. 2010년도 이사회, 평의원회 및 각 위원회 개최 현황 

ᆞ자문위원회：2회 

ᆞ이사회：4회 

ᆞ평의원회의：2회 

ᆞ운영이사회：8회 

ᆞ지부장회의：2회 

ᆞ학회발전위원회：2회 

ᆞ선거관리위원회：1회 

ᆞ학회상 심사위원회：2회 

ᆞ기술공로상 심사위원회：2회 

5. 2010년도 회비 납입현황(2010년 12월 31일 기준) 

2010년도 일시 장소 등록자 논문수
춘계총회 및 
학술회의 

2010. 4. 8(목)∼9(금)
대전  
DCC 

2,150명 1,179편

추계총회 및 
학술회의 

2010. 10. 7(목)∼8(금)
대구 

EXCO 
2,010명 1,222편

 
2007

춘계

2007

추계

2008 

춘계 

2008 

추계 

2009 

춘계 

2009

추계

2010

춘계

2010

추계

일반 295 260 246 225 222 222 307 291

학생 973 1,116 1,049 1,101 1,139 1,128 1,209 1,175
사전

등록
소계 1,268 1,376 1,295 1,326 1,361 1,350 1,516 1,466

총등록인원 1,652 1,818 1,960 1,794 2,002 1,840 2,150 2,010

사전등록비율 76.7% 75% 66% 74% 68% 73% 71% 73%

 
2007

춘계

2007

춘계

2008 

춘계 

2008 

춘계 

2009 

춘계 

2009

춘계

2010

춘계

2010

춘계

기조 및 기념 강연 2 2 2 2 2 1 2 3 

초청특강 96 62 108 86 94 113 96 109

구두발표 73 59 29 37 24 38 60 50

포스터발표 839 1,008 958 997 1,026 1,042 1,021 1,060

합계 1,010 1,131 1,097 1,122 1,146 1,094 1,179 1,222

 본부 대경지부 부경지부 충청지부 호남지부 계 

종신회원 465 96 96 201 88 946(31.6%)

정회원 294 50 84 183 67 678(22.6%)

학생회원 635 170 152 262 156 1,375(45.8%)

합 계 1,394 316 332 646 311 2,999 

구독회비납부(일반) 128 34 33 35 33 263 

구독회비납부(학생) 44 24 8 44 11 131 

학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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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0년도 일본 고분자학회(SPSJ)와 교류 

**PSK－SPSJ Exchange Program에 관한 MOU 체결(2010년 5월 27일) 

- PSK는 홀수 해 춘계총회에 SPSJ 회장과 부회장 초청 

- SPSJ는 짝수 해 춘계 Annual Meeting에 회장과 수석부회장 초청 

- PSK는 춘계 학술대회, SPSJ는 추계 학술대회에 3인 이내의 Young  

Scientist를 초청 

- 초청하는 학회에서 등록비와 숙식비 제공, 여행경비는 초청받는 학회에 서부담 

7. 2010년도 편집위원회 활동 

◈ Macromolecular Research 편집위원회(위원장：하창식) 

※ 2010년 1월호부터는 Springer사와 출판 계약하여 발행.  

◈ 2011년 3월 15일 현재 

◈ 폴리머 편집위원회(위원장：김지흥) 

■ 2010년도 지부활동 보고 

◈ 대구ㆍ경북지부 

▶2010년도 사업실적(지부장：이문호)  

1. 대구ᆞ경북지부 이사 및 평의원 합동회의 및 지부 초청 강연회 개최 

일시：2010년 4월 23일  

장소：포항공대 내 포항산업과학기술연구원 세미나실 

연사：유  혁 교수(University of Wisconsin),  

김영규 교수(경북대학교), 정진철 교수(포항공과대학교) 

2. 지부 초청 강연회 개최 

일시：2010년 5월 13일  

장소：영남대학교 화공관 213 호실 

연사：Prof. Krzysztof Matyjaszewski(Carnegie Mellon 

University) 

3. 대구ᆞ경북지부/호남지부 합동 심포지움  

일시：2010년 6월 17일  

장소：전남대학교 공대 4호관 106 호실 

연사：강인규 교수(경북대학교), 채규호 교수(전남대학교) 

이대수 교수(전북대학교), 제갈영순 교수(경일대학교) 

조병욱 교수(조선대학교) 

4. 제23회 대구ᆞ경북지부/부산ᆞ경남지부 합동 심포지움  

일시：2010년 7월 30일  

장소：포항공대 내 포항산업과학기술연구원 세미나실 

연사：현   규 교수(부산대학교), 박문정 교수(포항공과대학교) 

진영읍 교수(부경대학교)  

5. 2010년 12월：지부이사 및 평의원회의 

일시：2010년 12월 7일  

장소：대구 상락식당 

6. 2010년 12월：정기 총회 및 세미나 

일시：2010년 12월 14일  

장소：경북대학교 공대9호관 세미나실 

연사：정인우 교수(경북대학교), 이태우 교수(포항공과대학교)  

