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9회 추계 정기총회 회의록

 

일  시 : 2020년 10월 6일(화) 오전 10시 40분

장  소 : 부산컨벤션센터/온라인 상

참석자 : 차국헌 외 참석 156명(위임 132명 포함)

 
1. 개회사

김양국((주)아이컴포넌트) 회장 인사

2. 2021년도 수석부회장 선거 결과 보고

* 수석부회장 선거 역대 투표율

2020년도 2019년도 2018년도 2017년도 2016년도 2015년도 2014년도

평의원수 328 328 328 328 312 313 226

유권자수 296 264 317 313 293 291 205

투표자수 236 230 264 300 190 270 192

투 표 율 80% 87% 83% 96% 65% 93% 94%

- 투표율 = 투표자수/유권자수 × 100 (%)

- 유권자: 평의원 회비 납부자

3. 2020년 신임 펠로우회원 명단

▫ 선정 배경: 2020년 지부, 부문위원회, 펠로우 선정위원회에서 

추천한 회원과 2019년 펠로우 후보자로 지부 및 분과위원회에

서 추천한 회원 중에서 펠로우 선정 규정에 명시된 자격 요건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함. (58세 이상 65세 미만의 회원)

▫ 펠로우회원(가나다순) (Badge와 홈페이지 게재)

     권익찬(KIST), 김은경(연세대학교), 김환규(고려대학교), 

노기수(LG화학), 박기동(아주대학교), 이창진(한국화학연구원)

4. 2020년도 춘추계 학회상 시상

◈ 춘계학회상

 LG화학고분자학술상 (상패와 상금 1,000만원)

백종범 회원 (울산과학기술원)

 한화고분자학술상 (상패와 상금 1,000만원)

김덕준 회원 (성균관대학교)

 중견학술상 (상패와 상금 300만원)

김도환 회원 (한양대학교)

임성갑 회원 (한국과학기술원)

조정호 회원 (연세대학교)

 신진학술상 (상패와 상금 200만원)

이병훈 회원 (이화여자대학교)

정경원 회원 (조선이공대학교)

 기술상 (상패와 상금 300만원)

정용철 회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TCI우수고분자연구상 (상장과 상금 300만원)

원수경 회원 (인하대학교) 지도교수: 위정재

 우수학위논문상 (상장과 상금 각 50만원)

박사학위 논문상: 이상면 회원 (울산과학기술원)

홍기현 회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상: 진호철 회원 (부경대학교)

한나라 회원 (한밭대학교)

◈ 추계 학회상

 롯데산학연협력상 (상패와 상금 1,000만원)

김성수 회원 (경희대학교)

 도레이고분자상 (상패와 상금 1,000만원)

이종찬 회원 (서울대학교)

 KOPTRI고분자학술상 (상패와 상금 500만원)

박철민 회원 (연세대학교)
 중견학술상 (상패와 상금 300만원)

강영종 회원 (한양대학교)

김봉수 회원 (울산과학기술원)

김희숙 회원 (KIST)
 신진학술상 (상패와 상금 200만원)

이동욱 회원 (울산과학기술원)

이효민 회원 (POSTECH)

 우수논문상 (상패와 상금 100만원)

영문지: 조재영 회원 (서울대학교)
국문지: 김영호 회원 (숭실대학교)

 MR-Springer Award (상패와 상금 500 Euro)

허도성 회원 (인제대학교)

 TCI우수고분자연구상 (상패와 상금 300만원)

오솔미 회원 (울산과학기술원)    지도교수: 김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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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식



산학연 연구실 소개고분자 관련 학교 및 연구소 소개 2020년도 추계 학회상 수상자 프로필학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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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무 보고

  1) 사업 보고 및 편집위원회 활동보고

    가. 학회 주관 사업 보고

학회사업 일시 장소 참가자수(명)

1 동계워크샵 1. 13(월)-14(화) 곤지암리조트 54

2 제19회 고분자 신기술 강좌(취소) 4. 8(수) 대전컨벤션센터

3 춘계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취소) 4. 8(수)-10(금) 대전컨벤션센터

4 2020 고분자 포럼(잠정연기) 5. 22(금)-23(토) 부여롯데리조트

5 제28회 고분자 아카데미 8. 20(목) 온라인 상 248

6
 IUPAC-Macro2020(연기)
(48th World Polymer Congress)

7. 5(일)-9(목) →2021. 
5. 16일(일)-20일(목)

제주컨벤션센터

7 제20회 고분자 신기술 강좌 10. 5(월) 부산컨벤션센터

8 추계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10. 6(화) - 8(목) 온라인 상

9 제42회 고분자 기기분석 11. 12(목) 온라인 상

- 제20회 고분자 신기술 강좌: 

· 주제 I (분자전자 세션): 분자전자 소재의 기초와 응용 연구

· 주제 II (의료용고분자 세션): 의생명 응용을 위한 고분자 신기술

· 주제 III (산업체 세션): 기술 자립을 위한 고분자 소재/부품/장비

    나. 학술대회 운영

2020년도 일시 장소 논문수 비고

춘계총회 및 
학술회의

4. 8(수)-10(금) 대전컨벤션센터 1,006편 코로나19로 취소

추계총회 및 
학술회의

10. 6(화)-8(목) 온라인 상 1,163편

부산컨벤션센터 
개최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변경

- 추계학술대회: 한-대만 joint symposium(MOU) 온라인 발표.

    · 춘·추계 학술대회 등록 현황

2020 
추계

2019 
추계

2019 
춘계

2018 
추계

2018 
춘계

2017 
추계

사전 
등록자 

수

일반 326 357 341 289 289 317

학생 966 1,103 1,101 1,116 1,142 962

계 1,292 1,460 1,442 1,405 1,431 1,279

총 등록인원 2,014 2,163 1,891 2,003 1,675

사전등록 비율 72% 67% 74% 71% 76%

    · 춘·추계 학술대회 논문접수 현황

2020
추계

2019
추계

2019
춘계

2018
추계

2018
춘계

2017
추계

초청특강 3 2 2 2 2 2

특강 159 144 138 118 115 115

구두발표 101 86 58 89 67 59

포스터발표 900 864 916 912 952 842

합 계 1,163 1,096 1,114 1,121 1,136 1,018

    다. 학회지 발간 사업

 고분자 과학과 기술 짝수달 발간 Vol. 31, No 1 -4 발간완료

 폴리머 홀수달 발간 Vol. 44, No 1 -5 발간완료

 Macromolecular Research 매월 발간 Vol. 28, No 1 -10 발간완료

- MR : Special Issue 발간(Flexible Optoelectronic Materials and Devices, 28권 7호, 6

월 25일 발행)

    라. 회비 납입 현황

(8월 31일 현재)

　 본부 대경지부 부경지부 충청지부 호남지부 계(명)

