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자·나노융합소재가공기술센터

CNSPPT 2016동계 기술 강좌
CNSPPT(고분자•나노융합소재가공기술센터)에서는 코팅•사출•압출
분야에 있어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가를 모시고 교육 강좌를 진행 합니다.
관심 있는 산학연 연구원 및 관계자분들께서는 참석을 통해
유익한 정보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시 및 장소
>>

교육분야

코팅, 사출, 압출

>>

교육날짜

2016년 2월 22일(월)~24일(수)

>>

교육장소

서울대학교 38동 (글로벌공학교육센터) 5층

>>

교육 참가비

비회원사 70만원/인, 회원사 40만원/인 (VAT 포함)

등록 및 문의
>>
>>
>>
>>

계좌이체, 신용카드, 현금 결제 가능
(현금 결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제공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합니다.
문의: 김수연 (cnsppt@snu.ac.kr), 02-880-1584
사전 접수 요망

기타
>>

3일차는 코팅, 사출, 압출 수강자 대상으로 공통 기초 과목 강의 진행합니다.

>>

내부 사정에 의해 교육 프로그램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

중식, 다과, 주차권 제공

>>

소속사의 회원사/비회원사 확인 필요 시, 메일 혹은 전화로 문의

강의명

일시
2월 22일(월)
2월 23일(화)

2월 24일(수)

09:30~12:30

코팅공정의 현황 및 이슈

안경현 교수 (서울대)

14:00~18:00

입자계 코팅액의 분산

이강택 교수 (연세대)

09:30~12:30

계량코팅공정의 이해

정현욱 교수 (고려대)

14:00~18:00

코팅유동분석 및 단층슬롯코팅

남재욱 교수 (성균관대)

09:30~12:30

플라스틱의 이해

이성재 교수 (수원대)

14:00~17:00

기초 유변학

송영석 교수 (단국대)

09:30~12:30

사출성형공정

김선경 교수 (서울과기대)

14:00~18:00

사출금형구조

박시환 교수 (울산과학대)

09:30~12:30

사출성형기 구조와 작동원리

박경호 수석 (LS엠트론)

14:00~18:00

사출성형품 설계

강태곤 교수 (한국항공대)

09:30~12:30

플라스틱의 이해

이성재 교수 (수원대)

14:00~17:00

기초 유변학

송영석 교수 (단국대)

강의명

일시
2월 22일(월)
2월 23일(화)

2월 24일(수)

일시

2월 22일(월)

2월 23일(화)

2월 24일(수)

강사

강사

강의명

강사

09:30~12:30

압출기의 기구와 기능
(스크류와 스크류다이의 상호작용 중심)

김명호 교수 (한남대)

14:00~15:45

Blow Molding 기술의 이해

박헌진 교수 (순천향대)

16:15:~18:00

제품생산 압출기를 중심으로 한 압출가공 문제해결
배치 혼련기의 기초 및 첨가제 적용기술

이원석 박사 (LS전선)

09:30~10:45
11:00~12:30

고분자 블렌드 제조기술의 이해

김형수 교수 (단국대)

14:00~16:00

장도훈 박사 (SKC)

16:15~18:00

양축 압출기를 이용한 컴파운딩 개론
양축 압출기에서의 스크류조합과 생산성

09:30~12:30

플라스틱의 이해

이성재 교수 (수원대)

14:00~17:00

기초 유변학

송영석 교수 (단국대)

홍창국 교수 (전남대)

이시춘 교수 (중원대)

2016 동계강좌(코팅/사출/압출) 참가신청서
신청 강좌 명
성

□ 코팅강좌

□ 사출강좌

□ 압출강좌

명
학교/회사

소 속

과/부서
직위

학교/회사 주소
연락처

Tel.

E-mail

Fax

H.P

 회원사
회원사 유무

 비회원사 700,000원
 학생

납부방법

400,000원
200,000원

 현장 신용카드결재

 현장 현금결재

 계좌이체

*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시어 E-mail 로 보내주십시오.
Tel: 02-6463-3002 / 02-880-1584

E-mail:

cnsppt@snu.ac.kr

* 참가비 납부방법
1) 현장 신용카드 결재
2) 현장등록: 참가비를 당일 등록데스크에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하실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반드시 보내주시기 바랍니
다.

3) 계좌이체 : 씨티은행 102-58206-251 (사)한국유변학회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하실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반드시 보내주시기 바랍니
다.

2016년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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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