이원철 교수(경일대학교)[정년퇴임 기념강연] 

▶2011년도 사업계획(지부장：송동익) 

ᆞ2011년 4월：대구경북지부 정기 초청강연회 및 지부이사회  

ᆞ2011년 7∼8월：대구경북지부/부산경남지부 합동 심포지움 

(장소：부산) 

ᆞ2011년 3-11월：대구경북지부 방문 국내외 석학 초청강연회 

2∼3회 

ᆞ2011년 12월 초순：대구경북지부 이사회 

ᆞ2011년 12월 중순：대구경북지부 정기 초청강연회 및 정기총회 

◈ 부산ㆍ경남지부 

▶2010년도 사업실적(지부장：김원호)  

1. 제23회 부산ᆞ경남-대구ᆞ경북지부 합동세미나 개최 

일시：2010년 7월 30일(금) 오후 3:00∼5:00 

장소：포항공대 RIST 3326호 

연사：현  규 교수(부산대학교), 박문정 교수(포항공과대학교)  

진영읍 교수(부경대학교) 

2. 지부 이사회 및 총회 개최  

일시：2011년 1월 20일 

안건：2010년도 결산 및 2011년도 사업계획 토의 

3. 특별세미나 개최  

일시：2011년 3월 9일  

연사 및 제목： 

Professor Kazuo Sakurai(University of Kitakyushu) 

“Small-Angle X-ray Scattering from Self-Assembled Su-

permolecular Objects：Application to Drug Delivery System” 

▶2011년도 사업계획(지부장：김원호)  

1. 제24회 부산ᆞ경남-대구ᆞ경북지부 합동세미나 개최(7월) 

2. 특별 세미나 개최 (4월 & 10월：2회 개최) 

3. 2011 Pusan-Kyeongnam/Kyushu-Seibu Joint Symposium 

on High Polymers(15th) and Fibers(13th) 개최(10월) 

3. 지부 이사회 개최(5월 & 11월：2회 개최) 

4. 지부 정기 총회 및 초청 특별 강연 개최(12월) 

ᆞ2011년도 결산 및 2012년도 사업계획 토의 

교류내용 방문자 

PSK 춘계총회에서 일본 Young Scientist 

초청강연(4월 8일∼9일) 

Norimishu Tohnai(Osaka University)

Shunsaku Kimura(Kyoto University)

SPSJ Annual Meeting(Yokohama)에 

PSK 회장단 방문 상호교류 MOU 체결
** 및 초청 강연(5월 26일∼28일) 

최길영 회장 

이영관 수석부회장 

SPSJ 추계 심포지움에서 한국 Young  

Scientist 초청강연(9월 15일∼17일)  

우한영 교수(부산대학교) 

이원목 교수(세종대학교) 

태기융 교수(광주과학기술원) 

 2010년 2009년 2008년 

총 투고논문수 417편 272편 255편 

게재 논문수 192편 174편 115편 

Impact Factor  2.369 1.787 

 접수 게재논문 게재(가) 게재불가 철회 

2009년 

272편 

(국내 213,  

국외 59) 

174편 

119편 

(국내 100,  

국외 19) 

70편 

(국내 50,  

국외 20) 

19편 

2010년 

417편 

(국내 232,  

국외 185) 

192편 

163편 

(국내 117,  

국외 46) 

137편 

(국내 55,  

국외 82) 

3편 

(국내 2, 

국외 1) 

2011년 

97편 

(국내 52,  

국외 45) 

48편 

4편 

(국내 3,  

국외 1) 

13편 

(국내 6,  

국외 7) 

 

 2010년 2009년 2008년 

총 투고논문수 142편 118편 118편 

게재 논문수 97편 97편 93편 

Impact Factor  0.464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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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지부  

▶2010년도 사업 실적(지부장：박오옥)  

1. 신임 지부 임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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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섭, 최길영  

지부장：박오옥  

부지부장：이재락, 송현훈, 유진녕, 동현수  

감사：신태섭, 이재흥  

이사：정희태(총무), 박원호(총무), 장석기(기획), 김도(기획),  

김상욱(재무), 이택승(홍보), 김경수(홍보), 김영진(전산) 

평이사：고장면, 김상율, 김정수, 김창규, 김환규, 도이미, 류주환,  

민병각, 손영곤, 이  원, 이관영, 이기윤, 이미혜, 이범재,  

이영철, 최선웅, 홍영택 

2. 충청지부 초청 세미나 실시 

일시：2010년 5월 19일, LG화학기술원  

제목：“Nanostructured Functional Materials by Controlled 

Radical Polymerization” Prof. Krzysztof Matyjaszewski 

(Cargegie Mellon University) 

일시：2010년 6월 3일, 한남대학교 대덕캠퍼스 세미나실 

제목：“State of Photonics Polymer and Face-to-Face 

Communication” Prof. Yasuhiro Koike(Keio 대학) 

일시：2010년 6월 15일, 충주대학교 멀티미디어실 

제목：“Functional Conjugated Polymers for Biosensors and 

Optoelectronic Applications” 김진상 교수(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일시：2010년 12월 16일, KAIST 응용공학동 영상강의실 

제목：“Directed Self-Assembly of Siloxane Block Co-

polymers”정연식 교수(KAIST 신소재공학과) 

일시：2010년 12월 16일, KAIST 응용공학동 영상강의실 

제목：“Optics in Nature：Beetles and Butterflies” Prof. 

