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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한국유기합성학회

수

신: 한국유기합성학회 회원

제

목: 2017 한국유기합성학회 “제2회 유기합성 실전 강좌“ 안내

존경하는 한국유기합성학회 회원 여러분,
대학원생이나 일반 연구직에 종사하는 연구자들의 유기합성 관련한 연구력을 증진하여 연구 개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2017년 “제2회 유기합성 실전 강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1) 제 목: 2017 한국유기합성학회 “제2회 유기합성 실전 강좌”
2) 일 시: 2017년 2월 27일(월) 오전 10시 50분 – 오후 5시 10분
3) 장 소: 수원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삼성오디토리움(도서관 지하)

4) 교육내용: 공정화학, 광전자화학, 의약화학, 천연물합성과 유기금속화학
내 용
인사말

세부 내용

강 사
함원훈

시 간
10:50 – 11:00

이희봉 (LG 화학)

11:00 ~ 11:50

유영민 (이화여대)

13:30 ~ 14:20

이지우 (서울대)

14:20 ~ 15:10

의약화학

What is process chemistry
in pharmaceutical industry?
–From grams to metric tons
Photoelectrochemistry
for photoredox catalysis and bioimaging
How are drugs designed?

천연물 합성화학

Diels-Alder reactions in total synthesis

민선준 (한양대)

15:30 ~ 16:20

유기금속화학

Introduction
to N-heterocyclic carbenes
in transition metal catalysis

박진균 (부산대)

16:20 ~ 17:10

공정화학
광전자화학

※ 12:00 ~ 13:30: 점심시간: 주최 측이 성균관대학교 교내 식당에서 중식 제공.
※ 교재와 간단한 다과 및 음료가 제공됩니다.

5) 대 상: 유기관련 연구에 대한 실전지식이 필요한 대학원생 또는 연구원
6) 참가비: 1인당 200,000원 (VAT 포함)
■ 계좌이체: 우리은행 1005-801-728725 (예금주: 한국유기합성학회)
(입금자명에 “XX대-홍길동”으로 표시바랍니다)
■ 카드결제: www.ksosnet.or.kr 를 방문하여 좌측 하단의 [학회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 (회원이
아니면 회원가입 후) 결제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등록 시 현금 및 연구비카드로 납부 가능.
7) 신청 기간: 2016년 2월 11일(토)까지
8) 참고사항:
-신청 후 2016년 2월 14일 (화)까지 등록 확인 메일이 도착하지 않을 경우, 이메일 또는 팩스 042-350-2865로
반드시 등록여부를 확인바랍니다.
9. 강좌 접수 담당자: 한국유기합성학회 김은경 실장(Fax. 042-350-2865 / E-mail: ksos@ksosnet.or.kr)
* 세미나 관련 문의는 이메일로만 접수받으며, 문의에 대해서는 2일 이내에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붙임 1. 성균관대학교 찾아오시는 길 및 주차안내도. 끝.
한국유기합성학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한국과학기술원 자연과학동 화학과 4106호 (우) 34141
전화: 042-350-5825, 팩스: 042-350-2865 홈페이지: www.ksosnet.or.kr

한국유기합성학회장

함원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