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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플랫폼 기술, 화학공학

초대의 글

일정
진행: 고영수/정진석 총무이사

존경하는 한국화학공학회 회원 여러분!
2019년도 여름 특별 심포지엄에 회원 및 회원 가족 여러분을 초
트에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올해의 대 주제인 ‘지속가능 사

15:30 등 록

회원님들의 성원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된 봄 총회 및 학술대회는
2,000여 명의 회원이 참석했으며, 1,150여 편의 우수한 논문이
발표되는 등 질적, 양적 측면에서 최고 수준의 한국화학공학회
의 위상을 이어왔습니다. 회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여름 특별 심포지엄 역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도 더욱

| 등 록 비 | (1) 스위트(콘도): 540,000원
[참가비 250,000원, 숙박비(2박) 290,000원]
(2) 패밀리(호텔): 512,000원
[참가비 250,000원, 숙박비(2박) 262,000원]
※식비, 자유관광비, 운동비 등은 개별 부담

각광받는 화학공학의 가치를 창조하기 위한 학술의 진흥과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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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과 가족들이 모두 참석하는 만찬이 마련되어 있으니 즐거운

| 납부방법 | (1) 계좌이체 / 예금주: (사)한국화학공학회

둘째 날인 7월 18일(목)에는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장은주 펠로우

361-25-0000-277(국민은행)
230-035442-13-001(우리은행)
(2) 홈페이지 전자결제

의 발전에 대해 통찰과 공유의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 화학

16:20 인사말
전해상 회장(한국화학공학회)
16:30 통계물리학자와 미술관을 간다면...?
정하웅 교수(KAIST)
18:00 가족 만찬(델피노 C동 지하2층 '그랜드볼룸')

공학의 미래를 고민하고 토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7월 18일(목)

첫째 날인 7월 17일(수)에는 KAIST 물리학과 정하웅 교수께서
‘통계물리학자와 미술관을 간다면...?'’이라는 주제로 과학과 문

델피노 C동 지하 1층 ‘해송홀’

화의 연결에 대해 강연해 주실 예정입니다. 더불어 저녁에는 회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께서 ‘퀀텀닷: 나노에서 빛과 디스플레이의 세계로’라는 주제로
미래 디스플레이 기술에 대해 발표하시고, 이어서 한국과학기술
연구원 미세먼지사업단 배귀남 단장께서 ‘미세먼지, 에너지, 기
후변화를 어떻게 통합적으로 관리할 것인가?’를 주제로 미세먼

| 신청마감 | 2019년 7월 5일(금)

지 관리기술 관련 내용을 발표하실 예정입니다.

| 환불규정 | 신청마감일 이후 취소할 경우 환불불가

마지막 날인 7월 19일(금) 오전에는 ‘지속가능한 사회와 이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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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기술로서 화학공학 역할의 진화와 미래’를 주제로 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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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피노 C동 지하 1층 ‘해송홀’

회를 위한 플랫폼 기술, 화학공학’에 대하여 봄 학술대회에 이어
다양한 강연과 토론회로 발전시켜가고자 합니다.

2019년 7월 17일(수)~19일(금)
대명 델피노 리조트(설악)

7월 17일(수)

대합니다. 오는 7월 17일(수)부터 19일(금)까지 대명 델피노 리조

09:30 퀀텀닷: 나노에서 빛과 디스플레이의 세계로
장은주 Fellow(전무)(삼성전자 종합기술원)
10:30	미세먼지, 에너지, 기후변화를 어떻게 통합적
으로 관리할 것인가?
배귀남 단장(한국과학기술연구원 미세먼지사업단)
11:30 자유시간 및 개별관광

7월 19일(금)

연·관의 관계자 분들을 모시고 종합 토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이번 여름 특별 심포지엄은 미래를 향한 화학공학에 대한 이해
의 폭을 넓히고 회원 및 회원 가족 간의 소통과 친교의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국화학공학회가 향후 100년을 향한 새로
운 도약을 위한 다짐에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
립니다.

