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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플라스틱은 20세기 초부터 대량 생산되어 인류의 의·식·주 생활 전반에 크게 공헌 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에 의한

환경오염 이슈는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용 후 함부로 버려진 플라스틱은 토양과 해양오염을 통하

여 동식물의 생태계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기술선진국을

중심으로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왔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2020 글로벌 바이오플라스틱 컨퍼런스’를 통해 플라스틱 문제의 해결책을 함께 논의함으로써 미래 세대 플라스틱 소재 산업의

패러다임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 바이오플라스틱 관련 분야의 세계적인 핵심인사를 초청하여 머리를

맞대고 미래 기술 솔루션을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저희 ‘알앤에프케미칼’은 2019년 봄 제1회 바이오플라스틱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주최하여 바이오플라스틱 산업 발전을 견인할

새로운 소재 및 기술 등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단법인) 한국 바이오플라스틱협회의 후원으로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준비 하였으니, 바쁜 시간이시겠지만 참석하시어 소중한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알앤에프케미칼 대표이사 박 동 일

원활한 행사 준비를 위해 참석여부를 아래 이메일 또는 연락처로 사전에 회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가비 : \110,000 (VAT 포함) / 기업은행 699-002986-01-022 / 예금주 : ㈜알앤에프케미칼

· 사무실 : 031-8027-3737

· 김한선 팀장 : 010-3896-5980, han.kim@rnfchemical.com

· 김혜원 선임 : 010-7108-7091, hw1216@rnfchemical.com 

· 이지원 사원 : 010-6229-8797, one@rnfchemic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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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퍼런스 세부 일정

일시 및 장소 2020. 3. 11. (수) 09:00~18:00 /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 3층 크리스탈볼룸 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40)

컨퍼런스 개최 의의

1. 석유화학 및 플라스틱 제조 산업을 대체 할 바이오플라스틱 기술세미나 개최

2. 석유화학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문제점 설명 및 생분해 및 바이오매스플라스틱에 대한 솔루션 제공

3. 바이오플라스틱 신기술 소개, 생분해플라스틱 인증 및 평가 방법 소개

시 간 기 업 내 용 발표자 / 시간

09:00~09:25 등록 및 안내

09:25~09:30 R&F Chemical 인사말 박동일 대표 / 5분

09:30~09:50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플라스틱 이슈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 김명자 회장 (前 환경부 장관) / 20분

09:50~10:30 OWS (벨기에) OWS 소개 및 생분해 평가 및 인증 Inez Monteny, Marketing & Sales Engineer / 40분

10:30~10:50 한국바이오플라스틱협회 바이오플라스틱의 중요성과 KBPA의 활동 내용 진인주 회장 / 20분

10:50~11:20 BASF (독일) PBAT 제품소개 및 바이오플라스틱 기술 Lloyd Lowe, Asia pacific manager / 30분

11:20~11:50 KRICT 한국 바이오플라스틱 기술연구개발 현황 황성연 박사 / 30분

11:50~13:10 점 심

13:10~13:30 동원시스템즈 바이오플라스틱 적용 성공 사례 황호순 연구원장 / 20분

13:30~14:00 국립수산과학원 플라스틱의 해양오염 및 생분해성 제품 적용 사례 박수봉 박사 / 30분

14:00~14:30 CJ 제일제당 PHA 제품 소개 및 바이오플라스틱 기술 홍국기 부장 / 30분

14:30~15:10 Avantium (네덜란드) PEF 제품소개 및 혁신적인 바이오플라스틱 기술 Gert-Jan Gruter, CTO / 40분

15:10~15:40 SPC 확대 적용 가능한 친환경 기술 개발 방향 안덕준 연구소장 / 30분

15:40~16:00 Break Time

16:00~16:30 SMS Corporation (태국) 천연 바이오플라스틱 TPS 폴리머 기술 Siwarutt Director / Jatesuda, Manager/ 30분

16:30~17:00 Total Corbion (태국) PLA 제품소개 및 바이오플라스틱 기술 Stefan Barot, Business Director / 30분

17:00~17:20 코즈볼 바이오플라스틱 적용 성공 사례 장인상 회장 / 20분

17:20~17:35 R&F Chemical AI 및 Big Data를 이용한 바이오플라스틱 개발 박동일 대표 / 15분

17:35~17:50 기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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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1. 자동차로 오시는 길

- (도로명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40

(지번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40-1

- 롯데호텔월드, 지하 3층 호텔전용 주차장 H구역 바로 연결

2. 지하철로 오시는 길

- 2호선 / 8호선 잠실역 하차 → 3번 출구 → 도보 1분

3. 버스로 오시는 길

- 롯데백화점(잠실점) 하차

- 간선(파랑) : 301, 341, 351, 360, 362

지선(초록) : 2415, 3217, 3313, 3314, 3315, 3317, 3411, 

3412, 4318, 4319

롯데호텔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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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방법

본 행사는 등록하신 분들에 한해서 참석 가능합니다.  

# 사전 등록 기간 : ~2020년 02월 28일 (금)

28일 이후 등록은 문의처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준비를 위하여 등록 후 꼭 기업명, 참가자명(각각 개인), 연락처, 참여시간 회신 부탁 드립니다. 

# 등록비

# 등록비 납부 방법

# 등록 문의처

㈜ 알앤에프케미칼 김혜원 선임 , 이지원 사원 (Tel : 031-8027-3737, E-mail : taxbill@rnfchemical.com)

구분 사전등록 현장등록 비고

일반 100,000 (VAT별도) 카드 불가 3인 이상 신청시 20% 할인이 적용됩니다. 

계좌이체

은행명 : 기업은행

계좌번호 : 699-002986-01-022 

예금주 : ㈜알앤에프케미칼

※ 계산서 발행을 위해서 사전등록시 사업자등록증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은행 수수료는 등록자부담이며, 입금 시 가급적 업체명-등록자명 으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소 및 환불 안내

2020년 03월 04일(수) 100% 환불, 03월 05일(목) 부터 컨퍼런스 개최 당일까지 환불 불가

- 환불 금액은 행사 종료 후 10이 이내 일괄 지급 예정입니다. 

※ 모든 등록취소 처리는 E-mail or 팩스(031-8027-3738)를 통해 서면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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