종신회원 562 110 116 243 106 1,137(259)*

정회원 148 26 34 70 30 308(60)*

학생회원 399 144 136 226 92 997

합 계 1,116 283 287 542 229 2,457

구독회비 (일반) 22 8 3 11 4 48

구독회비 (학생) 7 2 2 0 0 11

합 계 29 10 5 11 4 59

( )* : 산업계. 종신회원+정회원 산업계% = (319/1,445) * 100 = 22%

    마. 이사회, 평의원회, 운영이사회 및 기타 위원회 회의

위원회 개최횟수 위원회 개최횟수

이사회 3 학회발전위원회 2

지부장 및 평의원회 0 선거관리위원회 1

운영이사회 7 학술위원회 5

자문위원회 1 정책기획위원회 0

펠로우선정위원회 2 국제협력위원회 1

    바. 일본고분자학회와 교류

교류내용 방문자

PSK 춘계학술대회에서 

SPSJ Young Scientist 초청강연 (4. 8~10)
코로나19로 인해 취소

SPSJ Annual Meeting에서 

PSK 회장단 초청강연 (5. 27~29)
코로나19로 인해 취소

SPSJ 69회 추계 심포지움에서 

PSK Young Scientist 초청강연 

(9. 16~18) (온라인)

박정태(건국대)

배준원(동덕여대)

조은선(KAIST) (충청지부)

전석진(금오공대) (대경지부)

 

    사. 대만고분자학회와 교류

교류내용 방문자

PSK 추계학술대회에서 

Young Scientist 초청강연(온라인) 

(10. 5~8)

Yi-CheunYeh(Institute of Polymer 

Science and Engineering, National 

Taiwan University)

Jeng-Shiung Jan (National Cheng 

Kung University)

Han-Yu Hsueh (National Chung 

Hsing University)

Chien-Lung Wang (National Chiao 

Tu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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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편집위원회 활동 보고

◈ 폴리머 편집위원회(위원장: 김성룡)

2020.9.29 2019 2018 2017 2016

총 투고논문수 220편 232편 274편 317편 330편

게재 논문수 95편 130편 148편 144편 140편

Impact Factor - - 0.5 0.432 0.558

1. 폴리머지 홈페이지 개편. 

2. 영문 TOC 43권 4호(7월호)부터 게재.

◈ Macromolecular Research 편집위원회(위원장: 권용구)

1. 논문게재현황

IF 접수논문 게재논문 게재(가) 게재불가 철회

 2020.
9.29 -

313편 
(국내70, 
국외243)

125편
82편 

(국내53, 
국외29)

219편 
(국내20, 
국외199)

2편 
(국내0, 
국외2)

2019 2.022
486편 

(국내114, 
국외372)

161편
152편 

(국내85, 
국외67)

340편 
(국내36, 
국외304)

12편 
(국내6, 
국외6)

2018 1.758
540편 

(국내162, 
국외378)

174편
195편 

(국내119, 
국외76)

326편 
(국내32, 
국외294)

21편 
(국내10, 
국외11)

2017 1.767
514편 

(국내 166, 
국외 348)

167편
187편 

(국내 117, 
국외 70)

286편 
(국내 31, 국외 

255)

22편 
(국내 8, 국외 

14)

2016 1.405
518편 

(국내 170, 
국외 348)

156편
170편 

(국내 109, 
국외 61)

328편 
(국내 62, 국외 

266)

7편 
(국내 4, 국외 3)

2. 2019년 IF 현황 및 분석(2020년 6월 발표)

2019년도 IF =

2017+2018년에 출판된 논문들이 2019년도에 

인용된 총 횟수 (698회
*
)

2017+2018년에 출판된 논문수(341편
*
)

+Journal Citation Reports에서 발표된 논문 수/인용 수 값임.

* Self Citation을 제외한 IF : 1.827(Self Citation 비율 : 10.74%)

* 카테고리 내 순위

Category 
Name

POLYMER 
SCIENCE

Total Journals in 
Category 89

Journal Rank in 
Category 37

Quartile in 
Category Q2

  

3. Special Issue 및 Review/Feature Article

 · Special Issue - 28권 7호(6월 25일 발행)

  - 주제: Flexible Optoelectronic Materials and Devices

  - Guest Editor: 김도환(한양대), 강문성(서강대)

  - 5편: Wen-Ya Lee(National Taipei University of Technology), 

김선주(중앙대), 김충익(서강대), 이근형(인하대), 

이화성(한밭대)

 · Review article: (2호) 김수현(KIST), (3호) 김철희(인하대), 

(6호) 우한영(고려대)/이현정(국민대)-열전소자, 

(8호) 차채녕(UNIST)-Bio, 

(예정) 박수진(POSTECH)-2차전지

 · 인용현황(20.9.9.현재)

저자 소속 Type Cited Year Vol Issue

이태우 서울대학교 Review 6

2019 27

1

이종휘 중앙대학교 Review 8 2

조종수 서울대학교 Review 1 3

안철희 서울대학교 Feature 2 5

오준학 서울대학교 Review 7 7

최형진 인하대학교 Review 1 11

김수현 KIST Review 1

2020 28

2

김철희 인하대학교 Review 0 3

우한영 고려대학교 Review 0 6

차채녕 UNIST Review 0 8

김충익 서강대학교

Special
Issue

0

2020 28 7

Wen-Ya Lee
Natl Taipei

0
Univ. of Technol.

이화성 한양대학교 0

김선주 중앙대학교 0

이근형 인하대학교 0

4. 분야별 심사 완료 논문 수 및 채택된 논문의 인용 수

   (2019-2020)                                  *Reject without review 제외

분야 인용수
논문수

Total Accept Reject*

Bio-related Polymers 41 83 60 23

Electronic and Photonic 
Polymers 11 30 23 7

Polymer Chemistry 17 79 37 42

Polymer Composites and 
Nanostructured Polymers 33 78 36 42

Polymer Physics 26 56 44 12

Polymer Processing 13 41 27 14

Total 141 367 227 140

5. IF 관련 메일 발송

 · 학회 회원에게 2018-2019 MR 목차(키워드) 메일 발송

 · 분기별 편집위원 대상으로 편집/인용독려 메일 발송

  2) 지부활동 보고

대구·경북지부

▪ 2020년도 사업실적 및 계획(지부장: 조광수 교수)

  1. 대구·경북지부 제1차 이사회 및 정기세미나(취소)

    - 일시: 2020년 2월 19일 오후 4시 ~

    - 장소: 경북대 고분자공학과 세미나실 및 상락식당

    →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행사 취소

    이후 대구지역 신천지발 코로나 확산 및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로 인한 행사 진행하지 못함.