델피노 C동 지하 1층 ‘해송홀’
09:30	종합토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플랫폼 기술로서
화학공학 역할의 진화와 미래)
12:00 자유시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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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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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학공학회 회장 전 해 상

심포지엄: 델피노 C동 지하 1층 ‘해송홀’
가족만찬: 델피노 C동 지하 2층 ‘그랜드볼룸’
숙박장소: 델피노 C/D동, 호텔

골프

즐길거리

대명 델피노 리조트 내 델피노CC에 7월 18일(목) 5팀이 예약되
어 있습니다. 팀이 한정되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신청을 서
둘러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정 및 예약 인원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Tee off: 오후 1시 이후(7월 중순 확정)
•비 용: 그린피

130,000원/인, 캐디피 120,000/팀,
카트 80,000/팀
•위 치: 델피노CC

1. 아쿠아월드(대명 델피노 리조트 내에 위치 / 대인: 중학생 이상,
소인: 37개월~초등학생)
(1) 아쿠아: 대인 36,000원, 소인 28,000원
(2) 사우나: 대인 11,000원 / 소인 8,000원
(3) 닥터피쉬: 대인 5,000원 / 소인 3,000원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www.daemyungresort.com/dp/)
2. 산책코스(대명 델피노 리조트 내에 위치)

※ 운동비는 현장에서 개별 결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숙박
■ 객실 구성
•스위트(콘도) (면적 92.5m2, 정원 5명)
- 방 2개(Double bed 1+Twin bed 1), 화장실 2개, 샤워부스 1개,
거실 및 주방
•패밀리(호텔) (면적 41.28m2, 정원 4명)
- 원룸(Double bed 2), 욕실
■ 객실 품목
•가전제품: TV, 에어컨
•주방용품: 냉장고,

인덕션, 전기밥솥, 전기 포트, 기본 주방용품
•생활용품: 드라이기, 빨래 건조대
•욕실용품 : 비누, 샤워젤
■ 기타사항
•전 객실 무선인터넷 연결 가능
•애완동물 동반금지
•침구류 추가 요청시 1박 당 11,000원의 추가비용 발생

객실 Check-In/Out
C/D동 빌리지 1층 프론트데스크에서 개별적으로 입·퇴실
(입실: 오후 3시 / 퇴실: 오전 11시)

4. 대명 델피노 리조트 부대시설
(1) 키즈파크
- 위치: 델피노 진입로 우측 / 테디베어 맞은편
- 이용시간: 주중 오전 10시~오후 6시
- 이용요금: 홈페이지 참조(시설마다 상이 / 투숙객 10% 할인)
- 문 의 처: 033-639-3322/3400
(2) 테디베어 뮤지엄
- 위치: 델피노 A동 옆건물 지하 1층
- 이용시간: 오전 9시~오후 7시(오후 6시 입장마감)
- 이용요금: 홈페이지 참조
- 문 의 처: 033-639-3390
(3) 편의시설
- 편의점: 델피노 A동 지하 1층 & 델피노 C동 1층
- 약국: 델피노 A동 지하 1층
- 셀프 빨래방: 델피노 A동 지하 1층

오시는 길

3. 등산코스
(1) 전일코스
- 대청봉 코스: 오색약수 → 설악폭포 → 대청봉 → 중청봉 →
소청봉 → 희운각산장 → 양폭산장 → 비선대 →
설악동
- 희운각 코스: 한계령 → 서북주능 → 중청봉 → 대청봉 → 소청봉
→ 희운각산장 → 양폭산장 → 비선대 → 설악동
- 주전골 코스: 한계령 → 서북주능 → 갈림길 → 끝청 → 중청봉
→ 대청봉 → 설악폭포 → 오색
- 마등령 코스: 백담사(용대리) 입구 → 백담사 → 영시암 → 오세암
→ 마등령 → 금강굴 → 비선대 → 설악동
(2) 반일코스
- 금강굴 코스: 설악산 → 소공원 → 비선대 → 금강굴
- 울산바위 코스: 설악산 소공원 → 신흥사 → 흔들바위 → 울산바위
- 용소폭포 코스: 오색약수 → 오색석사 → 용소폭포

■ 주 소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미시령옛길 1153
■ 교통편
[승 용 차] 잠실에서 약 2시간 소요
[고속버스] 강남터미널에서

2시간 40분 소요
동서울터미널 2시간 40분 소요
(고속버스터미널 하차 후 3-1번 버스이용)
[시외버스] 상봉터미널에서

5시간(시외버스터미널 하차 후 3-1번 버스이용)
[기 차] 청량리역 → 강릉역(약 5시간 소요)
[셔틀버스] 서울(2호선

종합운동장역 6번 출구 앞 오전 9시)
↔ 델피노(C동 출입구 앞 오후 2시 40분) 2시간 30분 소요
(델피노 홈페이지에서 예약 및 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