Mohan Srinivasarao(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재료공학과) 

3. 충청지부 이사회 개최 3월 25일  

ᆞ2009년 결산 및 2010년 지부 사업 계획 확정 

ᆞ일본간사이 지부 파견 Young Scientist 선정 

4. “간사이 지부 학술대회” 충청지부 신진과학자 1인 선정 파견  

(2010년 7월 16일) 

ᆞ충남대학교 분석기술대학원 임용택 교수(Special Invited 

Lecture Award 수상) 

ᆞ수상강연 연제：“Biocompatible Polymer Nanoparticles for 

Biology and Medicine”  

▶2011년도 사업계획(지부장：박오옥)  

1. 지부 임원 구성(2010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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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섭, 최길영  

지부장：박오옥  

부지부장：이재락, 송현훈, 유진녕, 동현수  

감사：신태섭, 이재흥  

이사：정희태(총무), 박원호(총무), 장석기(기획), 김  도(기획),  

김상욱(재무), 이택승(홍보), 김경수(홍보), 김영진(전산)  

2. 충청지부 세미나 개최  

ᆞ5월：제1회 순회 세미나; LG화학(대전) 정희태 총무 이사 

ᆞ6월：제2회 순회 세미나; 고려대(조치원) 박원호 총무이사 

ᆞ8월：제3회 순회 세미나; 공주대(천안) 정희태 총무이사 

ᆞ9월：제4회 순회 세미나; 삼양사(대전) 박원호 총무이사 

ᆞ12월：정기총회 및 제5회 세미나：화연(대전)  

김상욱 재무이사, 이재락 부지부장, 이재흥 감사 협조 

3. 충청지부 이사회 개최(3월 & 6월)  

4. “일본 Kansai 지부 신진 과학자 교류”  

5. 충청지부 초청 특별강연 및 정기총회(12월)  

ᆞ12월 정기총회 및 제5회 세미나(화학연구원)：김상욱 재무이사, 

이재락 부지부장, 이재흥 감사 협조 

◈ 호남지부 

▶2010년도 사업실적(지부장：이재석) 

1. 학술 세미나：「2010 Workshop on PEMFC Membrane, 

Catalyst, and GDL at GIST」 

일시：2010년 1월 20일(금), 오후1:00∼16:40 

장소：광주과학기술원 오룡관  

연사 및 강연제목： 

(1) Prof. James E. McGrath(Virginia State Univ.) 

“Advances in Proton Exchange Membrane for Fuel Cells” 
(2) Prof. Hiroyuki Nishide(Waseda Univ.) 

“New Sulfonic Acid Polymers and their Proton Conductivity” 
(3) 문승현 교수(광주과학기술원) 

“Estimation of Activation Energy and Mass Transfer Coeffi-

cient from a Polarization Curve” 
(4) 이재석 교수(광주과학기술원) 

“Synthesis of Crosslinked Sulfonated Poly(arylene ether) 

for Fuel Cell Membranes” 
(5) 김원배 교수, 김용석 박사(광주과학기술원) 

“Nanowire Composited Pt/C Catalysts for Alcohol Oxidation 

and Oxygen Reduction” 
(6) 이재영 교수, 엄성현 박사(광주과학기술원) 

“Electrocatalysts and Gas Diffusion Layer in Alkaline Ethanol 

Fuel Cells” 
2. 한국고분자학회 호남지부 정기총회 및 이종문 교수 정년기념 심포지움  

「Multi-Functional Polymers：Toward Future」 

일시：2010년 2월 19일(금), 오후 2:00∼6:00 

장소：전북대학교 예지원 2층 

연사 및 강연제목： 

(1) 이해방 교수(아주대학교 분자과학기술과) 

“친수성 의료고분자부터 생체조직공학까지” 
(2) 손태원 교수(영남대학교 섬유패션학부) 

“Shape-Stabilized Phase Change Materials：Frozen Gels 

for Latent Heat Storage”  
(3) 최길영 박사(한국화학연구원) 

“Failure Analysis and Reliability Assessment of Polymeric 

Materials”  
(4) 하창식 교수(부산대학교 고분자공학과) 

“Polyimides for Hybrid Organic Light-Emitting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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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Flexible Substrates” 
(5) 이명훈 교수(전북대학교 고분자나노공학과) 

“More Than Just Liquid Crystals：Over the Horizons of LC” 
(6) 이종문 교수(전북대학교 고분자나노공학과) 