  2. 2020년 사업계획

  - 대구·경북지부 제1차 이사회 및 정기세미나: 2020년 10월 예정

  - 대구·경북지부 정기총회 및 초청강연회: 2020년 12월 예정

    →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시 지부회원 의견 수렴 후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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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지부

▪ 2020년도 사업실적 및 계획(지부장: 이원기 교수)

  1. 2020년 상반기 부울경지부 제1차 임원회의

    - 코로나19 상황으로 연기

  2. 2020년 부울경-대경 지부 합동 세미나 개최

    - 코로나19 상황으로 연기

  3. 2020년 사업계획

    - 부울경지부 정기세미나: 2020년 10월 - 12월 예정

    - 부울경지부 제1차 임원회의: 2020년 12월 예정

    - 부울경지부 정기 지부총회: 2020년 12월 예정

호남지부

▪ 2020년도 사업실적 및 계획(지부장: 박종진 교수)

  1. 호남지부 1차 정례 세미나 

    - 날짜: 5월 29일(금) 

    - 장소: 전남대학교 5호관 연진학실

연사 3인 초청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

  2. 호남지부 2차 정례 세미나

    - 날짜: 8월 28일(금)

    - 장소: 전남대학교 5호관 연진학실

연사 3인 초청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

  3. 호남지부총회 및 3차 정례 세미나

    - 날짜: 12월 11일(금) 

    - 연사 3인 초청

    - 장소: 전남대학교 5호관 연진학실

충청지부

▪ 2020년도 사업실적 및 계획(지부장: 원종찬 박사)

  1. 충청지부 세미나 및 신년회

    - 일시 및 장소: 2020년 1월 20일(월) / 유성 라온호텔

    - 내용: 2020년 사업계획 및 신년하례

    - 세미나연사: 김정수 교수(충남대)

  2. 산학연 고분자 심포지움(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

    - 일시 및 장소: 2019년 5 ~ 6월 중 / LG 화학

  3. 충청지부 추계 심포지움(10월, 온라인 개최 검토중) 

  4. 정기총회 및 송년회(12월)

6. 의안 심의

  1) 2021년도 사업계획(안)-참석인원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함.

    가. 학회지 발간

 고분자 과학과 기술 짝수달 발간 Vol. 32, No 1 -6 발간

 폴리머 홀수달 발간 Vol. 45, No 1 -6 발간

 Macromolecular Research 매월 발간 Vol. 29, No 1 -12 발간

    나. 학회 주관 사업

학회사업 일시 장소

1 신년하례식 1. 6(수) 미정

2 동계워크샵 1. 11(월) - 12(화) 곤지암리조트

3 제21회 고분자 신기술 강좌 4.7(수) 대전컨벤션센터

4 춘계총회 및 연구논문발표회 4. 7(수) - 9(금) 대전컨벤션센터

5  IUPAC-Macro2020+(48th 
World Polymer Congress) 5. 16(일) - 20(목) 제주컨벤션센터

6 2021 고분자 포럼 5. 21(금) - 22(토) 부여롯데리조트

7 제29회 고분자 아카데미 6. 23(수) - 24(목) 미정

8 제22회 고분자 신기술 강좌 10. 13(수) 경주컨벤션센터

9 추계총회 및 연구논문발표회 10. 13(수) - 15(금) 경주컨벤션센터

10 제43회 고분자 기기분석 11. 10(수) - 11(목) 한국화학연구원

  2) 신년하례식 개요

    · 2021년 신설 사업

    · 화학관련학회연합회 신년하례식이 종료된 후 고분자학회의 독

자행사로 개최

    · 참석자 : 연구책임자급 회원

    · 장소 : 학회 근처의 중식당(대려도 또는 파크루안)

    · 일정

      - 17:00 –8:00 신구합동이사회(12월 신구합동이사회는 미개최)

      - 18:00 –1:00 신년하례식(학회장 이취임 인사,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 소개 등)

    · 예산 : 10만원/인 × 50명

  3) 2021 학술대회 등록비 인상(안)-참석인원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함.

  - 배경: ① 컨벤션센터의 대관료 인상, ② 물가상승에 따른 지출

비용 증가, ③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지출비용 증가

회원구분

현재
(2018년도 인상, 
학생회원 제외)

인상(안)

사전등록 현장등록 사전등록 현장등록

종신회원(회비:40만원) 100,000원 110,000원 110,000원 120,000원

정회원(회비:5만원) 100,000원 110,000원 110,000원 120,000원

학생회원(회비:3만원) 40,000원 50,000원 50,000원 60,000원

비회원 　 150,000원 　 170,000원

  - 유관 학회 등록비 현황

회원구분
공업화학회 화학공학회 대한화학회

사전등록 현장등록 사전등록 현장등록 사전등록 현장등록

종신회원 100,000원 110,000원 100,000원 110,000원 100,000원 120,000원

정회원 100,000원 110,000원 100,000원 110,000원 100,000원 120,000원

학생회원 60,000원 70,000원 40,000원 45,000원 60,000원 70,000원

비회원 140,000원 150,000원 150,000원 160,000원 　 2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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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1년도 예산(안)-참석인원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함.

  ▪ 세입부                                                                                       (단위:천원)

계정 과목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안)

1. 회비 134,600 110,500 

종신회비 8,000 0 

정회비 25,000 35,000 

학생회비 54,000 54,000 

기업체연회비 16,000 16,000 

이사회비 3,600 3,600 

평의원회비 28,000 1,900 

2. 구독회비 7,350 5,750 

구독료(일반) 4,800 3,200 

구독료(학생) 150 150 

도서관회비 2,400 2,400 

3. 게재료 27,600 26,700 

영문지 0 0 

국문지 15,600 14,700 

기술지 12,000 12,000 

4. 춘·추계 학술대회 366,500 408,000 

등록비(춘계) 118,000 136,500 

등록비(추계) 107,500 130,500 

전시료(춘계) 80,000 80,000 

전시료(추계) 60,000 60,000 

잡수입 1,000 1,000 

5. 광고 63,000 60,000 

6. 후원금 168,000 158,000 

기관(학회상) 후원금 53,000 51,000 

기관(학술대회) 후원금 54,000 45,000 

과총(영문지) 지원금 17,000 17,000 

과총(국문지) 지원금 0 7,000 

과총(학술대회) 지원금 9,000 9,000 

컨벤션뷰로(학술대회) 지원금 35,000 29,000 

7. 사업 142,000 140,000

고분자아카데미 33,000 28,000

고분자포럼 18,000 18,000

고분자기기분석 29,000 30,000

신기술강좌 I 40,000 26,000

신기술강좌 II 10,000 26,000

동계워크샵 12,000 12,000

8. 기금 전입 77,150 112,600 

학회상 기금 41,000 53,000 

국제협력 기금 20,000 30,000 

포럼 기금 5,000 5,000 

온라인정보화 기금 0 13,000 

종신 기금 일반회계 전입 11,150 11,600 

9. Macro2020 650,000 650,000 

가. 등록비 550,000  

나. 광고비 100,000  

다. 후원금 0  

10. 기타 49,900 51,500 

잡수입(예금이자수입, 기부금, 외부행사) 5,000 8,000 

스프링거 로열티 34,000 32,000 

법인세환급금 900 1,500 

온라인판매(학회발행지) 인지대 외 10,000 10,000 

11. 직전년도 이월금 327,375 327,375 

총 계 2,013,475 2,050,425 

※ 11. 직전년도 이월금 –14,299천원에 Macro2020후원금 70,000천원 

포함된 금액임.

