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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고분자 아카데미 강좌 안내 

제13회 고분자아카데미를 6월 22일(수)부터 3일간 고려대학교에서 개최합니다. 고분자 아카데미는 산업

현장, 연구소, 학교의 고분자 전공자 및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술 강좌 프로그램으로 지난 12년간 산업

체의 재교육 프로그램으로 혹은 대학원생들의 단기 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고분자를 전공하는 

분들에게는 고분자 재료 전반에 대해 재정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비전공자에게는 고분자에 관한 기본 지식 및 

최신 고분자의 개발 동향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금년에는 직원의 재교육이 힘든 중소기업

에서 선착순 20명(기업 당 1명)을 무료로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변의 관련 중소기업에 

홍보해 주실 것과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와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일시：2005년 6월 22일(수)∼24일(금)                

장소：고려대학교 자연계캠퍼스(서울) 

2005년도 고분자토론회 안내 

2005년도 고분자토론회를 5월 20일(금), 21일(토) 양일간 강원도 클럽 휘닉스 파크에세 개최합니다. 이번 토

론회는 ‘국내외 석유화학 산업의 현황과 전망’라는 주제로 산업계, 학계, 연구계 그리고 정부기관의 여러 선도

자들을 모시고 토론을 펼치고자 합니다. 회원여러분과 관련 업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일시：2005년 5월 20일(금) 오후 2시∼21일(토) 오후 2시  

장소：클럽 휘닉스파크(강원도 평창군) 

제1회 고분자 특성분석 안내 

2005년도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매년 11월에 개최되는 ‘고분자기기분석’ 프로그램에서는 고

분자의 분석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기기를 다루고, 여기에서 다루지 못하는 특화된 분석 방법과 기기에 대해 ‘고
분자특성분석’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수강 인원을 소수로 하여 전문가의 강의와 함께 실습에 많은 시간을 할애

할 것입니다. 첫 회인 금년에는 6개의 기기를 포함하려고 하며 그 중 4개의 기기에 대해 4시간의 실습을 병행

할 계획입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일시：2005년 5월 26일(목)∼27일(토)                  

장소：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기기：MALDI-TOF, RBS, SIMS, TEM, Simulation, Neutron Scattering  

참석인원：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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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Japan Polyimide Conference 2005 
New Materials for Electronics and Photonics (KJPIC 2005) 

 

ᆞ기간：November 10∼11, 2005 

ᆞ장소：부산대학교 상남국제회관 

ᆞ주제：Representative Scientific sessions are as follows 

1. Synthesis of Novel Polyimides 

2. Physical Properties of Polyimides 

3. Applications of Photosensitive Polyimides 

4. Polyimides for Electronic Applications 

5. Polyimides for Optical Applications 

 
ᆞImportant Dates (Tentative) 
 

－ First circular：3월 10일 발행  

－ 초록 마감：7월 15일  

－ 예비등록 마감：7월 30일  

－ Second Circular & Completion of the Program：8월 30일 

(자세한 사항은 homepage(http://home.pusan.ac.kr/~kjpic)에 안내되어 있슴.  

－ 연 락 처：하창식 (부산대학교 고분자공학과) 

Tel：(051)510-2407, Fax：(051)514-4331, e-mail: csha@pusan.ac.kr 

 

제21회 석유화학강좌 안내 
http://home.sunchon.ac.kr/~dochoonho/petrochem.html 

 

“열경화성 수지”를 주제로 하는 제21회 석유화학강좌가 오는 6월 23∼24일(목, 금요일) 양일간 순천대학교

에서 개최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강좌 내용, 일정, 참가 방법 등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석유화학강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home.sunchon.ac.kr/~dochoonho/petrochem.html 

<참가비>：140,000 원 / 1인 (교재, 중식, 다과 및 간친회비 포함) 

<문  의>：도춘호 교수(순천대); 전화：061)750-3565, e-mail：choondo@sunchon.ac.kr  

이대수 교수(전북대); 전화：063)270-2310, e-mail：dslee@moak.chonbuk.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