“융복합형 고분자 산업과 하이브리드형 학과” 
(7) 한국고분자학회 호남지부 정기총회 

3. 학술세미나：“Superelastomers Based on Branched Block 

Copolymers”  
연사：Prof. Jimmy Mays(University of Tennessee, Knoxville)  

일시：2010년 6월 3일(목), 장소：광주과학기술원  

4. 한국고분자학회 대구경북지부-호남지부 합동워크샵 

후원：한국고분자학회 대구ᆞ경북지부 및 호남지부 

일시：2010년 6월 17일 2:20∼6:00 

장소：전남대학교 

연사 및 강연제목： 

(1) 강인규 교수(경북대) 

“유/무기 복합나노섬유의 생의학적 응용” 
(2) 채규호 교수(전남대) 

“Fluorescence Imaging Based on a Polymeric Photobase 

Generator Containing Oxime-Urethane and Phthalimido 

Carbamate Groups” 
(3) 이대수 교수(전북대) 

“Graphene의 제조와 에폭시 수지/Graphene 나노복합재료의 특성” 
(4) 제갈영순(경일대) 

“수용성 전도성 고분자의 합성과 응용” 
(5) 조병욱 교수(조선대) 

“Depolymerization and Application of Sulfated Fucans” 
5. 한국고분자학회 호남지부와 대한화학회 고분자화학분과회 산학공

동워크샵 

후원：(주)제일모직 

일시：2010년 8월 25일 1:30∼6:00 

장소：디오션리조트  

연사 및 강연제목： 

(1) 조규진 교수(순천대학교)  

“유비쿼터스 사회 구현을 위한 화학 재조명” 
(2) 이분열 교수(아주대학교)  

“Catalyst Development for CO2/Epoxide and Ethylene/ 

Alpha-Olefin Copolymerization”  
(3) 안준환 박사(제일모직)  

“LED용 광기능성 미립자 소재의 개발 및 응용”  
(4) 곽기섭 교수(경북대학교)  

“이치환형 아세틸렌 폴리머의 광물성과 센서응용” 
(5) 나창운 교수(전북대학교)  

“카본나노튜브의 보강 메카니즘 및 응용” 
(6) 안정헌 박사(LG화학) 

“R&D Activities in LG Chemical－Petrochemicals and 

Polymers”  
(7) 김상율 교수(한국과학기술원)  

“Synthesis and Self-assembly of Macromolecules with 

Controlled Molecular Architecture”  

6. 학술세미나：“Synthesis, Structure Control, and Application 

of Stable and Dynamic Helical polymers” 
연사：Prof. Toshikazu Takata(Tokyo Institute of Technology)  

일시：2010년 10월 6일(수), 장소：광주과학기술원  

7. 학술대회(광주전남나노기술연합회 국제학술학회(ICNST 2010) 

동시개최)  

일시：2010년 11월 8 & 9일, 장소：광주과학기술원 오룡관 

8. 2010 고분자학회 호남지부 학술대회 

일시：2010년 12월 10일, 장소：조선대학교 

연사 및 강연제목： 

(1) Florian J. Stadler 교수(전북대학교) 

“Mechanical Characterization of NiPAAM-Based Hy-

drogels Produced by γ-Ray Induced Polymerization” 
(2) 윤현석 교수(전남대학교) 

“Nanostructured Polymers for Advanced Sensor Appli-

cations” 
(3) 윤명한 교수(광주과학기술원)  

“Soft Electronics Based on Molecular Semiconductors 

and Ultrathin Dielectrics” 
(4) 김현경 교수(조선대학교) 

“Smart Light-Responsive Azobenzene-Containing Polymer” 
▶2011년도 사업실적 및 계획(지부장：이재석) 

1. 2nd 플렉시블, 스트레처블 전자소재/소자 워크샵 

후원：한국고분자학회 호남지부 및 국가플랫폼기술개발사업단 

일시：2011년 1월 6일, 장소：광주과학기술원 

연사 및 강연제목 

(1) 박장웅 교수(UNIST) 

“High-Resolution Electrohydrodynamic Jet Printing for 

Applications in Electronics and Biotechnology”  
(2) 강성준 교수(경희대학교) 

“Electronic Structure and Work Function of Carbon Nano-

materials” 
(3) 안종현 교수(성균관대학교) 

“Graphene for Flexible and Transparent Electronics” 
(4) 홍석원 교수(부산대학교) 

“Designing of Nanostructured Arrays：Applying Nature’s 

Ability for Assembly to Technology”  
(5) 전석우 교수(한국과학기술원) 

“알칼라인 화합물을 이용한 그래핀 플레이크 제조” 
(3) 허승현 교수(울산대학교) 

“Transfer Printing of Solid State Materials for Use in 

Display Backplanes” 
2. 학술세미나  

일시：2011년 5월, 장소：전북대학교 

3. 학술 및 산학초청 세미나 

일시：2011년 8월, 장소：여수 

4. 학술대회 

일시：2011년 11월, 장소：순천대학교 

5. 정기총회 및 초청특별강연회 

일시：2011년 12월, 장소：전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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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심의  

