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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힘차게 2016년을 출발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3월 중순을 지나 완연한 봄기
운이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업계는 전 세계적인 경기 불황과 특히 디스플레이 분야의 저성장
으로 성장 둔화 혹은 마이너스 성장의 상황까지 이르는 힘 겨운 시기를 보냈습니
다.

올해도 한중 FTA의 체결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 중국산 재료들과의 경쟁이 불가
피한 상황인지라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10일에 개최된 8기 아카데미에 예년보다는
소폭 줄어든 40여명이 참석하였으나 어느 해보다 뜨거운 학습 열기를 느낄 수 있
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특화된 재료의 개발과 신규 Application의 발굴
등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본 협회에서는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고자 6월 우리 업계 각 분야의 전문가

7분을 모시고 제 11회 라드텍 코리아 UV/EB 기술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최근 여러 분야에서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각종 재료와 계측 설비, 시장 상
황 등에 대한 교류와 소통의 장이 될 것을 기대하며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
여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3월 21일

라드텍코리아 회장 김 인효

초대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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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라드텍 코리아 UV & EB 기술세미나 일정표

-.장소 : 경기 안산 테크노파크 1층
다목적 홀 (세미나실 )

-.일자 : 201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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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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라드텍 코리아 UV & EB 기술세미나 일정표

09 :00 -10: 00 등록

10:00 - 10 :10 라드텍 코리아 회장 인사말

10:10 - 10 :50 A characteristic of the hyperbranched polymer acrylate
(Mr. Yoshiyuki Saruwatari / Osaka Organic Chemical Industry Ltd. )

10 :50 - 11:30 Silicones …. The power of UV  
(Mrs. Xenia Ma, technical manager –Asia Pacific/ Evonik ) 

11 :30 - 11:50 Coffee break

11 :50 - 12:30 Measurement & Process Control of UV LEDs 
(Mr. Jim Raymont , Director/EIT) 

12 :30 - 13:30 Lunch  

13: 30 -14: 10 Imprinting 용 UV 도료 적용 기술 및 최신 동향
(권오영 부장/조광페인트)

14 :10 - 14:50 비극성 소재의 표면처리 (도장, 인쇄, 접착분야 )
(안영일 책임/강남 제비스코) 

14 :50 -15:10 Coffee break

15:10 - 15:50 Application and Evaluation of UV curable Pressure Sensitive Adhesives
(임동혁 박사/ 한국테크피아) 

15:50 - 16:30 UV market & trend / Korea 
(윤철 부장/신영라드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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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라드텍 코리아 UV & EB 기술세미나 참가신청 안내

참가신청 : 
-. 팩스 또는 이메일 신청
-. 사전등록기간 : 2016.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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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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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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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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회 라드텍 코리아 UV& EB 기술세미나에 참가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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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 광고

-. 제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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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5.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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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