  ▪ 세출부                                                                                       (단위:천원)

계정 과목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안)

1. 학회지 발간비 80,400 79,100 

회지발간 인쇄비 66,000 66,000 

회지발간 원고료 6,300 6,300 

회지발간 심사료 4,600 4,000 

편집비 및 교정료 3,500 2,800 

2. 제위원 활동비 64,700 67,400 

3. 지부보조비 26,000 26,000 

4. 춘·추계 학술대회 292,000 290,000 

춘계 행사비 140,000 147,000 

추계 행사비 152,000 143,000 

5. 학회운영비용 252,420 254,900 

인건비 158,320 159,900 

통신.용역비 14,000 13,000 

소모품비 4,000 5,000 

공과금 13,500 15,000 

보험료(4대보험료외) 14,600 17,000 

수수료 12,000 9,000 

사무국유지관리비 24,000 24,000 

잡지출 12,000 12,000 

6. 회비 및 보조금 8,080 8,080 

연합회 및 과편협 연회비 4,480 4,480 

공학인증원 연회비 1,000 1,000 

과총대의원 회비 및 광고료 2,600 2,600 

7. 사업비용 131,400 140,200 

고분자아카데미 25,500 24,500 

고분자포럼 26,000 26,000 

고분자기기분석 21,800 21,600 

신기술강좌 I 33,800 26,450 

신기술강좌 II 8,300 25,650 

동계워크샵 16,000 16,000 

8. MR 운영비 30,000 30,000 

9. 학회상 상금(기관후원) 53,000 51,000 

10. 학회상 상금(자체부담) 41,000 53,000 

11. 국제협력 운용비 20,000 30,000 

12. 온라인정보화 운용비 0 13,000 

13. Macro2020 650,000 650,000 

14. 홈페이지 및  S/W 관리비 15,500 12,770 

홈페이지 관리비 5,500 5,500 

(모바일)홈페이지 개선(제작)비용 10,000 7,270 

15. 비품 1,000 1,000 

16. 퇴직금 예치금 10,000 14,000 

17. 선납세금(일반회계) 600 600 

18. 법인세 등 0 0 

19. 예비비 2,000 2,000 

20. 기금 전출금 108,000 100,000 

일반 기금 8,000 0

국제협력 기금 100,000 100,000 

21. Macro2020 환입금 -100,000 -100,000

22. 차기이월금 327,375 327,375 

총 계 2,013,475 2,050,425 

※ 21. Macro2020 환입금 –2018년도 6천만원, 2019년도 4천만원 전도금 

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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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대차대조표

추정 손익계산서

  5) 2021년도 임원(안)-참석인원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함.

회        장 이준영 (성균관대학교)

수석부회장 윤호규 (고려대학교)

부 회 장

홍보: 원종찬 (한국화학연구원)

학술: 안동준 (고려대), 박수영 (경북대)

산학: 박기홍 (한국고분자시험연구소)

교육: 진성호 (부산대)

재무: 이영준 (롯데케미칼)

대외협력: 한은미 (전남대)

감        사 김승현 (인하대), 이종휘 (중앙대)

전무이사 이승우 (영남대) 총무이사 김영진 (충남대)

이        사
학계 : 41명
산업계 : 21명

[본부] (28명)

강영종 (한양대), 곽영제 (숭실대), 권오필(아주대), 권용구 (인하대), 

김영철 (경희대), 김종만 (한양대), 류두열 (연세대), 박철민 (연세대), 

방준하 (고려대), 손대원 (한양대), 손병혁 (서울대), 안철희 (서울대), 

유필진(성균관대), 이기라 (성균관대), 이상수 (KIST), 

이상천 (경희대), 이원목(세종대), 이현정 (국민대), 진병두 (단국대), 

진형준 (인하대), 최동훈 (고려대), 홍성철 (세종대)

윤성철 (한국화학연구원, 분자전자부문위원회 위원장(당연직),      

박귀덕 (KIST, 의료용고분자부문위원회 위원장)(당연직), 

김동하 (이화여대, 콜로이드 및 분자조립 부문위원회)(당연직), 

김상율 (KAIST, 펠로우선정위원회 위원장), 

김윤희 (경상대,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조준한 (단국대,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대구·경북 지부] (3명)  

박태호 (포항공대), 조광수 (경북대), 한세광 (포항공대)

[부산·경남 지부] (3명) 

이원기 (부경대), 정일두(부산대), 조남주 (부산대) 

[충청 지부] (4명)

가재원 (한국화학연구원), 김성룡 (한국교통대), 박원호 (충남대학교), 

양성윤 (충남대)

[호남 지부] (3명) 

 박종진 (전남대), 박지웅 (GIST), 이동원 (전북대)

[산업계] (21명)

강경보 (롯데케미칼), 김 도 (삼양사), 김범성 (KCC), 

김상태 (동우화인켐), 김영률(한국바스프), 김인선 (포리스), 

김인욱 (두산전자), 김홍균 (KIP국제특허법률사무소), 

노기수 (LG화학), 노환권(KTC), 박원석 (아모레퍼시픽), 

박정진 (이녹스), 박종수 (국도화학), 윤영서 (코오롱인더스트리), 

이도훈 (한화토탈),  임희석 (도레이첨단소재), 장재영 (퓨어엔비텍), 

장호식 (한화토탈), 조성호 (삼양사), 최치훈 (현대자동차), 

한장선 (LG화학) 

  ▪ 2021년도 제위원회 위원장

위 원 회 위 원 장 위 원 회 위 원 장

자 문  위 원 회 김은영 학 회 발 전  위 원 회 윤호규

재 무  위 원 회 이영준 정 책 기 획  위 원 회 김윤희

펠 로 우  선 정  위 원 회 김상율 국 제 협 력  위 원 회 조준한

학 술  위 원 회 안동준 국 문 지 편 집 위 원 회 김성룡

교 육  위 원 회 진성호 영 문 지 편 집 위 원 회 권용구

산 학 협 동  위 원 회 박기홍 기 술 지 편 집 위 원 회 이승우

  ▪ 2021년도 지부장

지부 지부장 지부 지부장

대경지부 한세광 충청지부 원종찬

부경지부 이원기 호남지부 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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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보고사항 및 토의

  1) 2019년도 임원·운영이사 감사패 증정

  2) IUPAC-Macro2020+ (48th World Polymer Congress) 보고

    가. Macro2020+ 행사 개요 

     · 일시: 2021년 5월 16일(일) - 21일(금)

     · 장소: ICC, 제주

     · 홈페이지: http://www.macro2020.org/

     · Important Dates

       Registration

       - Early Bird Registration Deadline: February 28, 2021

       - Pre-Registration Deadline: May 9, 2021

       Call for Abstract

       - Online Submission Deadline: December 31, 2020

       - Notification on Acceptance: January 31, 2021

    나. PCO 팀 교체 –ES

     · 2020년 7월 21일 계약 체결 및 업무 개시

     · 이후 홍보 계획 재수립 예정

    다. 홈페이지 리뉴얼

     · 현재 홈페이지를 제작해 준 기존 업체와 추가 연장 업무 계약 완료

     · 작업 일정 –월 말까지 리뉴얼 작업 완료 예정 

    라. COVID19 대응 방안

     · Offline 미팅을 기본으로 추진함

     · 국내외 COVID19 상황에 따라 Hybrid 미팅 방안을 동시에 수

립예정

  3)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9.3 학회발전위원회) 

