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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추계총회 회의록 
 

 
일  시：2011년 10월 6일(목) 11시 50분 

장  소：김대중컨벤션센터 

참석자：이영관 외 120명 
 

■ 식순 

 1. 개회사 

 2. 선거 개표결과 보고  

1) 2012년도 수석부회장  

2) 제18대 (임기 2012∼2013) 평의원  

 3. 2011년도 추계 학회상 시상  

ᆞ상암고분자상   ᆞ롯데산학연협력상 

ᆞ고분자논문상   ᆞ벤처기술상 

ᆞ우수논문상     ᆞMR-Springer Award 

 4. 업무 보고  

1) 2011년도 업무 보고 및 편집위원회 활동 

2) 2011년도 지부 활동 

 5. 의안 심의  

1) 2011년도 중간결산 및 2012년도 예산(안) 

2) 2012년도 임원(안) 

3) 2012년도 사업계획(안) 

 6. 기타 보고사항 및 토의 

1) 신규 학회상(MR-Springer Award) 제정에 관한 사항 

2) PPC12 진행상황 보고 

 7. 폐회  
 
■ 선거 개표 결과 보고 

1) 2012년도 수석부회장 선거 

 

2012년도 수석부회장 선거 개표 결과 
 

ᆞ평의원 수：217명 

투표자 수：161명 

무효표 수：14표(회비미납 13명, 투표마감일경과 1명) 

유효표 수：147표 
 

ᆞ개표결과 

이두성 후보 당선 

2011년 9월 9일 

선거관리위원회 위 원 장  장태현 
 

위    원  김순식 

김재경 

김주현 

 

 

 

 

류두열 

손대원 

이태우 

이현정 

 

 

 

 
* 수석부회장 선거 역대 투표율 

2) 제18대 평의원 선거(총 229명) 

ᆞ당연직명단：전회장 5인(이영관, 최길영, 윤진산, 우상선, 안광덕)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평의원수 217 218 216 216 196 196 180

투표자수 161 206 159 180 182 140 157

투표율 74% 94% 74%  83%  93%  71% 87% 

본부 성명  성명 

비산업계
(87명)

강두환 강용수 강태진 강호종  
곽순종 곽승엽 권용구 권익찬  
김낙중 김덕준 김동영 김병철 
김성수 김성훈 김수현 김영철 
김우년 김은경 김장주 김재경 
김정안 김정호 김종만 김준경 
김중현 김지흥 김진환 김철희 
김홍두 남재도 박 민 박기동 
박수영 박수진 박종래 박종욱 
박철민 배영찬 백상현 서동학 
서용석 손대원 손병혁 송기국 
신동명 안광덕 안동준 안정호 
안철희 원종옥 육지호 윤도영 
윤진산 이광희 이명수 이상수 
이상원 이석현 이영무 이종찬 
이종휘 이준영 이해원 이희우 
인교진 임순호 임승순 장정식 
장지영 조원호 조재영 조준한 
조창기 진인주 진정일 차국헌 
최동훈 최형진 한동근 한양규 
허완수 홍성철 홍순만 홍재민 
황승상 
 

산업계 
(20명) 

강충석 김순식 김양국 김중인
동현수 박기홍 박동원 박태석
여종기 우상선 이부섭 이영관
이영준 임종찬 정광춘 정규하
조현남 홍순용 황진택 

 
2012년 수석부회장(이두성),  
2012년 총무이사(윤호규) 

  

대경지부 성명  성명 

비산업계
(22명)

강인규 김봉식 김진곤 노석균  
민경은 박수영 박이순 박찬언 
박태호 서관호 서길수 손태원 
이문호 장진해 장태현 정진철  
제갈영순 조길원 진왕철 최이준 
하기룡 대경지부장 

산업계 
(4명) 

서장혁 노환권 김상필 오택수

부경지부 성명  성명 

비산업계
(21명)

강동필 김병규 김원호 김윤희 
김  일 김주현 김진국 백현종 
서홍석 설수덕 이원기 이진국 
임권택 정일두 정한모 조남주 
조원제 진성호 하창식 황도훈 
부경지부장 

산업계 
(4명) 

강태규 박재홍 신영준 최희석

학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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ᆞ2012 회장 장태현, 전무이사 김재경, 2012 수석부회장 이두성, 

총무이사 윤호규, 각지부 지부장 4인 

* 평의원 선거 투표율 

 

■ 2011년 추계 학회상 

ᆞ상암고분자상(상패와 상금 1,000만원) 

강용수 교수(한양대학교) 

ᆞ롯데산학연협력상(상패와 상금 1,000만원) 

최길영 박사(한국화학연구원) 

ᆞ고분자논문상(상패와 상금 200만원) 

김성훈 교수(한양대학교) 

ᆞ벤처기술상(상패) 

전요섭 사장(해원바이오테크) 

ᆞ우수논문상(상패와 상금 50만원) 

영문지：김우년 교수(고려대학교) 

국문지：이종휘 교수(중앙대학교) 

ᆞMR-Springer Award(상패와 상금 €500) 

이문호 교수(포항공과대학교) 

■ 2011년도 업무 보고 

1. 2011년도 업무 보고 및 편집위원회 활동 

가. 학회지 발간 

ᆞ고분자 과학과 기술：짝수달 발간(Vol. 22, No 1∼4 발간완료) 

ᆞ폴리머：홀수달 발간(Vol. 35, No 1∼4 발간완료) 

ᆞMacromolecular Research：매월 발간 

(Vol. 19, No 1∼10 발간완료) 

나. 2011년도 총회 및 연구논문발표회 

ᆞ춘계총회 및 학술회의(2011. 4. 7(목)∼8(금)) 

장소：대전 DCC(등록자：2,137명, 논문수：1,192편) 

ᆞ추계총회 및 학술회의(2011. 10. 6(목)∼7(금)) 

장소：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논문수: 1,020편) 

ᆞ춘ᆞ추계 학술회의 등록 현황 

ᆞ춘ᆞ추계 학술대회 논문 접수 현황 

다. 학회 주관 사업  

ᆞ제9회 고분자 신기술 강좌：4.6(수) 

(대전 DCC, 참가자수：183명) 

ᆞ2011년 고분자 포럼：5.27(금)∼28(토) 

(한솔오크밸리, 참가자수：49명) 

