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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의 글

안녕하십니까?

올해 시행한 높은 최저 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예정 등으로 인해 사업 환경은
갈수록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만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이상 미루
기 힘든 결정으로 이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서로 양보와 협력이 필요로
하는 중요한 한해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에 이어 미국
발 보호 무역으로 인해 이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슬기로운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UV.EB업계 또한 시장이 거의 포화된 상태에서 핸드폰에서의 디자인 변경과
display 시장에서의 침체 등으로 인해 수요가 상당부분 감소한데다 작년 하반기부터
불어 닥친 일부 광개시제의 공급 중단으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듯 합니다.
이에 새 적용 분야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라드텍코리아 UV.EB 기술 세미나가 올해로 벌써 12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는 UV.EB 업계에 종사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성원과 라드텍코리아 임원 및 실무진
의 숨은 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했습니다. 이에 이 글을 통해 감사의 말씀 전하며 12회
기술세미나에서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외국 연사 3명을 포함하여 총 7명의 연사분들
께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에 현업에 바쁘시겠지만 가능한
많이 참석하셔서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많은 참가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3월
라드텍 코리아 회장 김인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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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라드텍 코리아 UV & EB 기술세미나 일정

-.장소 : 경기 안산 테크노파크 1층
다목적 홀 (세미나실 )

-.일자 : 2018. 7. 12 (목)

-.시간 : 09 : 00 ~ 16 : 30

-.참가비 : 사전 등록 : 99,000 원
현장 등록 :110,000 원
학생 할인 : 55,000 원

* 교재,중식 및 부가세 포함
현금 및 신용카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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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일정표

09 :00 -10: 00 등록

10:00 - 10 :10 라드텍 코리아 회장 인사말

10:10 - 10 :50 Slip and leveling agent in surface radiation coating 
(Dr. Huiya Yuan / CEO -Sunnyvale )

10 :50 - 11:30 The latest development of Photo-initiators  
(Dr. Stephen Postle / VP - iGM ) 

11 :30 - 11:50 Coffee break

11 :50 - 12:30 The Current State of the Art in UV LED Curing Lamp Technology 
(Mr. Michael Beck / VP –Phoseon ) 

12 :30 - 13:30 Lunch  

13: 30 -14: 10 반도체 패키지용 저유전 유기재료
(Low dielectric organic materials for semiconductor package)
(최경수 상무/켐이)

14 :10 - 14:50 양자점을 이용한 디스플레이용 광학제품
(김동렬 상무/ 미래나노텍) 

14 :50 -15:10 Coffee break

15:10 - 15:50 Acryl acrylate oligomer 합성과 그 응용에 관한 연구
(정병훈 상무/ 폴리네트론) 

15:50 - 16:30 UV 경화재료 최근 개발 동향
(윤철 부장/신영라드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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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라드텍 코리아 UV & EB 기술세미나 참가신청 안내

참가신청 : 
-. 팩스 또는 이메일 신청
-. 사전등록기간 : 2018. 7 .5 일까지 (참가비입금완료)

입금계좌 : 우리은행 / 계좌번호 1005-201-617706
예금주 : 라드텍 코리아

-. 신청할 곳: Fax) 02-783-1454
e.mail) info@radtech.or.kr

-. 문의처 : Tel) 02-780-2531/라드텍 코리아

(사전등록)
-. 참가비 : 99,000 원 (학생 : 55,000 원)
(교재,중식 및 부가세포함/현금 및 신용카드 가능)

* 단, 신용카드 결제시 참가신청은 사전등록 기간 내에
접수완료해야하며, 신용카드 결제여부 기재한 후 현장에서
99,000원으로 가능

(현장등록)                          
-. 참가비 : 110,000 원 (학생 :55,000 원)
(교재,중식 및 부가세포함/현금 및 신용카드 가능)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계좌 입금 및 현금지불만 가능(발행일자: 2018.7.12)
사업자 등록증 사본 제출요망 (계산서 담당자 이메일 주소 기재)

(카드 결제시- 세금계산서 중복발행 불가하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mailto:ssc@shinyoungr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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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라드텍 코리아 UV & EB 기술세미나 참가신청서

성명

소속(부서/회사)

주소

직위

전화 휴대폰 : 

이메일

참가비 납부 방법 : -. 사전등록 :계좌송금 (   ) 
신용카드 (   )

-. 현장등록 : 현금(   ) 
신용카드 (   )

신청인____________________

제 12 회 라드텍 코리아 UV& EB 기술세미나에 참가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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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 광고

-. 제12회 세미나 책자를 통해 귀사의 제품을 홍보하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 마감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비용 :
표지4 (책자 뒷면표지)                         : 66 만원 (VAT 포함)
표지2 (책자 앞면 표지의 속지)              : 66 만원 (VAT 포함) 
표지3 (책자 뒷면 표지의 속지)              : 55 만원 (VAT 포함)
내지 : 33 만원 (VAT 포함)

-. 신청 및 입금 마감일 :  2018. 6. 30     

-. 신청회사는 광고파일( AI 또는 JPG) 을 아래의 이메일로 전송
부탁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증 사본 요망) 

-. 문의처 : Tel) 02-780-2531 라드텍 코리아
info@radtech.or.kr  

송금 안내) 예금주 : 라드텍 코리아
계좌번호: 1005-201-617706 (우리은행)

안내- 업체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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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안내

-.장소 : 경기 안산 테크노파크
다목적실 (기술고도화동 1층)

(1) 지원편의동

(2) 기술고도화동

(3) RIT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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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교통안내 )

▶http://www.gtp.or.kr 의 오시는 길 참조

경기테크노파크는
경기도 안산시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에 위치하고 있음
▶ 시외버스(안산시 터미널) – 택시 (약 10 분 소요)
▶ 지하철 이용 : 사당역 – “ 한대앞 역” (4호선) 하차 –

한양대 셔틀버스 (15~20분 간격, 무료운행 ) –

한양대 캠퍼스 하차 – 경기 테크노파크 (도보이동)

> 주차무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