현재 개정

마. 한국고분자학회가 수집한 개인정보의 

공유 및 제공 

- 이용자들이 사전에 공개에 동의한 경우 

-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홈페이지에 게시한 한국고분자학회 서비

스 이용 약관 및 기타 회원 서비스 등의 이

용약관 또는 운영 원칙을 위반한 경우 

- 한국고분자학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

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줌으로써 그

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개

인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충분

한 근거가 있는 경우

마. 한국고분자학회가 수집한 개인정보의 

공유 및 제공 

- 이용자들이 사전에 공개에 동의한 경우 

-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

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

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 통계작성, 학술연구나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광고

주, 협력업체나 연구단체 등에 제공하는 

경우 

현재 개정

- 기타 법에 의해 요구된다고 선의로 판단

되는 경우 (ex. 관련법에 의거 적법한 절

차에 의한 정부/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 통계작성, 학술연구나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광고

주, 협력업체나 연구단체 등에 제공하는 

경우 

바. 이용자 자신의 개인정보 관리(열람, 정

정 등)에 관한 사항 

이용자는 최초 아이디(ID) 생성을 위해 가

입 의사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가입 의사 

확인은 SMS, 공인인증서의 방법 중 선택 

가능합니다.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조회 및 

수정을 위해서는 회원관리 메뉴에서 아이디

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로그인(LOG-IN)

하면 되는데, 주민등록번호 및 이름을 제외

한 모든 입력사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에는 회원 로

그인 메뉴에 있는 "비밀번호 찾기"를 클릭하

여 학회의 안내사항에 따라 본인 확인에 필

요한 사항을 입력하시면, 본인여부 확인 후 

email 또는 SMS를 통하여 임시 비밀번호

를 알려 드리거나 즉시 비밀번호 변경이 가

능하십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 조회 및 수

정을 위해서는 '회원정보수정'(또는 'EDIT' 

등)을 클릭하여 직접 열람 또는 정정이 가능

합니다. 혹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서

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지체없

이 조치하겠습니다. 가입해지는 학회로 전

화를 주시면 이용자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처리합니다.

이용자들은 한국고분자학회 서비스의 회원 

아이디(ID)에 대하여 가입 해지 또는 이용 

해지를 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모든 서비

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

회는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

된 개인정보는 “라. 한국고분자학회가 수집

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

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바. 이용자 자신의 개인정보 관리(열람, 정

정 등)에 관한 사항 

이용자는 언제든지 한국고분자학회 홈페이

지를 이용하여 등록되어 있는 자신의 개인

정보를 직접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가입 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

다. 학회는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라. 한국고분자학회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

니다. 

사. 쿠키(cookie)의 운영에 관한 사항 

-내용 생략-

사. 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쿠키 등 인터넷 서비스 이용 시 자동 생성되

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장치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8.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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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제2차 펠로우 선정위원회 회의록

 

일  시 : 2020년 8월 27일(목) 오전 11시

장  소 : 화상회의

참석자 : 김상율, 이재흥, 강영종, 고원건, 김범준, 김용석, 

김희숙, 박철민, 박태호, 백현종, 오준학, 윤동기, 

이기라, 이재영, 정병문

▣ 회의안건

1. 2020년 펠로우 선정위원회와 지부 및 분과위원회에서 추천한 회

원과 2019년 펠로우 후보자로 지부 및 분과위원회에서 추천한 

회원 중 58세 이상 65세 미만의 회원을 2020년 한국고분자학회 

펠로우 후보로 상정함. 

2. 전임 한국고분자학회 회장은 펠로우 후보에서 제외하기로 함.

3. 고분자분야의 학문적 업적, 산업발전에 대한 공헌과 학회 봉사 

실적을 고려하여 2020년 한국고분자학회 펠로우 후보들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시행함.

4. 참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표를 받은 권익찬(KIST), 김은경(연세

대), 김환규(고려대), 노기수(LG화학), 박기동(아주대), 이창진

(화연) 회원을 2020년 한국고분자학회 펠로우로 추천함.

2020년도 제6차 운영이사 회의록

 

일  시 : 2020년 8월 27일(목) 오후 4시

장  소 : 화상회의

참석자 : 김승현, 손해정, 유영민, 임호선, 김선주, 김윤호, 

최우혁, 엄태식, 허수미, 김기수, 이근형, 홍진기, 

유자형, 이상규, 문홍철, 윤영수, 윤진환, 홍성우, 

안석균, 심태섭, 장민철

 

▣ 보고사항

1. 2020 고분자 아카데미 결산

  1) 일시 : 8월 20(목) 

  2) 장소 : 온라인 상

  3) 참가인원: 총 240명(학생 및 중소기업 187명, 일반 42명, 특별

회원사 15명)

  4) 결산보고

▣ 회의안건

1. 2020 추계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 일시 및 장소: 10월 5일(월) - 8일(목), 부산컨벤션센터(BEXCO)

  - 오프라인 담당: 총괄(오승수, 김기수, 김세현, 김선주)

  - 온라인 담당: 윤진환, 김정곤, 임호선, 허수미 외)

  - 추계학술대회 온라인 학회 개최를 위한 TF팀 운영

저작권, 플랫폼(구루미, 홈페이지 구축 및 자체 플랫폼 사용), 

포스터발표 세션

  1) 온라인/오프라인 병행할 경우 논의사항

  - 모든 발표(구두, 포스터)는 온/오프라인 발표를 동시에 진행

  - 오프라인이 어느 시점에서 불가능해지든 학회 취소 없이 온라

인으로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 구두발표/포스터발표 - 녹화 및 제출방법 매뉴얼 국영문판 작성

    · 오프라인 발표 - 기존 발표와 동일하게 진행

    · No Show – 오프라인 발표만 해당

  - 총회 및 간친회: 오프라인 온라인 동시에 진행, 학회상(춘계, 추

계) 시상 진행, 간친회 취소

  - 평의원회: 취소하기로 함.

  2) 오프라인 발표가 완전히 불가능해질 경우에 대비하여 논의함.

  3) 부스 운영 - 전시업체도 온/오프 병행

  4) 전체일정표 검토 

  5) 사전등록자 현황 (8/27 현재): 1,247명 

  6) 사전등록 마감일: 9월 18일(금)

  - 사전등록기간 이후 현장등록비 납부할 수 있도록 학회 홈페이

지 등록창 오픈(9/27일까지)

  - 학회기간 동안은 학술대회 홈페이지에서 카드결재만 가능(온오

프동시 진행시)

  7) 2020 추계 우수논문발표상 수상자 명수 확정

  - 구두(영문) (12명/17명)

  - 구두(국문) (22명/31명)

  - 포스터 (코로나19로 응모받지 않음)

  8) 특별세션 연사(국외 2인) 연사료: 300달러/인 지급, 등록비 납

부(연사료에서 등록비 제외한 금액 지급)

  - 한-대만 세션 : 온라인 4명 초청 확정  --> 연사료 300달러/인 

지급 확정

  - 베트남 화학회 고분자분과 연사 섭외 건  --> 발표없음

  9) 현장 등록자에게 방역키트 제공 (세진시아이 후원) - 1,500개 

정도 준비

  10) 생수 제공 (냉온수기 설치), 물품보관소 운영 안함.

  11) 초청강연자 등록비 면제건 - ORGANIZER께서 학술부위원장

과 협의 후 등록비 면제하기로 함.  