ᆞ제19회 고분자 아카데미：6.22(수)∼24(금) 

(고려대학교, 참가자수：142명) 

ᆞ2011년 산학연 하계 워크샵：7.20(수)∼22(금) 

(대명리조트 설악, 참가자수：85(가족포함 115명)) 

ᆞ제5회 플라스틱 기술혁신 세미나(한국 석유화학공업협회 후원)  

일정 취소 

ᆞ제33회 고분자 기기분석：11.10(목)∼11(금) 

(한국화학연구원) 

라. 이사회, 평의원회, 운영이사회 및 기타 위원회 회의 

ᆞ자문위원회：1회 

ᆞ이사회：2회 

ᆞ평의원회：2회 

ᆞ운영이사회：6회 

ᆞ지부장회：2회 

ᆞ학회발전위원회：2회 

ᆞ선거관리위원회：1회 

ᆞ학회상 심사위원회：2회 

충청지부 성명  성명 

비산업계 

(41명) 

강영구 김동욱 김상욱 김상율 

김성철 김영진 김용석 김정수 

김진백 김형중 김환규 도영규  

류주환 박오옥 박정기 변두진  

송봉근 송현훈 신재섭 심홍구 

우성일 원종찬 육순홍 윤성철  

이광섭 이규호 이기윤 이미혜  

이성구 이재락 이재흥 이진호  

이창진 이택승 정인재 정희태  

최길영 홍성권 홍영택 황택성 

충청지부장 

산업계 

(8명) 

권오식 김  도 김창규 유진녕

이관영 이영근 최창현 한장선

호남지부 성명  성명 

비산업계 

(19명) 

강길선 강신영 김동유 김영하  

김학용 나재운 나창운 도춘호 

윤태호 이대수 이명훈 이승희  

이연식 이재석 정광운 조병욱  

채규호 홍진후 호남지부장 

산업계 

(3명) 
김상태 유근훈 조성우 

  전체 본부 
대경 

지부 

부경 

지부 

충청 

지부 

호남 

지부 

유권자 1174 529 110 123 293 119 

투표자 291 126 34 35 63 33 
제18대 

(임기：2012∼2013) 
투표율 24.8% 23.8% 30.9% 28.5% 21.5% 27.7%

유권자 1228 538 130 120 329 114 

투표자 319 138 39 33 80 29 
제17대 

(임기：2010∼2011) 
투표율 26.0% 25.7% 30.0% 27.5% 24.3% 25.4%

유권자 1267 613 109 131 300 114 

투표자 220 138 21 16 31 14 
제16대 

(임기：2008∼2009) 
투표율 17.4% 22.5% 19.3% 12.2% 10.3% 12.3%

 
2011

춘계

2010

추계

2010 

춘계

2009 

추계 

2009 

춘계 

2008

추계

2008

춘계

2007

추계

일반 318 291 307 222 222 225 246 260

학생 1,142 1,175 1,209 1,128 1,139 1,101 1,049 1,116
사전 

등록자 수
계 1,460 1,466 1,516 1,350 1,361 1,326 1,295 1,376

총 등록인원 2,137 2,010 2,150 1,840 2,002 1,794 1,960 1,818

사전등록 비율 68% 73% 71% 73% 68% 74% 66% 75%

 
2011

추계

2011

춘계

2010

추계

2010 

춘계 

2009 

추계 

2009 

춘계 

2008

추계

2008

춘계

2007

추계

초청특강 2 2 3 2 1 2 2 2 2

특강 104 113 109 96 113 94 86 108 62

구두발표 57 65 50 60 38 24 37 29 59

포스터발표 857 1012 1,060 1,021 1,042 1,026 997 958 1,008

합 계 1,020 1,192 1,222 1,179 1,194 1,146 1,122 1,09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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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2010년도 회비 납입 현황(9월 16일 현재) 

바. 일본고분자학회와 교류 

ᆞPSK 춘계총회에서 일본 회장단 초청강연(4월 7~8일) 

－Kazunori Kataoka(회장) 

－Atsushi Takahara(부회장) 

ᆞPSK 춘계총회에서 일본 Young Scientist 초청강연(4월 7~8일) 

－Kotaro Satoh(Nagoya University) 

－Yasuhiro Morisaki(Kyoto University) 

ᆞSPSJ 추계 심포지움에서 한국 Young Scientist 초청강연 

(9월 28∼30일) 

－김원종(포항공대) (대경지부) 

－안희준(한양대학교) (본부) 

－이기라(충북대학교) (충청지부) 

사. 2011년도 위원회 활동 

◈ Macromolecular Research 편집위원회(위원장: 김철희) 

 

 접수논문 게재논문 게재(가) 게재불가 철회 

2009 
272편 

(국내 213, 국외 59) 
174편 

119편 

(국내 100, 국외 19) 

70편 

(국내 50, 국외 20) 
19편 

2010 
417편 

(국내 232, 국외 185) 
192편 

163편 

(국내 117, 국외 46) 

137편 

(국내 55, 국외 82) 

3편 

(국내 2, 국외 1)

2011 
335편 

(국내 170, 국외 165) 
160편 

67편 

(국내 40, 국외 27) 

134편 

(국내 47, 국외 87) 

5편 

(국내 1, 국외 4)

* 접수논문수를 제외한 모든 편수는 이월 논문수 포함. 

** 2011년도 게재논문수는 2011년 10월호까지임. 

ᆞMR Back Issue(2002∼2009) Springer사 MR 홈페이지에 구축 완료：

816편×US$35＝US$28,560 이지만 12.5%의 디스카운트 적용해서 

총액 US$25,000 지불 예정(2010년 이사회에서 예상금액 3,200만원 

지출하기로 의결된 사항임). 

ᆞMacromolecular Research Special Issue “Theranostic Macro-

molecules” 발간 준비중：Guest Editor, 이두성 교수(성균관대) 

ᆞSelected Article E-mail 홍보：분야별 5∼6편 정도, Most Cited/ 

Interesting Article 알림, 6회/년  

ᆞTOC Alert E-mail 홍보：매월 발행되는 MR 논문의 TOC를 회원에게 

E-mail 제공 

ᆞEarly View 시행으로 투고－발간에 소요되는 기간 단축 

ᆞMR-Springer Award : 2011년 추계총회부터 시상(상금 500 유로, 

Springer 사에서 제공) 

▷ 수상자 선정 기준  

1. 최근 2008년 이후 MR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  

2. 영문지 편집위원회에서 수상자 선정(editor는 제외하고 editorial 

board member는 포함) 

3. 1인에게 시상(중복수상 배제)  

4. MR 이외의 저널에서의 인용수가 가장 많은 논문 

(일반논문+Feature Article). 

