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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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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비 25만원 - 별도(희망자에 한함)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팩스 혹은 이메일로 5월 10일(수)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2)569-3860          Fax. (02)553-6938        E-mail. polymer@polymer.or.kr

Homepage. http://www.polym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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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echnology Trends of IT Components 
for SMART Era

한근태 대표 (한스컨설팅) 이런 시대에 우리가 준비할 것들

박태현 교수 (서울대학교)4차산업혁명 시대의 생명공학과 미래융합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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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인사 : 동현수 회장

▶ 5월19일(금) 
  나라 안팎이 어수선한 가운데에서도 계절은 어김없이 찾아와 봄기운이 완연하고 

나뭇가지에 초록의 기운이 번져가는 즈음 회원님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새로운 

기대와 희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4월초에 대전에서 개최된 춘계학술회의는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항상 격려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학회에서는 매년 5월에 산업계, 학계, 연구계 및 정부 부처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고분자분야의 발전을 모색하는 “고분자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과 AI 등 미래사회로의 급진적인 진화가 시대의 주요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고분자 산업도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시급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고분자포럼”에서는 산업체, 연구소, 대학의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AI

시대를 선도하는 에너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및 바이오신기술” 이라는 주제로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학회에서 마련한 “고분자포럼”에 회원님과 회원사 연구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포럼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