  - 해외거주 외국인 연사일 경우 

  - 타 분야 전문가로서 고분자학회에 초청강연을 위해 1회적으로 

참석하시는 경우 

  - (참가 이력자 제외) 국내 소속(고분자관련 분야)이며 학회를 오

랜만에 참가하는 분

  - 2020 추계 등록비 면제 요청자: 14명

  - 부문위원회 세션인 경우 부문위원회에서 등록비 납부할 것을 

요청하기로 함.(2021년부터)

  - 산업체세션을 제외한 모든 강연자 등록 원칙으로 함.

  12) 숙소 및 식사 장소 논의

  13) 경품권 추첨 상품 – 2020 추계 특별상은 세진시아이에서 준비 

(120만원 상당)

  - 경품추첨: 온라인으로만 진행, 추첨방법 논의 필요

  - 마감시간: 10월 8일(목) 오전 10시 , 응모함 위치 : 세진시아이 부스

  14) 기기전시/기업홍보전시: 9월 11일(금) 마감

  - 기기전시사의 경우 광고 무료 게재, - 1부스 당 2,000,000원(부

가세 별도), 온오프금액동일



고분자 과학과 기술  제 31 권 5 호 2020년 10월 431

  - 현재까지 신청 회사 (7개 회사, 총 7부스)

  15) 운영이사 일정 검토

  16) 아르바이트 모집 논의 

  17) 방역 대책 마련 논의

  18) 온오프라인 개최 여부 최종 결정: 9월 17일(목) 운영이사회의 시

3. 제 20회 신기술강좌 –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담당: 의료용고분자

(김기수), 분자전자(윤명한), 산업체(손정곤, 김정곤, 이준협,

김세현, 홍성우))

  1)일시 및 장소: 10월 5(월), 부산컨벤션센터 

  2) 등록비: 일반 25만원, 학생 20만원(일반 참가자 - 5만원은 춘

계학술대회 등록비 수입으로 처리, 참관가능(명찰교환권 지참시)

  3) 일정: 오후 1시부터 진행, 연사료: 2018년도 50분~1시간 40만원

4. 기기분석 (담당: 이상규, 김윤호, 조은선, 가재원) - 온라인개최 

(아카데미처럼)

  1) 일시: 11월 11일(수)~12일(목) 

  2) 장소: 한국화학연구원

  3) 9월 28~29일 안내장 발송

5. 기타 사항

2020년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일  시 : 2020년 9월 3일(목) 오후 4시

장  소 : 한국고분자학회 사무국

참석자 : 이준영, 이승우, 이기라, 진형준, 김승현(전무이사)

 
1. 2021년 수석부회장 선거결과 확인

  - 투표기간: 2020. 8. 1 ~ 8. 31

  - 평의원회비 납부자(유권자) 281명(총 평의원수 317명) 중  245

명 투표(245/281 = 87%)하여 윤호규(고려대학교) 후보자가 

당선됨.

2020년 제2차 학회발전위원회 회의록

 

일  시 : 2020년 9월 3일(목) 오후 4시

장  소 : 온라인상 및 한국고분자학회 사무국

참석자 : 이준영, 이승우, 진형준, 윤성철, 곽효원, 강재욱, 

강영종, 안형주, 이상천, 허필호, 남수지, 이윤구, 

윤명한, 이동윤, 손해정, 배지홍, 이화성, 이민재, 

윤진환, 양성윤, 김연상

 
1. 학회상 규정 재검토

2. 한국고분자학회 신년하례식 개최 재검토: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

3.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안) : 원안대로 통과

4. 2021년도 학술대회 등록비 인상(안) :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

5. 고분자과학과기술 폐지 – 웹진(특정분야 집중 소개) 발행:  차기 

학발위 회의에서 재논의(자료준비: 이기라 교수)

6. 기타 

2020년도 제7차 운영이사 회의록

 

일  시 : 2020년 9월 14일(월) 오후 4시

장  소 : 화상회의

참석자 : 김승현, 이승우, 가재원, 조은선, 임호선, 손정곤, 

김정곤, 윤진환, 홍진기, 최종민, 이근형, 김기수, 

오승수, 허수미, 홍성우, 심태섭, 엄태식, 최우혁, 

강영종, 김세현, 김윤호, 손해정, 안석균, 유영민, 

윤영수, 이동윤

 

▣ 회의안건

1. 2020 추계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 일시 및 장소: 10월 6일(화) - 8일(목), 부산컨벤션센터(BEXCO), 

온라인

  - 오프라인 담당: 총괄(오승수, 김기수, 김세현, 김선주)

  - 온라인 담당: 윤진환, 김정곤, 임호선, 허수미 외)

  1) 온라인 발표로 확정: - 화면 캡쳐 등 무단 복사 및 녹화(촬영) 

방지 방법 논의 – 화면 워터마크(본인아이디) 삽입

  - 구두발표:  제출방법(녹화) 매뉴얼 국영문판 작성

    · 원래 일정대로 진행

    · 발표자에게 현장발표, 실시간발표(사무실), 녹화 중 선택사항 

목요일 회의 전까지 취합 후 발표방법 최종 확정

    · 대학원생 구두발표 – 녹화(PPT+음성) -제출방법 매뉴얼 작

성 필요(온라인 담당운영이사)

    · 대학원생 구두발표 심사 – 심사자에게만 별도로 발표자료 볼 

수 있도록 제공

    · 녹화자료 제출마감일: 9월 28일(월)

    · 실시간 발표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라도 발표시간 준

수. 추후 녹화 방영 및 질의 응답 진행. 또는 발표가 완전히 불

가능하게 되면 그냥 빈 슬롯으로 두고 진행

    · 외국인발표자에게 안내 

  - 총회 및 간친회 - 간친회 취소

    · 오프라인 온라인 동시에 진행 - 중계송출로 유선(전용선) 인

터넷 연결 가능한 곳(호텔 비추천), 최소 40명 정도 수용 가능

한 곳

    · 학회상(춘계, 추계) 시상 진행

  - 기조 강연 및 수상기념 강연  

    · 기조강연은 발표자에게 발표가능여부 문의. 학회상수상 기념

강연은 계획대로 진행

  - 평의원회: 취소

  - 포스터 발표: 녹화 및 제출방법 매뉴얼 국영문판 작성(제출마

감일 9월 24일(목))

    · 일정 변경(10월 6일부터)

    · 해당 발표시간이 아닌 전 일정 동안 진행.

