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여름 특별 심포지엄

Interdisciplinary 
Chemical 
Engineering
2018년 7월 18일(수)▶20일(금)

용평리조트(드래곤밸리호텔, 그린피아 콘도)

| 등 록 비 | (1)   그린피아 콘도(25평형) 선택: 450,000원 
[참가비 250,000원, 숙박비(2박) 200,000원]

 (2)   그린피아 콘도(38평형) 선택: 550,000원 
[참가비 250,000원, 숙박비(2박) 300,000원]

 (3)   드래곤밸리호텔(Double or Twin): 430,000원 
[참가비 250,000원, 숙박비(2박) 180,000원]

 ※식비, 자유관광비, 운동비 등은 개별 부담

| 신청방법 |   한국화학공학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및 결제 
(www.kiche.or.kr)

| 납부방법 | (1)   계좌이체 / 예금주: (사)한국화학공학회 
361-25-0000-277(국민은행) 
230-035442-13-001(우리은행)

 (2) 홈페이지 전자결제

| 신청마감 | 2018년 7월 6일(금)

| 환불규정 | 신청마감일 이후 취소할 경우 환불불가

| 권장사항 |   객실수가 한정되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 부탁드립니다.

| 기타사항 |   본 행사는 한국화학공학회 회원만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비회원 등록 불가).

(우) 02856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19 한국화학회관 5층
Tel: (02)458-3078~9    Fax: (02)458-3077

Homepage: www.kiche.or.kr    E-mail: kiche@kiche.or.kr

초대의 글

존경하는 한국화학공학회 회원 여러분!

강원도 평창의 용평리조트에서 7월 18일(수)부터 20일(금)까지 개

최되는 여름 특별 심포지엄에 회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올해는 

차세대 성장 엔진의 핵심인 융합기술 관점에서 화학공학의 역할

을 조명하기 위하여 심포지엄 주제를 ‘Interdisciplinary Chemical 

Engineering’으로 정했습니다.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상황과 국가 

간의 무한경쟁 속에서 살아남고,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

도하기 위해서 화학공학의 역할과 미래 화학산업의 방향 설정이 요

구되고 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융합기술 

관점에서 화학공학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고 토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첫째 날인 7월 18일(수)에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초대원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가천대학교 초빙교수이신 장성자 박사께서 ‘통하

였느냐?’라는 주제로 참가자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부부간의 대화 

및 소통에 대해 강연해 주실 예정입니다. 더불어 이날 저녁에는 회

원과 가족들이 모두 참석하는 만찬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둘째 날 7월 19일(목)에는 광주과학기술원 지구환경공학부 김준

하 교수께서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변한다’라는 주제로 발표하

실 예정이며, 이어서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 배중면 교수께서 

‘Development of Diesel Reformer and Metal-supported SOFC’

라는 주제로 발표하실 예정입니다. 마지막 날인 7월 20일(금)에는 

‘융합기술 관점에서의 화학공학의 미래’를 주제로 산·학·연·관의 관

련된 분들을 모시고 종합토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한국화학공학회는 화학공학 산업의 발전과 융합기술을 기반으로 하

는 미래인재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여름 특

별 심포지엄은 미래 융합기술 관점에서의 화학공학의 역할과 책임

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회원 및 회원가족 간 소통과 친교의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5.

한국화학공학회 회장  김 우 식

일 정

진행: 김진수 총무이사

드래곤밸리호텔 1층 그랜드볼룸  

7월 18일(수)  

15:30  등   록 

16:20  인사말 

 김우식 회장(한국화학공학회)

16:30  통하였느냐?