5. MR 제외한 인용이 동률일 때는 MR Self-Citation도 참조. 

◈ 폴리머 편집위원회(위원장：김지흥) 

 2011. 9. 16 현재 2010 2009 

총 투고논문수 119편 142편 118편 

게재 논문수 63편 97편 97편 

Impact Factor - 0.337 0.464 

2. 2011년도 지부 활동 보고 

◈ 대구ᆞ경북지부 

▶2011년도 사업실적(지부장：송동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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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2011년 4월 22일  

장소：경북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세미나실 

연사：한윤수 교수(대구카톨릭대학교) 

박태호 교수(포항공과대학교) 

2. 제24회 부산·경남지부/대구·경북지부 합동 심포지움  

일시：2011년 8월 23일  

장소：부산대학교 화공관 (7공학관) 세미나실 

연사：이헌상 교수(동아대학교), 곽기섭 교수(경북대학교) 

김경택 교수(울산과학기술대학교), 한윤수 교수(대구카톨릭대학교) 

▶ 2011년도 사업계획 

1. 제1회 한국-호주 국제 심포지움(주최：금오공대) 

(The 1st Korean-Australian International Joint Symposium 

on Advanced Polymeric Materials)  

일시：2011년 11월 11일∼12일 

장소：금오공과대학교(http://kit.kumoh.ac.kr/~ejchoi7/ index.html)  

연사：(호주) Prof. Martina Stenzel 외 13명, (한국) Prof. Lee Soon 

Park 외 10명 

2. 대구ᆞ경북지부 이사회 

일시：2011년 12월 초순 

3. 대구ᆞ경북지부 정기 초청강연회 및 정기총회 

일시：2011년 12월 중순 

◈ 부산ᆞ경남지부 

▶2011년도 사업실적(지부장：김원호)  

1. 지부 이사회 및 총회 개최  

일시：2011년 1월 20일 

안건：2010년도 결산 및 2011년도 사업계획 토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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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24회 부산ᆞ경남-대구ᆞ경북지부 합동세미나 개최 

일시：2011년 8월 23일(화) 오후 2：30∼6：00 

 본부 대경지부 부경지부 충청지부 호남지부 계 

종신회원 469 93 98 200 86 946

정회원 221 32 51 157 50 511

학생회원 744 215 188 313 177 1,637

합계 1,434 340 337 670 313 3,094

구독회비(일반) 112 25 37 58 20 252

구독회비(학생) 52 20 17 39 26 154

 2011. 9. 16 현재 2010년 2009년 

총 투고논문수 335편 417편 272편 

게재 논문수 160편 192편 174편 

Impact Factor - 1.639 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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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부산대학교 화학공학관 7415호 

연사：이헌상 교수(동아대학교), 곽기섭 교수(경북대학교),  

김경택 교수(UNIST), 한윤수 교수(대구카톨릭대) 

▶ 2011년도 사업계획 

1. 2011 Pusan-Kyeongnam/Kyushu-Seibu Joint Sympos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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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10월 27일∼29일 

장소：부산대학교  

예상 참석 인원：외국인 70명, 내국인 70명  

2. 지부 이사회 개최(11월) 

3. 지부 정기 총회 및 초청 특별 강연 개최(12월) 

2011년도 결산 및 2012년도 사업계획 토의 

◈ 충청지부  

▶2011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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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섭, 이재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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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욱(재무), 이택승(홍보), 김영진(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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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각, 손영곤, 이관영, 이기윤, 이미혜, 이범재, 이영철,  

이  원, 최선웅, 홍영택  

※ 박오옥 지부장께서 6월 13일자로 대구경북과학원 부총장으로 

겸임발령 

2. 충청지부 이사회 개최 

일시：2011년 3월 31일 

장소：김삿갓(대전) 

토의사항：2010년 사업실적 및 2011 사업계획  

3. 충청지부 세미나 개최  

(1) 일시：2011년 8월 24일, KAIST 응용공학동 

제목：Development of High Dinensional Sensor Array for 

Medical Diagnosis  

연사：임성현 박사(소속：iSense Medical Corp. 직위：Chief 

Scientist) 

(2) 11월 세미나; 충남대(대전) 박원호 총무이사 

(3) 12월 정기총회 및 제5회 세미나：KAIST(대전) 김상욱 재무

이사, 이재락 부지부장, 이재흥 감사 협조 

4. “간사이 지부 학술대회” 충청지부 신진과학자 1인 선정 파견(2011년 

9월 28∼30일) 

ᆞ충북대학교 공업화학과 이기라 교수(Special Invited Lecture 

Award 수상) 

ᆞ수상강연 연제：“Structured Colloidal Materials from Block 

Copolymers”  
▶ 2011년도 사업계획 

1. 충청지부 초청 특별강연 및 정기총회(12월)  

ᆞ정기총회 및 제5회 세미나(화연)-김상욱 재무이사, 이재락 부지부장, 

이재흥 감사 협조 

◈ 호남지부 

▶2011년도 사업 실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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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ectrohydrody-

namic Jet Printing for Applications in Electronics and 

Biotechnology 

(2) 강성준 교수(경희대학교), Electronic Structure and Work 

Function of Carbon Nano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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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래핀 플레이크 제조 

(3) 허승현 교수(울산대학교), Transfer Printing of Solid State 

Materials for Use in Display Backplanes 

2. 한국고분자학회 호남지부 학술세미나：고분자 기반 의료용 생체재료

의 최신 동향  

일시：2011년 8월 22일 

장소：광주과학기술원 

연사 및 강연제목 

(1) 강길선(전북대학교), Analysis of Research & Commer-

cialization Environment for Regenerative Medicine in 

Korea 

(2) 박인규(전남대학교), Imaging-based Approach for 

Diagnosis of micro-metastasis and Therapeutic Delivery 

of Bioactive Molecules 

(3) 유진욱(조선대학교), Engineering Particle Shape：A New 

Design Parameter for Micro and Nanoparticles 

(4) 김수현(한국과학기술연구원), Development of Biomaterials 

Using Supercritical Fluid Technology 

(5) 권익찬(한국과학기술연구원), Theragnosis：A New Paradigm 

of Personalized Medicine 

(6) 한동근(한국과학기술연구원), Study and Development of 

New Generation Drug-Eluting Stents for Coronary Artery 

(7) 박기동(아주대학교), Injectable Biomaterials for Thera-

peutic Applications 

▶ 2011년도 사업계획 

1. 정기총회 및 초청특별강연회  

일시：2011년 11월  

장소：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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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심의 