세입부 
계정과목 2010 예산 2010 결산 

회비수입  95,360 91,270
정회비수입  21,000 20,220

학생회비수입 40,000 38,140

기업체년회비수입  10,000 9,500 

기업체년회비수입 미수금  500

이사회비수입 5,500 5,500

평의원회비수입 10,000 8,550

종신기금일반회계전입  8,860 8,860

구독회비수입 20,300 17,690
구독료수입(일반) 11,000 10,800

구독료수입(학생) 1,200 1,640

구독료수입(인터넷검색료) 100 0

도서관회비수입 8,000 5,250

투고료수입  20,000 25,320
영문지 및 국문지 20,000 20,830

영문지 및 국문지 미수금  4,490

총회수입 304,000 315,814
등록비(춘계) 85,000 92,570

등록비(추계) 95,000 105,700

전시료(춘계) 95,000 40,850

전시료(춘계) 미수금  2,700

전시료(추계) 0 36,294

  1,500

과총 보조금 5,000 16,200

학진 보조금 4,000 0

대구뷰로 보조금 20,000 20,000

광고수입 60,000 59,500
입금액  52,500

미수금  7,000

보조금 40,000 32,400
과총(영문지및폴리머) 20,000 32,400

학술진흥재단(폴리머)  5,000 0

학술진흥재단(영문지)  15,000 0

사업수입  160,000 157,890
고분자아카데미  30,000 35,550

고분자포럼 25,000 13,000

고분자기기분석 25,000 16,450

신기술강좌 l 25,000 34,200

산학연하계워크샾 25,000 24,690

플라스틱기술혁신 30,000 30,000

화학산업진흥심포지움  4,000

기타수입 12,000 34,951
운영자금이자수입외 4,000 12,489

최철림박사님 기부금  2,000

CD롬 판매 인지대외 2,000 517

법인세및부가세환급금  5,000 12,50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000 1,000

각종 외부 행사 수입 0 6,440

합계 711,660 734,835
직전년도 이월금 219,041 242,148

수입총계 930,701 976,983

(단위：1,000원)

세출부 
계정과목 2010 예산 2010 결산 

학회지발간비  146,000  137,047 
회지발간 인쇄비  125,000  122,565 
회지발간 원고료  4,000  3,900 
회지발간 심사료 10,000  3,210 
편집비 및 교정료 7,000  7,372 
제위원활동비 30,000  34,226 
회의비  34,226
선거관리위원회 1,500 1,451 
지부보조비  15,000 15,235 
총회행사비  150,000 167,214 
춘계 행사비 70,000 77,989 
추계 행사비 80,000 89,225
운영비용  212,330 206,160 
급료및상여  116,000 115,500 
여비교통비  12,000 9,556 
통신비  25,000 22,374 
소모품비  3,000 1,236 
관리비  20,000 21,275 
용역비  4,000 3,852 
제세공과금  1,000 951 
인쇄비(공문서등)  500 314 
보험료(4대보험료) 11,000 9,354 
지급수수료  13,000 13,117 
경조비  1,500 3,050 
신년하례식경비  500 358 
과총대의원회비외 1,830 1,830 
잡비  3,000 3,393 
회비및 보조금 6,000 5,000 
연합회 회비외 2,000 2,000 
공인원 연회비 1,000 0 
일본고분자학회 교류 3,000 3,000
사업비용  105,000  107,728 
고분자아카데미  20,000 16,133 
고분자포럼 20,000 12,795 
고분자기기분석 15,000 15,934 
신기술강좌  15,000  16,344 
산학연하계워크샾 20,000  22,513 
플라스틱기술혁신 15,000  23,484 
화학산업진흥심포지움  525 
홈페이지외 관리비 5,000  5,000 
비품 2,000  442 
퇴직금예치금 20,000  20,000 
예비비 2,000  0 

합계 694,830  699,503 
당해년도 잉여금 (16,830)  (35,332) 
기금전출금   140,796 
2007년 미수금 잡손처리  1,855 
차기이월금  235,871  134,829 
(전년도이월금+당해년도잉여금- 
기금전출금-미수금 잡손처리) 

 

지출총계(합계+기금전출금 및 미수금  
잡손처리분+차기이월금) 

930,701  976,983 

 

◆ 차기이월금에 대한 처리 내역 (277,480,000) 

1. 차기이월금 중 직원 전원 퇴직금으로 일반기금에서 사용했던 
40,796,023원을 일반기금에 다시 환원함. 

2. 차기이월금 중 100,000,000원을 일반기금으로 전출함. 

3. 차기이월금 중 2007년도분 미수금 1,855,000원을 잡손 처
리함. 

