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 15회 Korea Silicone Symposium

◆ 일 시 : 2019.08.22(목) 12:20~18:00

2019.08.23(금) 09:00~12:00
◆ 장 소 : 충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대강당(2층)

◆ 주 최 : 한국실리콘화학산업연구조합
주최 : 한국실리콘화학산업연구조합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여천3길143 043-215-4901
E-mail : elbslee@glchem.co.kr | 사업자등록증 106-82-12912 | 대표자 이원민

오시는 길

• 위치(원안적색표시) : 충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강당(2층)
• 대중교통이용 :

남부터미널 에서 오창 오는 고속버스 이용 ,열차이용 오송역에서 하차하여
오창 시내버스 또는 택시이용(약1시간30분)
자차이용 :
경부고속도로 이용 : 서오창IC-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부고속도로 이용 :

오창IC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주차안내 :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주차장 이용

저녁 만찬 및 숙박 안내
⊙ 저녁 만찬 : 8월 22일(목) 18:30~20:30
쿠우쿠우 오창점 / 문의 ☎ 043-214-8008
본 심포지엄에서는 숙박이 지원되지 않으므로 예약 및 결제는 개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아래 호텔의 경우 조식포함(2인1실 110,000) 입니다.
⊙ GEE 호텔 : (주소)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7-23 (전화)043-715-1700.
:
⊙ 중소벤처기업청 인근에 숙박하기 좋은 호텔급 모텔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첨부파일
1. 제15회 Korea Silicone Symposium 참가 신청서 양식

2019년 제15회 Korea Silicone Symposium

초대의 말씀
한국실리콘화학산업연구조합은 제15회 Korea Silicone Symposium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며 실리콘 관련 산업 분야에 종사하거나 관심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강
의와 상호간의 BIZ Meeting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석 부
탁드립니다.

제15회 Korea Silicone Symposium
주제 ; 4차산업(융복합)혁명을 선도하는 최첨단 실리콘 소재의 新산업 적용기술
⊙ 일 시 : 2019. 08. 22(목) 12:20 ~ 18:00
2019. 08. 23(금) 09:00 ~ 12:00
⊙ 장 소 : 충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강당(2층)
⊙ 주 최 : 한국실리콘화학산업연구조합

프로그램
08월 22일(목) SESSION I, II
12:20~13.00
13:00~13:20

13:20~15:00
13:20~14:10

등록 및 진행

사회자 심종길 차장

개회 및 국민의례

좌장 : 이병섭 조합 총무이사

개회선언 및 환 영 사

한국실리콘화학산업연구조합
이원민 이사장

내빈 축사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이태원 청장

SESSION I

좌장 : 박종옥 전무(유창에프씨)

5G 대응용 실리콘 기능소재 개발 동향

KCC중앙연구소/ 최현석 차장

14:10~15:00

STP-E (Silane Terminated Polyether) Hybrid
Technology application

15:00~15:20

Coffee Break

15:20~17:50

SESSION II

좌장 : 장진수 전무(HRS)

15:20~16:10

차세대 SI계 고용량 음극소재 개발동향 및 전망

자동차부품연구원 / 엄지용 박사

16:10~17:00

차세대 자동차용 고내열 액상실리콘 고무

Momentive코리아 / 강기만 차장

17:00~17:50

Study on the Evaluation Method for the Longterm Durability of Sealants.

한국신에츠 실리콘 / 김경철 차장

18:10~20:30

Welcome Party (장소 : 쿠우쿠우 오창점 043-214-8008)

바커 케미칼 /강철규 부장

08월 23일(금) SESSION III
09:00~12:00

SESSION III

좌장 : 김철현 연구소장(ISC)

09:00~09:50

Silicone Performance Additives for Epoxy Molding
Compound -전자용

다우실리콘사업부 / 김봉식 부장

09:50~10:40

전기차 최신 국내외기술개발동향

자동차부품연구원 / 한창수 박사

10:40~11:00

Coffee Break
실리콘(Si)-기반 소재 산업: 현재와 미래

11:00~11:50

11:50~12:00

KIST / 유복렬 박사

폐회

※ 발표 내용은 발표자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
※ 발표 내용 중 일부는 자료 특성상 세미나 책자에 수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등록(사전등록 08월 19일까지)
참가신청서
작성

메일발송

신청 완료
및
계산서 발행

참가비 입금
(현장 결제)

⊙ 참가신청서 보내실 곳
E-mail : 이병섭 (korasi_@naver.com) / 문의 (지엘켐)043-214-4901
※ 참가신청서는 홈페이지에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www.korasi.co.kr)
⊙ 참가비 입금 계좌
국민은행 405301-04-241216 (예금주 : 한국실리콘화학산업연구조합)
⊙ 현장등록 : 행사 당일 카운터에서 현금 또는 카드결제 가능(계산서발행)

등록비(만찬 및 발표자료집 제공)
2019년 제15회 Symposium

구분

사전등록

현장등록

회 원 사 / 교수

12만원

15만원

비회원사

20만원

25만원

학

3만원

5만원

생

사전등록기간

08월 19일(월) 까지

비고
1. 초청 공로자 및
강사진 등록비 면제
2. 참가자 발표자료집 및
8월 22일 저녁만찬 제공

※ 한국실리콘학회의 회원은 본 조합의 회원사와 같은 등록비로 초대하오니 많은 참석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