1. 2011년도 중간결산 및 2012년도 예산(안) 

(단위 1,000원) 

  

세출부 

계정과목 
2011 예산 

(안) 
2011 8월말 

현재 
2011 12월말

예상 
2012년 예산

(안) 

학회지 발간비  154,000  87,488  132,000 137,000 
회지발간 인쇄비  133,000  79,421 120,000 125,000 

회지발간 원고료  4,000  3,700  4,500 4,500 

회지발간 심사료 10,000  2,170  3,000 3,000 

편집비 및 교정료 7000 2,197  4,500 4,500 

제위원 활동비 30,000  17,927  30,000 30,000 
각위원회 활동비 30,000  17,927 30,000 30,000 

선거관리위원회 1,500  793  1,500 1,500 
지부보조비  15,000  0  15,000 15,000 
총회행사비  150,000  71,458  150,842 150,000 
춘계 행사비 70,000  70,842  70,842 70,000 

추계 행사비  80,000  616  80,000 80,000 

운영 비용  216,030  146,720  228,279 197,030 
급료 및 상여  119,700  85,221  133,425 102,200 

여비교통비  12,000  8,054 12,000 12,000 

통신비  25,000  13,406  23,000 25,000 

소모품비  1,000  1,532  1,585 1,000 

관리비  21,500  14,626  21,939 22,000 

용역비  4,000  2,150  4,000 4,000 

제세공과금  1,000  753  1,000 1,000 

인쇄비(공문서 등)  500  928  1,000 500 

보험료(4대보험료 외) 11,000  6,061  10,000 9,000 

지급수수료  13,000  10,659  13,000 13,000 

경조비  2,000  1,000  2,000 2,000 

신년하례식경비  500  0  500 500 

과총대의원회비 및 광고료 1,830  0  1,830 1,830 

잡비  3,000  2,330  3,000 3,000 

회비 및 보조금 6,000  3,000  6,000 6,000 
연합회 연회비외 2,000  2,000  2,000 2,000 

공학인증원 연회비 1,000  1,000  1,000 1,000 

일본고분자학회 교류 

(Young Scientist 방문지원)
3,000  0  3,000 3,000 

사업 비용  115,000  79,817  93,827 100,000 
고분자아카데미  20,000  15,916  15,916 20,000 

고분자포럼 15,000  21,657  21,657 20,000 

고분자기기분석 15,000  990  15,000 15,000 

신기술강좌 I 15,000  17,755  17,755 20,000 

산학연하계워크샾 25,000  23,499  23,499 25,000 

플라스틱기술혁신세미나 25,000  0  0 0

홈페이지 및 S/W관리비 5,000  0  10,000 10,000
홈페이지 관리비 5,000  0  5,000 5,000

홈페이지 개선비용 0  0  5,000 5,000

비품 2,000  1,265  2,000 1,500
퇴직금 예치금 20,000  0  11,000 9,000
예비비 2,000  0  0 2,000

지출 합계 716,530 408,468  680,448 659,030
당해년도 잉여금 1,670 79,982  7,760 12,730

이월금(기금전출전이월금) 0 357,564  285,342 0

기금전출금(2010년 퇴직금 

중간정산시 기금사용분) 
0 40,796  40,796 0

기금전출금(일반회계로) 0 100,000  100,000 0

차기이월금(기금전출 후)

(이월금-기금전출금) 
244,475 216,768  144,546 157,276

총계(지출합계+기금전

출금+차기이월금) 
961,005 766,032 965,790 816,306

세입부 

계정 과목 
2011 예산 

(안) 
2011 8월말 

현재 
2011 12월말 

예상 
2012 예산

(안) 

회비 수입  94,200 84,740  92,200 92,460
정회비 수입  21,000 20,190 22,000 22,000

학생회비 수입 40,000 32,500 38,000 38,000

기업체 연회비 수입  10,000 11,000 11,000 11,000

이사회비 수입 5,500 5,000 5,000 5,000

평의원회비 수입 8,500 6,850 7,000 7,000

종신기금일반회계전입  9,200 9,200 9,200 9,460

구독회비 수입 19,000 14,920 17,300 17,300 
구독료 수입(일반) 11,000 10,320 11,000 11,000

구독료 수입(학생) 1,500 1,600 1,800 1,800

도서관회비 수입 6,500 3,000 4,500 4,500

투고료 수입  15,000 21,600 23,000 23,000
영문지 및 국문지 15,000 21,600 23,000 23,000

총회 수입  305,000 206,933 292,563 306,500
등록비(춘계) 100,000 110,560 110,560 115,000

등록비(추계) 80,000 53,770 80,000 80,000

전시료(춘계) 50,000 42,603 42,603 42,000

전시료(추계) 40,000 0 30,000 30,000

과총 보조금 15,000 0 9,400 9,500

컨벤션뷰로 보조금 20,000 0 20,000 30,000

광고 수입 60,000 33,786 45,000  45,000
광고료 입금액 60,000 33,786 45,000 45,000

보조금 수입 43,000 0 38,500 38,500
과총(영문지) 예상액 25,000 0 24,500 24,500

과총(국문지) 예상액 18,000 0 14,000 14,000

사업 수입  165,000 113,860 138,860 127,000
고분자아카데미  35,000 28,950 28,950 30,000

고분자포럼 15,000 21,800 21,800 22,000

고분자기기분석 25,000 0 25,000 15,000

신기술강좌 l 35,000 36,420 36,420 35,000

산학연 하계 워크샾 25,000 26,690 26,690 25,000

플라스틱기술혁신세미나  30,000 0  0  0

기타 수입 17,000 12,611 40,785 22,000 
예금이자 수입 외 잡수입 4,000 711 4,000 4,000

스프링거 로열티 0 2,785 2,785 4,000

법인세 및 예수금 환급금  13,000 9,115 13,000 13,000

한국학술정보원 0 0 1,000 1,000

각종 외부 행사 수입 0 0 20,000 0

수입 합계 718,200 488,450 688,208 671,760

직전년도 이월금  242,805 277,582 277,582 144,546

현금 이월금  272,320   

대전DCC 선급금  4,307   

전년도까지의 미수금 중  

입금액 
 17,370   

전년도까지의 미수금 중  

미입금액 
 8,785   

전년도 미지급금 지급  -25,200   

총계 961,005 766,032 965,790 816,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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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2년도 임원(안) 