    · No Show – 오프라인 발표만 해당 

  2) 부스 운영 - 온라인 홍보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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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경품 추첨 - 온라인으로 진행

      경품 추첨 대상자의 자격을 관리하여, 자격조건을 만족하는 회

원들은 온라인에서 경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추첨은 경품신

청자 중에서 선정

  - 경품권 추첨 상품 – 2020 추계 특별상 : 세진시아이에서 준비 (맥북)

    · 마감시간: 10월 8일(목) 오전 10시 

    · 세진시아이에서 대상은 세진시아이 홈페이지에서 발표하는 것

을 요청함: 방안 논의(이근형 교수님 외 담당자)

  4) 등록자 현황(9/14 현재) -1,273명(사전등록 마감일: 9월 18일(금))

  5) 현장 참가자(운영이사 외)에게는 마스크 지원(회장님 후원), 

온라인 등록자에게는 모바일쿠폰 (5천원이하) 발송

  6) 숙소 및 식사 장소 논의

  7) 기기전시/기업홍보전시: 9월 11일(금) 마감

  - 기기전시사의 경우 광고 무료 게재, - 1부스 당 2,000,000원(부

가세 별도), 온오프금액동일

  - 현재까지 신청 회사(15개 회사, 총 16부스)

  - 온라인 홍보영상(3분내외로 제한), 홍보자료(10페이지 이하로 

제한) 

  8) 운영이사 일정 확인

  9) 아르바이트 모집 논의 

  10) 방역 대책 논의

2. 제 20회 신기술강좌 – 온라인 개최 

    담당: 의료용고분자(김기수), 분자전자(윤명한), 산업체(손정곤, 

김정곤, 이준협, 김세현, 홍성우)

    · 일시 및 장소: 10월 5(월), 부산컨벤션센터 

      일반 참가자 - 5만원은 춘계학술대회 등록비 수입으로 처리, 

참관가능

    · 기념품: 1만원권 모바일쿠폰

    · 일정: 오후 1시부터 진행 

    · 플랫폼 및 진행자 교육: 플랫폼 – 구루미, 진행자 교육 – 10월 5

일 10시~

    · 현재 등록자수: 총 14명 

3. 기기분석(담당: 이상규, 김윤호, 조은선, 가재원) - 온라인개최

  1) 일시: 11월 12일(목) , 장소: 한국화학연구원

  2) 9월 28~29일 안내장 발송

  3) 책자 광고: 50만원(기기전시 참가사에 공문 발송)

4. 기타

2020년도 학회상(추계) 심사위원회 회의록

 

일  시 : 2020년 9월 18일(금) 오후 1시

장  소 : 한국고분자학회 사무국

참석자 : 김양국, 이준영, 성익경, 송기국, 윤호규, 김승현

 

▣ 안건: 추계학회상 수상자 선정

- 롯데산학연협력상(상패와 상금 1,000만원): 김성수 회원(경희대

학교)

- 도레이고분자상(상패와 상금 1,000만원): 이종찬 회원(서울대학교)

- KOPTRI고분자학술상(상패와 상금 500만원): 박철민 회원(연

세대학교)

- 중견학술상(상패와 상금 300만원): 강영종 회원(한양대학교), 

김봉수 회원(울산과학기술원), 김희숙 회원(KIST)

- 신진학술상(상패와 상금 200만원): 이동욱 회원(울산과학기술원), 

이효민 회원(POSTECH)

- TCI우수고분자연구상(상패과 상금 300만원): 오솔미 회원(울산

과학기술원) 지도교수: 김소연 교수

- 심사위원회구성  

  · 학술상 심사위원회 (7인) –도레이고분자상, KOPTRI고분자학

술상, 중견학술상, 신진학술상, TCI우수고분자연구상 심사

     회장 김양국, 수석부회장 이준영, 전무이사 김승현, 총무이사 이

승우, 학술위원장 윤호규, 회장 위촉(2인): 성익경, 송기국

  · 기술상 심사위원회 (7인) - 롯데산학연협력상 심사

     회장 김양국, 수석부회장 이준영, 전무이사 김승현, 총무이사 이

승우, 산학협동위원장 성익경, 회장 위촉(2인): 윤호규, 송기국

2020년도 제3차 이사회 회의록

 

일  시 : 2020년 9월 18일(금) 오후 4시

장  소 : 화상회의

참석자 : 김양국, 김승현, 강영종, 김영철, 김종만, 나창운, 

류두열, 박지웅, 박철민, 손병혁, 안동준, 우종표, 

원종찬, 윤호규, 이기라, 이상수, 이상천, 이승우, 

이원목, 이종찬, 이준영, 이현정, 정병문, 조준한, 

진형준, 최동훈(26명), 위임 26명

 

▣ 보고 사항

1. 2021년도 수석부회장 선거 결과 보고

2. 2020년도 추계 학회상 수상자 및 펠로우 회원 보고

3. 2020년도 회무보고 및 중간결산 보고 

▣ 심의 안건

1. 2021년 사업계획(안)  - 승인함.

2. 2021년도 학술대회 등록비 인상(안)   - 승인함.

3. 2021년 예산(안)   - 승인함.  

4. 2021년 임원(안)   - 승인함.  

▣ 기타

1. IUPAC-Macro2020 보고

2. 학술상(1천만원) 포상 지원서 – 재논의 필요.

3.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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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UPAC-Macro2020+ 사무국 제17차 회의록

 

일  시 : 2020년 9월 22일 (화) 16:00 ~ 17:10

장  소 : 화상회의

참석자 : 안동준, 류두열, 진형준, 유필진, 강영종, 이기라, 

이민재, 이기옥, 이  랑(CES) 

 
1. 온라인 컨퍼런스 관련 의견 공유

  - 구루미biz – 한국고분자학회 추계 학회 온라인 부분 진행 예정

  - 엑씽크 – 화학공학회 등 최근 타 학회 진행한 온라인 발표 플렛

폼 소개

  - 유튜브, 비메오 등을 기반의 영상 송출은 중국 참가자는 접속이 

어려운 점 고려 필요

  - 이와 관련 다른 플랫폼 및 운영 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필요

2. 홈페이지 리뉴얼 작업 검토

[작업 완료 부분]

  - 메인 페이지 – 이미지 및 메뉴 아이콘 조정, 공지사항 용 게시판 

추가

  - 관리자 페이지 – 전체 통계 페이지 추가

등록 페이지 보완: 등록번호 추가 및 영수증 추가 등

초록 페이지 보완

[추가 요청 부분]

  - Abstract Submission – Invited Speakers 경로를 보다 눈에 띄게 

개선

  - Abstract Submission – Add a co-author 버튼도 하단에 한 개 

더 추가

  - Abstract Submission – Co-author란에 이메일 항목 추가

  -> 추가 부분 작업 완료(9월 23일) 

3.  조직위원회 안건 정리

  - 예산 운영 부분

  - PCO 신규 계약 및 업무 진행 사항

  - 온라인 컨퍼런스 병행 운영 관련 

4.  차기 회의 일정

  - 조직위원회: 2020년 10월 7일(수) 13:00 / BEXCO & ZOOM 

화상회의

  - 18차 사무국 회의: 2020년 10월 7일(수) 17:00 / BEXCO & 

ZOOM 화상회의

2020 학술위원회 제5차 회의록

 

일  시 : 2020년 9월 24일(목) 17:00 ~ 18:00

장  소 : 화상회의

참석자 : 강영종, 윤호규, 정소희, 김정곤, 김병수, 손정곤, 

양승윤, 윤동기, 강문성, 곽효원, 윤현석, 임성갑, 

전석진, 김승현, 홍성우

 