   장성자 박사 

(가천대 초빙교수/前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

18:00 가족 만찬

 
7월 19일(목)  

10:00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변한다

 김준하 교수(GIST 지구환경공학부)

11:00   Development of Diesel Reformer and 

Metal-supported SOFC

 배중면 교수(KAIST 기계공학과)

12:00 자유시간 및 개별관광

 
7월 20일(금)  

10:00   종합토론

 (융합기술 관점에서의 화학공학의 미래)

12:00   자유시간
 

심포지엄 및 가족만찬 장소: 드래곤밸리호텔 1층 그랜드볼룸

숙박 장소: 그린피아 콘도, 드래곤밸리호텔



숙 박
1. 그린피아 콘도

  (1)   25평형(4인 기준): 방(1개/침실형 or 온돌형), 욕실(1개),  

거실 겸 주방

  (2)   38평형(6인 기준): 방(2개/침실+온돌), 욕실(2개),  

거실 겸 주방

※비품:   TV/전자렌지/냉장고/에어컨/타월/비누 

헤어드라이기/식기류

2. 드래곤밸리호텔(1~2인): Double Bed 또는 Twin Bed

※  비품: TV/냉장고/에어컨/타월/비누/헤어드라이기

3. 전 객실 무선 인터넷 가능(무료)

드래곤밸리호텔

그린피아콘도

객실 입�퇴실  

1. 개별 입•퇴실

(1) 입실시간: 오후 2시부터

(2) 퇴실시간: 오전 11시까지

2. 입•퇴실 위치

(1) 콘도 이용시: 그린피아 콘도 2층 프런트데스크

(2) 호텔 이용시: 드래곤밸리호텔 1층 프런트데스크

골 프
용평리조트 내 버치힐골프클럽에 7월 19일(목) 5팀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팀이 한정되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신청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정 및 예약 인원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Tee off: 오후 1시 이후(7월 중순 확정)

•비    용:   그린피 140,000원/인, 캐디피 120,000원/팀,  

카트 90,000원/팀

•위    치: 그린피아 콘도에서 차로 5분 이내

※   운동비는 현장에서 개별 결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용평리조트 즐길거리

• 피크아일랜드(워터파크)
위      치: 용평9(퍼블릭)골프장 클럽하우스 건너편 

운영시간: 10:00~18:00 

이용요금: 정상가에서 50% 할인

• 관광 케이블카
위      치: 드래곤 프라자 2층

운영시간: 09:00~17:00

이용요금: 7,500원(투숙객 50% 할인가격)

• 사우나
위      치: 드래곤밸리호텔 1~2층

운영시간: 06:00~22:00

이용요금: 7,500원(투숙객 50% 할인가격)

• 실내수영장
운영시간: 10:00~20:00

이용요금: 20,000원(투숙객 50% 할인가격)

• 등산로
코스①   ‘골드 등산로’(골드슬로프 하단에서 시작 / 2시간 30분 소요)

코스②   ‘실버 등산로’(그린슬로프 하단에서 시작 / 2시간 30분 소요)

• 산책로
코스①   ‘정상 산책로’(드래곤피크 발왕상 정상=왕복 0.5Km, 왕복 

20분 소요) 

코스②   ‘버치힐 산책로’(골드슬로프 하단에서 시작=1.8Km,  

왕복 40분 소요)

※ 등록처에서 할인쿠폰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오시는 길
주소: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올림픽로 715(☎ 033-335-5757)

[승 용 차(서울-용평리조트)] 

경로 ①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 신갈인터체인지에서 영동고속도로 이용 

(강릉 방면)

경로 ②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 호법인터체인지에서 영동고속도로 이용

경로 ③   서울춘천고속도로(강일 IC) → 춘천JC에서 중앙고속도로 이용 

(원주방면) → 만종JC에서 영동고속도로 이용(강릉방면) → 대관령IC

경로 ④ 제2영동고속도로 → 경기도광주JC → 원주JC → 대관령IC

[기차/철도(KTX 경강선)] 

• 서울역 ↔ 평창(진부역):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

• KTX 진부역 ↔ 용평리조트 

  (1) 셔틀버스: 운행시간은 용평리조트 홈페이지 참조

  (2) 택시이용: 약 20분 소요(25,000원 예상)

[시외버스] 

• 동서울 터미널 ↔ 횡계,진부,장평: 약 2시간 15분 소요

• 서울남부터미널 ↔ 횡계, 진부, 장평: 약 2시간 30분 소요

[서울 셔틀버스]

• 리조트행: 명동(09:00) → 종합운동장(09:30) → 용평리조트

• 자세한 내용 및 사전예약은 용평리조트 홈페이지 참조

용평리조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