회장：장태현(포항공대) 

수석부회장：이두성(성균관대) 

부회장：김중현(연세대), 김양국(아이컴포넌트), 노석균(영남대),  

송석정(코오롱인더스트리), 한양규(한양대)  

감사：장지영(서울대), 조현남(잉크테크) 

전무이사：김재경(한국과학기술연구원) 

총무이사：윤호규(고려대) 

[본부] 강호종(단국대), 김영철(경희대), 김은경(연세대),  

박기동(아주대), 박문수(수원대), 박수영(서울대),  

손대원(한양대), 원종옥(세종대), 유영태(건국대),  

이명천(동국대), 이준영(성균관대), 이희우(서강대),  

인교진(강원대), 차국헌(서울대), 최동훈(고려대),  

최형진(인하대), 허완수(숭실대), 홍순만(한국과학기술연구원)  

[대경지부] 서관호(경북대), 조길원(포항공대), 하기룡(계명대) 

[부경지부] 박찬영(부경대), 김원호(부산대), 박종만(경상대) 

[충청지부] 민병각(충주대), 김상율(KAIST), 이미혜(한국화학연구원),  

이진호(한남대)  

[호남지부] 이명훈(전북대), 김동유(광주과학기술원), 허양일(전남대) 

[산업계] 강창균(현대EP), 김  도(삼양사), 김순식(도레이첨단소재),  

김승수(금호석유화학), 김창규(호남석유화학), 동현수(효성),  

박승진(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 박종수(국도화학),  

박준려(삼성토탈), 서금석(신일화학공업), 양세인(OCI),  

이건주(LS전선), 이영근(SK대덕기술원), 이영준(제일모직),  

임종찬(KCC), 장경호(이녹스), 장석기(LG화학기술연구원) 

위원회 위원장：자문위원회：김은영 

재무위원회：김양국 

국문지편집위원회：김지흥 

영문지편집위원회：김철희 

기술지편집위원회：김재경 

학술위원회：한양규 

교육위원회：노석균 

산학협동 위원회：이재흥 

학회발전 위원회：이두성 

3. 2012년도 사업계획(안) 

가. 학회지 발간 

ᆞ고분자 과학과 기술：짝수달 발간(Vol. 23, No 1∼6) 

ᆞ폴리머：홀수달 발간(Vol. 36, No 1∼6) 

ᆞMacromolecular Research：매월 발간(Vol. 20, No 1∼12) 

나. 학회 주관 사업  

ᆞ제10회 고분자 신기술 강좌：2012. 4. 11(수)  

장소：대전 DCC 

ᆞ춘계총회 및 연구논문발표회：2012. 4. 12(목)∼13(금) 

장소：대전 DCC 

ᆞ2012 고분자 포럼：5월 중(미정) 

ᆞ제20회 고분자 아카데미：6월 중(고려대학교) 

ᆞ2012 산학연 하계 워크샵：7월 중(미정) 

ᆞ추계총회 및 연구논문발표회：2012. 10. 11(목)∼12(금) 

장소：창원컨벤션센터 

ᆞ제5회 플라스틱 기술혁신 세미나：(한국 석유화학공업협회 후원) 

(석화협과 협의 필요) 미정 

ᆞ제34회 고분자 기기분석：11월 중(한국화학연구원) 

 

■ 기타 보고사항 및 토의 

1. 롯데산학연협력상 제정 

1) MR-Springer Award 심사규정  

(매년 가을총회에서 시상, 상금은 Springer에서 제공) 

제1조 (명칭) 이 상은 한국고분자학회 “MR-Springer Award”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상은 고분자 분야의 진취적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 학회 영문학술지(MR)에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를 포상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수상자격) 심사일 기준 지난 3년간 해당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

상으로 하며, 주 저자에게 시상한다. 

제4조
(심사내용) 대상 기간동안 해당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인용된 정도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제5조 (시상) 시상은 상패와 부상 500 유로로 한다. 

제6조 (수상자 수) 수상자는 1명을 원칙으로 한다. 

2) PPC12 준비 진행상황 보고 

(1) 행사 개요 

ᆞ행사명：The 12th Pacific Polymer Conference(PPC12) 

ᆞ일정：2011년 11월 13일(일)∼17일(목) 

ᆞ장소：제주 신라호텔 

ᆞ홈페이지：http://www.ppc12.org 

(2) Submission 최종 현황：총 825편(총 31개국) 

ᆞPlenary Speaker：7명 

Show-An CHEN(Taiwan)/Won Ho JO(Korea)/Kazunori 

KATAOKA(Japan)/Timothy P. LODGE(USA)/Sadayuki 

SAKAKIBARA(Japan)/Xi ZHANG(China)/Rodolph ZENTEL 

(Germany) 

ᆞ초청연사 발표：184편(국외 123편, 국내 61편) 

ᆞ일반구두 발표：193편(국외 159편, 국내 34편) 

ᆞPoster 발표：448편(국외 175편, 국내 273편) 

(3) 등록 현황 (9월 9일 기준)：사전등록 691명(27개국) 

(4) 기업체 후원 현황：17,800만원[20개 업체] 

(이 중 1,800만원 학회운영비로 이전) 

ᆞDiamond(3,000만원)∼1개 업체(도레이첨단소재(주))) 

ᆞPlatinum(2,000만원)∼1개 업체(삼성석유화학) 

ᆞGold(1,000만원)∼9개 업체(호남석유화학/제일모직(주)/ 

삼성토탈/(주)엘지화학/SK이노베이션(주)/삼양사/삼남석유 

화학/KP케미칼/효성기술원) 

