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한국PR학회 2월 정기이사회 회의록
일시/장소

2019-02-21 (금) 오후 6시-9시 / 프레스센터 국화홀
박동진 학회장, 성민정 부회장, 황성욱 부회장, 최명일 총무이사, 김대욱 총무이사, 정의철 연구이사,

참석

홍문기 연구이사, 최홍림 연구이사, 장정헌 연구이사, 정현주 기획이사, 조재희 기획이사, 유승철
연구이사, 강한나 연구이사, 박상현 산학협력 이사, 조해영 사무국장

위임

최유진, 김효숙, 오현정, 김수진, 정원준 이사

1. 이사회 일정
-

2차 임시이사회: 8월 중

-

2차 정기이사회: 9월 중

2. 춘계 정기학술대회 일정 결정
-

일정: 5월 8일(금)

-

장소: 춘천

-

주제: Rebuilding Community and PR

-

조직위원장: 김찬석 교수 (청주대)

-

조직위원: 장정헌, 정의철, 조수영, 최홍림, 홍문기, 최유진, 유승철, 최정화,
정현주, 김대욱

3. 기획 및 자유 세미나
논의 내용

-

일정: 4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

주제: 코로나 후속 공동세미나, 하계 교육 세미나, 연구회 및 기획 세미나

4. 기금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관련 규정: 제 35조, 기금운영위원회를 두고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적립된 기금
운영

-

운영 기금: 평생회비

-

위원회 구성: 평생회비 납부 회원 중 5인 이내로 추천 받아 이사회에서 승인

5. 제도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회 구성
1) 위원장: 김영욱 교수 추천
2) 위원: 정의철, 최홍림, 유승철, 박상현 이사

1

6. 학회 사무 공간 마련
-

신촌역 오피스텔(8평) 전세 5,000만원 + 관리비 8~10만원

-

타 학회 사무실 사용 및 세무 관련 내용 확인 후 진행

7. 회원 및 후원기업관리
-

회원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업데이트(회비납부) – 김대욱 총무이사

-

후원 회원 섭외 및 관리 – 성민정 부회장, 최명일 총무이사

-

대학원생 지원 방안(조사회사 연계, 학술상) – 황성욱 부회장

-

학부생 지원 방안(잡토크, 취업박람회, 인턴 프로그램) – 박성현 산학협력이사

8. 학회 자료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학회 클라우드 서비스 확대)
-

문서자료 스캔

-

하드카피는 사무실 보관

-

홈페이지 메뉴 업데이트 – 학회출간 저서 소개, 학회 역사 등

9. 학술지 및 서적 발간 지원
-

학술지 기획 논문 모집 – 디지털PR (춘계학술대회 발표)

-

홍보학연구 참고문헌 서비스 추가 및 간사 임금 인상(타 학회 수준) 결정

-

AJPR 투고 지원 – 학술대회 연계, 편집간사 지원 긍정적 검토

-

학회 기획 서적 발간

-

관련 예산: 논문 게재료 및 출판지원 펀드

10. 학술대회 및 세미나 지원
-

학술연구재단 학술대회 지원 – 3월 9일(월) 14:00~3월 16일(월), 2,000만원 내

-

한국언론재단 2020년 광고(홍보)단체지원 2차 공모 – 5월 초, 700만원 이내

-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지원사업 – 6월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