4. 134,829,000원(중 현금이월금 131,524,000원)을 차기 이
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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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도 기금회계 결산 

(2010. 12. 30.현재) 

◈ 부동산(학회사무실, 구입가)：202,796,000 

◈ 일반기금 예치금  (단위：원) 

수입 지출 

전년도이월금 251,461,357 종신회원회비  
일반회계전출 

8,860,000

종신회비 수입 11,700,000 직원3인 퇴직금 
정산 부족분 

40,796,023

당해년도 이자수입 5,470,796 차기이월금 218,976,130

합  계 268,632,153 합  계 268,632,153

정기예금 196,928,068 (우리은행) 
MMF 통장 22,048,062 (우리은행)  

※ 2011년 1월 31일 일반회계에서 140,796,023원을 전입하여 일반기금으

로 정기예금 하였음. 

◈ 상암고분자상 예치금 

수입 지출 

전년도이월금 105,879,122 차기이월금  108,223,679
당해년도 이자수입 2,344,557  

합  계 108,223,679 합  계 108,223,679

정기예금 97,223,679 (우리은행) 
MMF 통장 11,000,000 (우리은행)  

◈ 학회상 기금 예치금 

수입 지출 

전년도이월금 186,923,174 고분자논문상(이종찬) 2,000,000

당해년도 이자수입 3,993,001 기술상(LG화학 김노마) 1,000,000

  우수학위논문상(5인) 2,500,000

  우수논문상(원종옥, 장진해) 1,000,000

  우수포스터상 1,700,000

  회의비 856,000

  차기이월금 181,860,175

합  계 190,916,175 합  계 190,916,175

정기예금 173,818,770 (우리은행)  

MMF 통장 8,041,405 (우리은행)  

◈ 국제 협력기금 예치금(각종 국제심포지움 개최 후 일부 전입된 기금임) 

수입 지출 

전년도이월금 165,445,302 PPC-12 전도금 50,000,000

당해년도 이자수입 2,556,392 차기이월금 118,001,694

합  계 168,001,694 합  계 168,001,694

정기예금 118,001,694 (우리은행)  

◈ 고분자포럼 기금예치금(2008년도에 적립) 

수입 지출 

전년도이월금 76,506,589 차기이월금 79,401,916

당해년도 이자수입 2,895,327  

합  계 79,401,916 합  계 79,401,916

정기예금 79,401,916 (국민은행)  

◈ 퇴직금 예치금 

수입 지출 

전년도이월금 173,630,499 직원3인 퇴직금 정산 198,032,102

당해년도분 예입 20,000,000 차기이월금 0

당해년도 이자수입 4,401,603  

합  계 198,032,102 합  계 198,032,102

◈ 기금 총액 (2010. 12. 31. 현재) 

현금 706,463,594  

PPC-12전도금 50,000,000 합계：756,463,594

부동산 202,796,000  

(2011. 1. 31. 현재)

현금 847,259,617  

PPC-12전도금 50,000,000 합계：897,259,617

부동산 202,796,000  

◈ 별도 학회 보관 기금 

일본고분자학회 기금 859,364 
 

■ 사무 및 회계감사 보고서 
 

한국고분자학회 귀중 
 

본 감사는 한국고분자학회의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까지의 운영과 제반 업무에 관한 사항, 수입과 지출 및 재무 상

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한국고분자학회 정

관과 일반적인 회계 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본 감사의 의견으로는 첨부된 결산보고서는 한국고분자학회의 2010

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 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년도의 수

입과 지출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22일  
 

한국고분자학회  감사  송석정

 

한양규

■ 기타 보고사항 및 토의 

▶2010 임원ᆞ운영이사 감사패 증정 

회장：최길영 

부회장：강용수, 동현수, 유진녕, 이대수, 이두성 

감사：김양국, 장정식 

전무이사：이준영 

영문지편집위원회 위원장：하창식 

교육위원회 위원장：김병철 

재무이사：백상현 

학술이사：방준하, 이종휘 

조직이사：김동하, 이상천, 이수형, 홍성철 

편집이사：박수영, 박종욱 

기획이사：곽영제, 김경곤, 김상욱, 김용석, 박종혁, 안철희, 안희준, 

이택승, 진형준 

정보전산：표승문 

▶PPC12 준비 진행상황 보고 

1. 행사 개요 

ᆞ행사명：The 12th Pacific Polymer Conference(PPC-12) 

ᆞ일  정：2011년 11월 13일(일)∼17일(목)(5일간) 

ᆞ장  소：제주신라호텔 

ᆞ홈페이지：www.ppc12.org 

2. 홍보 

ᆞ공식 홈페이지(www.ppc12.org) 오픈：2010년 8월  

ᆞ2nd Circular 제작완료(3,000부)：2011년 1월 31일 

ᆞ외국인 홍보－각국의 PPF Council Member DB로 발송 의뢰 

자체 보유 외국인 DB(총 3,065명) 이용한 e-mail 발송 

해외 관련학회 웹사이트에 PPC-12 안내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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ᆞ내국인 홍보－한국 고분자학회 회원에게 발송： 

한국 고분자학회 웹사이트에 배너 설치 

3. 초청연사 현황(3월 11일까지) 