▣ 회의안건

1. COVID19 관련 추계 학술대회 운영 방침 (온라인) 확정: 추계 학

술대회는 COVID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운영됨

  1) 온라인 학회 운영은 구루미(https://biz.gooroomee.com) 업체

를 이용

  2) 발표는 다음의 3가지 방식으로 운영됨(모두 구루미 시스템을 

이용)

    a) 부산 벡스코에 마련된 강연장에서 직접 오셔서 강연하는 내용

을 온라인 송출

    b) 개별적으로 오피스 및 개인 공간에서 구루미 접속하여 실시

간 강연 온라인 송출

    c) 사전 녹화 강연자료 온라인 송출

  3) 좌장을 맡으신 분들은 가능하시면 부산에 직접 오시도록 유도: 

못 오시는 경우, 좌장은 부산에 상주하는 운영이사들이 대신 

맡아서 운영

  4) 대학원생 구두발표는 모두 사전 녹화자료를 송출: 우수논문발

표상 심사를 위해 녹화자료를 심사자들께는 보내드릴 예정

  5) 온라인 송출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발표자

료를 pdf로 받아서 구르미 시스템이 미리 업로드 할 계획 :학

회에서 일괄적으로 요청할 예정

  6) 학술위원회 점심식사(가능하신 분들에 한해 진행): 

10월 6일(화) 11:00 ~ 13:00

2020년도 제8차 운영이사 회의록

 

일  시 : 2020년 9월 28일(월) 4시

장  소 : 화상회의

참석자 : 김승현, 윤진환, 허수미, 홍성우, 이근형, 김선주, 

임호선, 최우혁, 가재원, 이상규, 엄태식, 유자형,

최종민, 장민철, 문홍철

 

▣ 회의안건

1. 리허설 상황 체크 - 화면공유 안 되서 문서공유로 진행한 경우 

있음

2. c타입(녹화) 확인, 실시간 Q&A 실시간 참여 요청, 담당운영이사

가 공지 필요

3. 대학원생 구두발표 – 좌장 멘트하기, Q&A는 이메일로 진행

4. 녹화-발표자 사진 보여주기(매니켐 사용)은 각 회장별로 운영하기

5. 대만참가자용 구루미사용법(영어버전) 작성 및 연락(이근형 교

수님)

6. 질의 기능 – 전체 삭제 여부 확인하기

7. 총회리허설 – 엄태식, 이상규, 이근형, 김선주, 홍진기 교수님 담당

8. 안내문(영문, 국문) 작성 – 엄태식, 허수미 교수님 담당

9. 경품 – 이메일로 노출. 마감일은 원래대로 진행하기로 함. 등수대

로 일괄 추첨

10. 포스터 – 문홍철교수님 – 포스터업로드 안된 경우 no show 처리

하기

11. 헤드셋 – 9개 준비됨. 부족한 경우 현장에서 구입하기로 함.

12. 리허설 상황 – 구글 쉬트에 업데이트 요청

13. 실시간 강연자 연락처 – 운영자가 연락하기

14. 백업화일 – 실시간 발표자 –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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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일반참가자용 구루미사용법 영문메뉴얼 – 최종민 교수님 작성. 

이근형 교수님과 함께

16. 물품 구입 – 최종민 교수님 담당

17. 추계 최종 체크 10/5 월요일 2:30 101호 

18. 10/6 화요일 오전 9시 벡스코 101호 집합

19. 리허설 문제점 같이 공유하기

20. 신진연구자 발표 참석자 – 운영이사 식사장소에 비공식 초대 

(홍성우 박사님)

IUPAC-Macro2020+ 조직위원회 제9차 회의록

 

일  시 : 2020년 10월 7일(수) 13:00  

장  소 : 화상회의

참석자 : 이두성, 이준영, 김철희, 조길원, 차국헌, 안동준 

(이상 조직위원), 류두열, 권용구, 유필진, 김승현, 

진형준, 이승우, 이  랑(CES) 

 
1. 예산 및 사업비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 온라인 방식 병행 운영 

시 예산안 검토

2. PCO 신규 계약 및 업무 진행 

  - PCO 변경 – 업체명: CES

  - 계약 일자 – 2020년 7월 21일

  - 계약 이후 주요 업무 진행 사항

    · 홈페이지 개편 작업 진행: 메인 페이지 변경 및 관리자 페이지 

개선 작업 완료

3.  주요 일정

  - Registration 

    · Early Bird Registration Deadline: February 28, 2021

    · Pre-Registration Deadline: May 9, 2021

  - Call for Abstract 

    · Online Submission Deadline: December 31, 2020

    · Notification on Acceptance: January 31, 2021

4.  온라인 컨퍼런스 병행 계획 

  - Hybrid(온라인+오프라인) 운영 방식 확정

  - Plenary는 실시간 발표, 초청 연사 및 외국인 발표는 녹화 파일

로 제출하는 방안 의견

  - Panel Discussion 등을 실시간으로 진행하여 프로그램에 생동감 

부여

  - 외국인(온라인 참가) & 내국인(오프라인 참가) 병행 개최를 기

본으로 등록비 및 연사료 등을 새롭게 책정하여 차기 조직위원

회에서 확정 예정 

  - 확정된 가이드 라인으로 초청 연사 발표 여부 재확인 예정

5. MR - MACRO2020+ 특집호 준비 건

  - MR 편집위원장: 권용구 교수님 – Special Editor 섭외하여 진행 

예정

6. 차기 회의: 2020년 11월 2일(월) 16:30, 한국고분자학회 사무국

IUPAC-Macro2020+ 사무국 제18차 회의록

 

일  시 : 2020년 10월 7일(수) 17:00 ~ 18:20

장  소 : 화상회의

참석자 : 안동준, 류두열, 진형준, 유필진, 강영종, 이승우, 

이기라, 이민재, 임성갑, 이은지, 오준학, 윤진환, 

정대성, 위정제, 김소연, 김승현, 이경진, 김윤호, 

엄태식, 허수미, 손해정, 이  랑(CES)

 

▣ 회의안건

1. Hybrid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Conference 확정 건 

  - 회의 당일 13:00에 있었던 7차 조직위원회에서 Hybrid Conference 

개최 방식을 확정

  - 세부 변경 가이드 라인을 구축하기 위한 업무 논의 필요함

  - 등록비 및 연사료 변경의 적절한 수준 논의 

  -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 방식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 논의

2. 온라인 등록비 및 연사료(온라인 강연 시) 변경 건

  - 등록비를 많이 낮추지 않고 연사료도 기존 수준으로 유지 하는 안

  - 등록비를 많이 낮추고 연사료를 지급하지 않는 안

  - 등록비는 USD500이 넘지 않고, 연사료는 USD250-USD300 정도의 

기준으로 예산안 재정리 예정

  - 차기 조직위원회(11월 2일)전에 수정 예산안과 연계하여 마련

된 온라인 등록비와 연사료 안 마련 필요  

3. 온라인 발표 병행 방식 논의 

  - Plenary Speaker 강연은 실시간 발표로 진행

  - 해외 Invited Speaker 강연은 녹화 영상으로 진행하되, Panel 

Discussion을 실시간으로 진행(Q&A 대신)

  - Panel Discussion 시간은 너무 길지 않도록(온라인 토론의 집중력이 

다소 떨어짐)

  - 해외 시차를 고려하여 일정 기간 다시 보기 기능 필요

4.  차기 회의 일정

  - 19차 사무국 회의: 2020년 10월 27일(화) 17:00, ZOOM 화상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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