ᆞSilver(500만원)∼6개 업체(한국바스프(주)/KOLON 인더스트리 

(주)/SKC(주)/(주)이컴포넌트/국도화학/현대EP(주)) 

ᆞBronze(300만원)∼3개 업체(듀폰코리아/(주)이녹스/동우화인

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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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rogram：총 8개 Scientific Session으로 구성 

(6) 항후 준비 일정 

ᆞFinal 프로그램 확정 및 안내：2011년 9월 말 

ᆞ후원사 광고 및 로그 파일 접수：2011년 9월 말 

ᆞ현장 운영 및 현수막 준비 작업：2011년 10월 초 

ᆞProgram Book & Proceedings 작업：2011년 9월∼11월 

  

제6차 운영이사회 회의록 

 

일  시：2011년 8월 5일 (목) 16:00  

장  소：고분자학회 사무실 

참석자：차국헌, 곽영제, 김경곤, 김동하, 김윤희, 김태동, 박종욱,  

박태호, 안희준, 양성윤, 유필진, 이상천, 진병두, 진형준,  

태기융, 홍성철  

보고사항： 

1. 2011 추계총회 초록 접수 현황 

 2010 춘계 2010 추계 2011 춘계 2011 추계

기조 및 기념강연 2 3 2 2 

초청특강 96 109 113 104 

구두발표 60 50 65 57 

포스터발표 1,021 1,060 1,010 857 

합  계 1,179 1,222 1,190 1,020 

ᆞ초록접수 마감일：2011년 7월 29일(금) 

ᆞ초록접수 마감일 연장：2011년 8월 1일(월) 

ᆞ포스터 발표가 저조함(고분자 관련 국제학술대회(KJF(9월, 경주) 

및 PPC12(11월, 제주))가 이번 가을 국내에서 개최되어 국제학술

대회 발표와 참여로 인하여 국내학술대회 발표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생각됨) 

ᆞ기조강연：서울대 윤도영 박사님 추천(차국헌전무이사님) 

2. 2011 고분자 포럼 

일  시：5월 27일(금)∼28일(토) 

장  소：한솔 오크밸리 리조트 

참가자：총 49명(연사 5명 포함) 

협  찬：KCC, 호남석유화학 

3. 제18회 고분자아카데미  

일  시：6월 23일(수)∼25일(금)  

장  소：고려대 공학관 5층 

참가자：총 142명(일반 41명, 특별회원사 21명, 학생 80명)  

4. 2010 하계 산학연 워크샵  

일  시：7월 20일(수)∼22일 (금) 

장  소：대명리조트 설악 

참가자：86명(일반 25명, 학생 57명, 연사 4명),  

동반가족포함 총 116명  

협  찬：도레이 첨단소재, 아이컴포넌트, 동우화인켐, 이녹스 

회의 안건： 

1. 2011 추계총회 및 연구논문발표회：10월 6∼7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  

ᆞ포스터 발표장(제3전시장)이 대전 DCC(2,520 m2)보다 넓은 관계

로 스넥바 마련  

ᆞ휴게테이블, 무선인터넷서비스(wi-fi존) 제공 

ᆞ포스터발표－기존대로 3 part로 발표 

ᆞ간친회장 세팅 준비시간 동안 컨벤션홀 로비에 간단한 와인바 마련  

ᆞ물품보관소/핸드폰충전소(멀티충전기마련)：포스터발표장 옆 매표소 

사용, 전원확인 

-안내판과 안내문(귀중품 분실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작성/보관택-이름, 학교, 전화번호 

-담당학생 배치할 것 

ᆞ등록부스：1층 제3전시장 앞에 설치 

2. 기타 준비 사항(태기융 박사님) 

ᆞ전임회장 외 원로회원 숙박 장소：홀리데이 인 광주호텔-더블, 트윈 

30실 예약. 

-13만원/1박(봉사료, 1인 조식포함, 인원 추가시 조식(15,000원) 

ᆞ운영이사 숙박 장소(모텔 1인 1실) 

예술의전당(062-600-9999, 7만원) 

ᆞ10월 5일(수)：평의원, 지부장회의 장소 

홀리데이인광주호텔 3층 컨벤션홀 II 

ᆞ10월 5일(수)：평의원, 지부장회의 후 2차 장소－미정 

ᆞ10월 6일(목)：원로 및 주요인사, 각위원회위원, Organizer 중식 

장소 –하늘담채(컨벤션앞 식당가) 

ᆞ10월 6일(목)：간친회 후 운영이사 2차 장소-미정 

ᆞ10월 7일(금)：행사 후 운영이사 저녁 장소(송정역 근처)－미정 

Time 
Nov. 13 

(Sun) 

Nov. 14 

(Mon) 

Nov. 15 

(Tue) 

Nov. 16 

(Wed) 

Nov. 17 

(Thu) 

8:00~9:00  Registration  

9:00~9:40  
Opening  

Ceremony 
PL4-Xi ZHANG 

9:40~10:20  
PL1- 

Won Ho JO 
PL5-KATAOKA 

10:20~10:40  Coffee Break Coffee Break 

10:40~11:20  
PL2- 

SAKAKIBARA 
PL6-ZENTEL 

11:20~12:00  PL3-LODGE PL7-CHEN 

Scientific  

Program 

Scientific 

Program 

(Ending 

time:12:00)

12:00  Lunch 

13:00  Poster Session Poster Session 

14:00  

15:00 

Scientific  

Program 

15:00~15:20 Coffee Break 

16:00 

Scientific  

Program 

Scientific  

Program 

16:00~16:20 Coffee Break Coffee Break 

Scientific Program

(Ending time:17:00)

 

17:00 

Registration 

Scientific Program 

(Ending time:17:50) 
Scientific Program 

(Ending time:18:20) 
 

Break 

18:00 
  

19:00   

20:00 

Welcome 

Reception 

  

21:00    

Banquet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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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5회 플라스틱 기술혁신 세미나 

(담당：이재흥, 김경곤, 유필진, 진병두) 

일  시 ：10월 21일 예정 

장  소 ：미정(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와 공동 주최[협의 필요]) 

8월 말까지 안내장 발송 

프로그램：대기업과 학생참여가 아닌 중소.영세기업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필요  

－한남대 김명호박사님께 기초자료(가공분야) 준비 요청함. 