ᆞPlenary Speakers－6명(유럽 1명 추가 예정) 

Show-An Chen(Taiwan)/Won Ho Jo(Korea)/Kazunori 

Kataoka(Japan)/Timothy P. Lodge(USA)/Sadayuki Sa-

kakibara(Japan)/Xi Zhang(China) 

ᆞInvited Speakers－139명 확정(해외 91명/국내 48명) 

ᆞ강연없는 초청－1명 

ᆞ총 146명/22개국 

4. 기업체 후원 현황 

ᆞ현재까지 약 168,000,000원 확보(이중 40,000,000원 학회 

운영비로 이전) 

ᆞ등급별 분류(총 13개 기업) 

Diamond(3,000만원)－1업체 

Platinum(2,000만원)－4업체 

ᆞGold(1,000만원)－4업체 

ᆞSilver(500만원)－3업체 

ᆞBronze(300만원)-1업체  

5. 등록비 

ᆞ해외 

ᆞ국내 

ᆞ온라인 등록 프로그램 제작 중：4월 1일 오픈 예정 

6. 항후 준비 일정 

▶기타 토의 

 

학회상(춘계) 심사위원회 회의록 

 

일  시：2011년 3월 17일(목) 오후 4시  

장  소：한국고분자학회 회의실 

1. 학술상심사위원회 위원： 

-참석：장태현, 차국헌, 권순기, 진인주 

-위임：이영관, 임종찬, 김정안 

심사내용： 

1) 2011년도 춘계 학술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수

상자를 선정함. 

2) 2010년도까지는 추계총회 시 시상하였던 신진학술상을 2011년

도 부터는 춘계 총회 시 시상하기로 존와일리와 협의 하였으며, 2

명에게 수여하는 내용에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상의 종류를 구분

하여 시상하기로 함. 

ᆞ삼성고분자학술상：하창식 교수(부산대학교) 

ᆞ신진학술상： 

Wiley-PSK JPS Young Scientist Award： 

김범준 교수(KAIST)  

Wiley-PSK MRC Young Scientist Award： 

유필진 교수(성균관대학교)  

ᆞ우수학위논문상 

－박사학위 논문상：이경진 박사(서울대학교),  

이선화 박사(KAIST), 임정아 박사(POSTECH) 

－석사학위 논문상：주철웅(단국대학교) 

2. 기술공로상심사위원회 위원 

－참석：장태현, 차국헌, 권순기, 진인주 

－위임：이영관, 임종찬, 이재흥 

심사내용： 

2011년도 춘계 기술공로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수

상자를 선정함. 

－기술상：이충훈 박사(LG화학기술연구원) 

 

제1차 학회발전위원회 회의록 

 

일  시：3월 17일 목요일 오후 5시  

장  소 한국고분자학회 회의실  

참가자：장태현(위원장), 권순기(부위원장), 김상헌, 김순식,  

김재경, 김주현, 류두열, 손대원, 손병혁, 이수홍, 이현정 

안  건： 

1. 주기적인 모임 일자 정하기：금요일이 가장 좋음  

2. 학회상 규정 및 전반적인 규정 개정：주 담당자(권순기, 이현정)  

ᆞ우수논문상 상금 조정：상향 조정 대체로 동의  

ᆞ공로상 메달가격 조정：현금 지급, 금메달의 상징성으로 현재 유지 등  

ᆞ다양한 의견 존재：신진학술상 대표 논문－주 저자(제1저자 및 교신

저자에서 교신저자 논문으로 한정)  

3. 본부 및 지부 활성화：주 담당자(김주현, 김동욱, 정광운, 이수홍)  

ᆞ지부 활성화：필요성, 지부별 이사 및 평의원 동일기관 출신제한 문제  

ᆞ분과회 증회 및 활성화：분자전자, 의료용 고분자－고분자의 적용별 

분류  

ᆞ합성, 물성, 가공－고전적 분류(공정상 분류)  

－너무 다양하여 활성화되지 않음  

4. 국제화： 

ᆞ5항의 홈페이지 개선과 함께 추진함. 

주 담당자－손병혁, 류두열, 김재경, 김상헌  

ᆞ춘ᆞ추계 1개의 세션의 공식어를 영어로 개최하는 것에 대한 의견： 

단계적 확대, 문제점(부작용)에 대한 의견(경비 문제)  

 Before Aug. 
31, 2011 

After Sep. 
01, 2011 

Regular Participant KRW 800,000 KRW 960,000
Student Participant KRW 300,000 KRW 360,000
Accompanying Person KRW 200,000 KRW 200,000
Additional Banquet Ticket KRW 120,000 KRW 120,000

 Before Aug.  
31, 2011 

After Sep. 
01, 2011 

Regular Participant KRW 400,000 KRW 500,000
Student Participant KRW 150,000 KRW 200,000
Accompanying Person KRW 150,000 KRW 150,000
Additional Banquet Ticket KRW 100,000 KRW 100,000