4. 고분자 기기분석(담당：김용석, 양성윤) 

일  시：11월 10일(목)∼11일(금)  

장  소：한국화학연구원(10월 초까지 안내장 발송) 

5. 홈페이지 개편(담당：김동하, 유필진, 조진한) 

ᆞ고려대학교 화공정보센터에서 작업－300만원(기본)＋@ 

ᆞ영문 홈페이지에서도 회원가입, 초록제출, 논문제출 가능하도록 작업 중 

ᆞ개편 중인 홈페이지 주소 www.polymer.or.kr/new 

ᆞ추계 총회 시 보고할 수 있도록 일정 맞출 것 

6. 기타 사항 

ᆞ다음 번 운영이사회의 일정：9월 26일(월) 오후 4시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일  시：2011년 9월 9일(금) 16：00  

장  소：고분자학회 회의실 

참석자：장태현, 김순식, 손대원, 김재경, 이태우, 류두열, 김주현,  

이현정 

참관인：윤호규 

안  건：2012 수석부회장 선거 개표 

2012년도 수석부회장 후보 1명의 참관인이 배석한 가운데 엄중한 

개표가 이루어졌으며 개표결과 2012년도 수석부회장에 이두성 후보가 

당선됨. 

 

제2차 학회발전위원회 회의록 

 

일  시：2011년 9월 9일(금) 17：00  

장  소：고분자학회 회의실 

참석자：장태현, 김순식, 손대원, 김재경, 이태우, 류두열, 김주현,  

이현정 

회의내용 및 결정사항： 

1. 학회상 규정 및 전반적인 규정 개정(주담당자：권순기) 

1) 우수 논문상 상금 조정 

－결정내용：현재 부상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정함. 

2) 공로상 

－결정내용：현재 부상 금메달(10돈)으로 유지하기로 함. 

3) 신진학술상 대표 논문 

－결정내용：현재 “대표 업적자료”에서 “교신저자로 된 대표 논문 

목록 1부 및 증빙자료 제출”로 변경하기로 함. 

4) 우수학위 논문상 

－결정내용 1：피추천자격을 “석사/박사 과정중 고분자학회 회원

자격을 일정기간 이상(석사일 경우 1년 이상, 박사일 경우 2년 이

상) 유지한 자”로 제한함. 

－결정내용 2：심사내용을 “고분자 관련 우수한 연구성과”로 제한함. 

2. 본부 및 지부 활성화 

－분과회 활성이 더 시급해 보임(현재 분자전자 및 의료용 고분자 

두 개임.) 

－신기술강좌에서 다양한 주제의 접근이 필요함(현재 두 분과 관련 

주제에 국한되어 있어 한계가 보임.)  

－회원 대상으로 분과증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분과회 주제 및 예상 참여 인원 등에 대한 proposal을 공개 접수 

받아서 추후 심사해서 결정하기로 함(주담당자：장태현, 김주현) 

3. 국제화(주담당자：류두열) 

－춘ᆞ추계 1개의 세션의 공식어를 영어로 함.－연사비 등 학회지원 

일부 가능함. 

－한 학기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음(초청연사 등등)  

－대학원생 발표 session을 영어 session으로 해보면 어떨지. 

－내년 봄학회 영어 session을 사전 준비하기로 함 

(담당：류두열, 연사 및 학회지원 가능여부 등등) 

4. 홈페이지 개선(주담당자：차국헌) 

－새로운 영문 홈페이지 막바지 준비 

－이번 가을학회 중 시연 예정임. 

－추후 학회 내 사무직원이 홈페이지 관리 예정임(업데이트) 

－운영이사 중 담당 이사 정하여 관리 예정. 

5. 수석부회장 선출 방식 문제 

－산학협동위원회가 추천위 역할을 하여 산업계 후보자를 추천

한 뒤, 자문위원회에서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이 제안됨.  

－내년 3월 전 선출규정이 수정되어야 이사회 승인 후 총회에

서 인준을 받게 되므로, 올해 안에 개정안 준비가 필요함. 

－화공학회, 공업화학회 관련자료를 참고하여 산업계 후보 준비를 

위한 공식 절차에 대한 개정안 준비하기로 함(주담당자：손대원) 

6. 신임교수 및 책임급 연구원 학회 소개 

－간친회장에서 신진연구인력 소개시간을 공식화하여 신진연구인

력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주담당자：류두열) 

7. 학회회원 수, 종신회원 수 증대 문제 

－당분간은 별 문제 없을듯 싶으나, BK 프로그램 종료 이후 대안 필요. 

 

제7차 운영이사회 회의록 

 

일  시：2011년 9월 23일(월) 16:00  

장  소：고분자학회 사무실 

참석자：차국헌, 김동하, 박태호, 유필진, 안희준, 이상천, 진병두,  

진형준, 태기융, 조진한, 홍성철 

보고사항： 

1. 추계총회 및 연구논문발표회 사전등록자 수 

(사전등록：9월 23일(금) 마감) 

일반：302명, 학생：1,043명(총 1,3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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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기전시/기업홍보전시 신청사－23개사, 28개 부스 신청 

회의 안건： 

1. 추계총회 및 연구논문발표회 준비사항  

ᆞ자문위원 숙소 ：홀리데이인광주 호텔(5,6일 20실 예약) 

ᆞ운영이사 숙소 ：1인 1실, 상무지구 예술의전당호텔 

ᆞ평의원, 지부장 회의(10월 5일 오후 6시 30분)：홀리데이인광주 

호텔 컨벤션홀2(3층) 

－뷔페가격：44,000원, 예약인원：60명  

ᆞ10월 6일 원로 및 초청기념강연 연사 중식：하늘담채, 2만원(20명) 

ᆞ10월 6일 영문, 국문 편집위원회 중식：하늘담채, 2만원(20명) 

ᆞ10월 6일 학술위원회, Organizer, 우수논문발표상 심사자 중식

(식권 2매 제공)： 

－델리하우스(컨벤션센터 2층), 뷔페 16,500원  

ᆞ10월 6일 간친회：6시 30분, 홀리데이 인 광주 호텔 컨벤션홀1(3층) 