업무 업무완료시기 

Online Submission Open 2011년 1월 open 

Online Registration Open 2011년 4월 1일 예정 

Online Submission Deadline  2011년 5월 31일 

Online Registration Deadline 2011년 8월 31일 

Abstract Notification(Oral & Poster) 2011년 6월 

발표자 등록  2011년 8월 31일 

1차 프로그램 확정 및 안내  2011년 7월 말 

Final 프로그램 확정 및 안내： 2011년 9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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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홈페이지 개선：영문홈페이지 특히 심각 

단기적 방안－최신 정보 갱신  

장기적 방안－전체 시스템 변경  

6. 기타 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  

ᆞ수석부회장의 비산업계, 산업계 교대 선출 문제  

ᆞ신규 교수 및 책임급 연구원 학회 평의원회 직전 소개 및 세미나 

개최 문제 

7. 학회회원 수, 종신 회원 수 증대 문제  

◈ 학회발전위원회(학발위) 잠정 일정  

1. 안  건：가을학회 이전 안건 마무리  

ᆞ학발위 통과, 이사회 통과, 가을학회 총회 통과, 내년 시행  

ᆞ주담당자가 안건을 정리하여 전체 공지 후 의견 수합하여 재정리

하고 학회발전위원에 상정함  

2. 2012수석부회장 선거에 관한 사항  

 

제1회 이사회 회의록 

 

일  시：2011년 3월 17일(목) 오후 6시 30분 

장  소：「광양불고기」 

참석자：회장(이영관), 수석부회장(장태현),  

부회장(김창규, 임종찬, 진인주),  

전무이사(차국헌), 총무이사(권순기), 감사(한양규) 

평이사(강호종, 김순식, 김은경, 박문수, 박수영, 손대원,  

심명식, 유영태, 이준영, 이희우, 인교진, 장석기, 허완수, 홍순만) 

보고 사항： 

1. 2011년도 춘계 학회상 수상자 보고 

2. 2011년도 사업계획 보고 

심의 안건： 

1. 2010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ᆞ2010 사업보고 후 참석이사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함. 

ᆞ2010 결산보고 후 참석이사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함. 

① 직원 전원 퇴직금으로 일반기금에서 사용했던 40,796,023원

을 일반기금에 다시 환원한다. 

② 차기이월금 중 100,000,000을 일반기금으로 전출한다. 

③ 차기이월금 277,480,000원중「①」항과「②」항을 제외한 

134,829,000원을 차기 이월한다. 

2. 미수금 처리에 관한 사항(2007년도 분) 

ᆞ참석이사 전원 만장일치로 2007년도분 미수금 1,855,000원

을 잡손실 처리하기로 의결함. 

기타보고 사항： 

ᆞPPC12 진행사항 보고 

ᆞ기타 토의 

 

제1회 지부장 및 평의원회 회의록 

 

일  시：2011년 4월 6일(수) 오후 6시 30분 

장  소：「만나」(대전 유성) 

보고사항： 

ᆞ2011년도 춘계 학회상 수상자 보고  

ᆞ2010년도 결산 및 사업보고 

ᆞ2010년도 지부 및 각위원회 활동실적 보고 

ᆞ2011년도 사업계획  

ᆞ기타 보고 사항－PPC12 진행사항 
  

회원동정 

 

조병욱(曺秉旭·사진)(조선대학교 공과대학 생명화

학공학과) 교수가 고분자공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

를 인정받아 2011년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네팔 카

투만두에서 개최된 “POLYCHAR World Forum on 

Advanced Materials 국제 학술회의“에서 고분자화학

분야의 국제적 학술상인 ”폴 플로리 고분자 연구 대상(Paul J. Flory 

Polymer Research Award)”을 수상하였다. “폴 플로리 고분자 연구 대

상“은 1974년 노벨화학상을 받은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교수 Paul J. 

Flory의 업적을 기려 플로리 교수 가족의 승낙을 얻어 2000년부터 매

년 고분자화학/공학 발전에 혁혁히 기여한 연구자에게 주는 상이다. 조

병욱 교수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이 POLYCHAR World Forum의 

아시아 지역담당 Vice President를 맡고 있다. 

 
◈ 인사 

ᆞ숭실대학교 이상원 교수께서 2011년 2월 1일자로 부총장으로 

취임. 

ᆞ본 학회 전회장님이신 우상선 박사께서 효성기술원 원장으로 2011년 

3월 1일자로 취임. 

 
◈ 수상 

ᆞ제일모직(주) 이영준 상무께서 2010년 12월 14일에 2010 부품소

재 기술상 대통령 표창을 수상. 

ᆞ잉크테크(주) 연구소장 조현남 박사께서 2010년 12월 14일 2010 

부품소재 기술상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 수상. 

ᆞ한국화학연구원 이미혜 박사께서 2010년 12월 9일에 제2회 여성 

공학인상 대상 수상. 

ᆞ부산대학교 김  일 교수께서 2011년 4월 제10회 부산과학기술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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