－뷔페가격：35,000원(맞춤메뉴),  

-예약인원：100명 주문, 110명 셋팅, 음료 기본셋팅 

ᆞ간친회 후 모임：태기융 교수님 장소 섭외 

ᆞ10월 6∼7일 기기전시 업체(식권 3매/일 제공) 중식：델리하우스 

(컨벤션센터 2층) 

ᆞ10월 6~7일 운영이사 중식：도시락 

ᆞ우수논문발표상：8명에게 시상(27명 응모), 문화상품권 10만원  

ᆞ경품권 추첨 상품(학회에서 준비, 총 29매, 125만원)  

－백화점 상품권 20만원：1매, 10만원：3매  

－문화상품권 5만원：5매, 3만원 ：10매, 2만원：10매 

ᆞ운영이사 및 도우미 학생 역할 담당 확정 

ᆞ운영이사 일정 

－10월 5일 오후 4시 김대중컨벤션센터 205호에서 회의 

－10월 7일 저녁 식사 후 9시 20분 교통편 예매 

－기차표는 각자 구매한 후 나중에 정산하여 드림 

－승용차 이용시 실비에 해당하는 교통비 지급하여 드림  

2. 2011 춘계총회 이후 개선 필요사항 및 논의사항 

1) 춘계총회부터 실시 

ᆞ외국인 및 미등록 초청연사 등록비－현장등록처에서 사전등록

비 비용으로 납부를 원칙으로 함.  

ᆞInvited Speaker, 원로회원/임원 등록처 별도 관리 

2) 추계총회부터 실시 

ᆞ수석부회장및 부회장의 등록비 면제  

ᆞ물품보관소/핸드폰충전소 마련 

ᆞ등록부스 국ᆞ영문으로 표기－현장등록(On-Site Registra-

tion), 사전등록(Pre-Registration), 초청강연자/원로회원/임원

(Invited Speakers), 입회원서 작성대 

3) 논의사항  

3. 제 33회 고분자기기분석 

일  시：2011년 11. 10(목)~11(금)  

장  소：한국화학연구원 대강당  

담당운영이사：양성윤, 실무협조(화연)：유영재, 김병각 

장소 예약：완료, 연사 섭외：완료, 축사(원장님)：준비 중  

책자용 발표자료：강좌 시작 약 2주전(10월 26일경)까지 받을 예정 

신규 프로그램：전자현미경, 고체 NMR, 전기적 특성, 유변학 

2011 추계학회상 심사위원회 회의록 

 

일  시：2011년 9월 19일(월) 14：00  

장  소：고분자학회 사무실 

참석자：상암고분자상 심사위원(김영하, 김봉식, 안광덕, 이동호,  

윤진산, 이영관, 최길영) 

학술상ᆞ롯데산학연협력상 심사위원 

(이영관, 장태현, 임종찬, 이두성, 차국헌) 

회의안건： 

ᆞ추계학회상 수상자 선정 

－상암고분자상 수상자：강용수 교수(한양대학교) 

－롯데산학연협력상 수상자：최길영 박사(한국화학연구원) 

－고분자논문상 수상자：김성훈 교수(한양대학교) 

－벤처기술상 수상자：전요섭 대표(해원바이오테크) 
 

제2차 이사회 회의록 

 

일  시：2011년 9월 19일(월) 17:00 

장  소：아라섬(일식당) 

참석자：이영관(회장), 강호종, 김순식, 김양국, 김영철, 박문수,  

손대원, 이준영, 이희우, 인교진, 임종찬, 장태현, 차국헌, 

최동훈, 한양규, 허완수, 홍순만(17명), 위임 20명 

1. 성원보고：이사회 정원 58명 중 참석 17명, 위임 20명으로 제2차 

이사회가 성원됨. 

2. 보고사항 및 안건 

보고사항： 

1) 2012년도 수석부회장 선거 개표 결과 보고 

2) 2011년도 추계학회상 수상자 보고 

3) 2011년도 업무보고 

4) PPC12 진행상황 보고 

5) 신규 학회상(MR-Springer Award) 제정－Springer사 후원 

회의안건： 

1) 2011년도 중간결산 및 2012년도 예산(안) 

2) 2012년도 임원(안) 

3) 제18대(임기 2012∼2013) 평의원 승인 

4) 2012년도 사업계획(안) 
 

제2차 지부장 및 평의원회 회의록 

 

일  시：2011년 10월 5일(수) 18：30 

장  소：홀리데이 인 광주호텔 컨벤셜홀  

보고사항： 

1) 2012년도 수석부회장 선거 개표 결과 보고 

2) 2011년도 추계학회상 수상자 보고 

3) 2011년도 중간결산 및 업무보고 

4) 2012년도 사업계획 및 2012년도 예산(안) 

5) 2012년도 임원 및 제18대(임기 2012∼2013) 평의원 

6)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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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동정 

 
나재운(순천대학교 공과대학 고분자공학과) 교수가 보

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11 글로벌 보건산업기술 유공

자 정부포상’ 장관 수상자로 선정돼 2011년 9월 28일, 

서울 COEX에서 열리는 제10회 2011년도 글로벌 보건

산업기술 유공자 시상식에서 수상하였다.  

나재운 교수는 15년 동안 순천대학교 공과대학 고분자

공학과에 재직하면서 인재양성 및 학교와 지역발전, 국가 경쟁력 발전에 노력

하여 논문 298편, 저서 5권, 특허 21건 등의 우수한 업적을 이룩한 공로다. 

특히 2005년에는 ‘저분자량 수용성 키토산’을 세계최초로 개발했고 이를 

이용해 2008년도에는 항암제 전달체로써 파클리탁셀의 인체 내 부작용을 

획기적으로 줄인 ‘키토탁셀’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한국, 미국, 영국, 중국, 인도 등에서 특허를 획득, 세계적인 관심

을 모았다. 이 외에도 광역경제권 헬스케어 연계협력사업과 국제 협력사업

을 활발하게 모색하고 있으며 글로벌화된 경쟁 체제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 학회 기부 

ᆞ2011년도 삼성고분자학술상을 수상하신 하창식 교수(부산대)가 

200만원을 학회에 기부. 

ᆞ2011년도 롯데산학연협력상을 수상하신 최길영 박사(한국화학연

구원)가 200만원을 학회에 기부. 

ᆞ2011년도 상암고분자상을 수상하신 강용수 교수(한양대)가 200만원

을 학회에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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