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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한국화학공학회 회원 여러분!

2021년도 여름 특별 심포지엄에 회원 및 회원 가족 여러분 모두를 초대

합니다. 오는 7월 14일(수)부터 16일(금)까지 제천 포레스트 리솜에서 열

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2021년도 학술대회 주제인 “뉴노멀 시대의 지속

가능 사회를 위한 화학공학”과 연계하여 “뉴노멀 시대의 화학산업”이라

는 주제로 유익한 강연과 토론회로 발전시켜가고자 합니다.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회원님들의 성원으로 성황리에 개최

된 봄 총회 및 학술대회에는 2,271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였고, 1,193편의 

우수한 논문이 발표되어, 질적, 양적 측면에서 최고 수준의 학술대회로 

그 위상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안전한 학술대회 운영을 위해 고

생하신 임원진과 사무국, 그리고 방역지침 준수에 동참해 주신 회원님들

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여름 특별 심포지엄 역시 뉴노멀 시대의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화

학공학의 역할을 고찰하고, 화학산업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토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첫째 날인 7월 14일(수)에는 정호승 시인께서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

치는 무엇인가-사랑과 고통의 본질과 이해’라는 주제로 참석 회원과 가

족들을 위한 인문학 특강을 하실 예정입니다. 더불어 이어지는 만찬에는 

회원과 가족들 서로 교류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작은 공

연도 준비하였습니다. 

둘째 날인 7월 15일(목)에는 대한석유협회 지속가능경영실 안국헌 실장

께서 ‘2050 탄소중립관련 정유업계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화학공학 

핵심 산업분야인 정유업계는 다가오는 탄소중립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

고 있는지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어지는 패널토의를 통해 탄소중립

관련 화학공학의 역할 및 기여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날인 7월 16일(금) 오전에는 ‘뉴노멀 시대의 화학산업–산업계의 

전략 및 화학공학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산·학·연·관의 관련된 분들을 모

시고 종합토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여름 특별 심포지엄은 뉴노멀 시대 화학공학의 역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코로나 19로 답답했던 일상에서 벗어나 회원 및 가족들의 

자기 성찰과 상호 소통의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5.

한국화학공학회 회장  김 형 순

진행: 김우경 총무이사/신은우 사업이사

7월 14일(수)   

레스트리(호텔동) 지하 2층 ‘그랜드홀’

15:30  등   록 

16:10  인사말 

 김형순 회장(한국화학공학회)

16:20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인가 

-사랑과 고통의 본질과 이해

 정호승 시인

18:00   가족만찬 및 음악공연

7월 15일(목)  

레스트리(호텔동) 지하 2층 ‘그랜드홀’   

10:00 2050 탄소중립관련 정유업계 대응방안 

 안국헌 실장(대한석유협회 지속가능경영실)

11:00   패널토의 

11:30   자유시간

7월 16일(금)  

레스트리(호텔동) 지하 2층 ‘그랜드홀’

09:30    종합토론 

(뉴노멀 시대의 화학산업-산업계의 전략 및 

화학공학의 역할)

12:00 자유시간 

 
심포지엄/가족만찬 및 음악공연:  

레스트리(호텔동) 지하 2층 ‘그랜드홀’

2021년 7월 14일(수)~16일(금)

제천 포레스트 리솜(레스트리 리솜)  

뉴노멀 시대의 화학산업

| 등 록 비 |   580,000원 [숙박포함] 

* 식비, 자유관광비, 운동비 등 개별부담

| 신청방법 |   한국화학공학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및 결제 

(www.kiche.or.kr)

| 납부방법 | (1)   계좌이체 / 예금주: (사)한국화학공학회 

361-25-0000-277(국민은행)

 (2) 홈페이지 전자결제

| 신청마감 | 2021년 7월 2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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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여름|특별|심포지엄|

  일  정  초대의 글



  골 프
킹즈락CC(구.힐데스하임)에 7월 15일(목) 8팀이 예약되어 있습니

다. 팀이 한정되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신청을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정 및 예약 인원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Tee off: 오후 1시 이후

•비    용:   비용은 신청자에게 추후 안내(7월 초)

※ 운동비는 현장에서 개별 결제

  테니스 
•일시:   7월 14일(수) 20:00~22:00  

7월 15일(목) 05:00~08:00

•장소: 충북 제천시 백운면 평동리 676-7번지, 테니스코트(하드) 

•신청 및 안내: 등록시 신청해주시면 이메일로 안내드립니다.

  숙 박
■ 객실 구성(호텔동 28평형)

- 이용 인원: 4인(직계가족일 경우 최대 5인 가능)   

- 베드룸 2, 거실 구조 

■ 객실 품목

•가전제품: TV, 에어컨 

•주방용품: 전자레인지, 냉장고, 커피포트

•생활용품: 드라이기

•욕실용품: 샴프, 린스, 샤워젤 등

■ 기타사항

•전 객실 무료 wifi

•각 객실 취사 금지

객실 Check-In/Out  

레스트리(호텔동) 로비층(지하 2층) 프론트데스크에서 개별적으로 

입·퇴실(입실: 오후 3시 / 퇴실: 오전 11시)

  즐길거리 
1. 해브나인(스파센터)(제천 포레스트 리솜 내에 위치)

 - 이용시간: 실내스파(09:00~18:00) / 실외스파(10:00~17:00)

 - 이용금액:   대인 55,000원 / 소인 40,000원(투숙객 30% 할인)   

* 소인: 36개월~초등학생(증빙서류 지참 필수)

 - 문의처: 043-649-6014~5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http://resom.co.kr/forest/)

2. 산책 및 등산코스(제천 포레스트 리솜 내에서 출발)

1) 둘레길 코스

코스 경로 거리 소요시간

1코스
느루길 12동 등산로 출발→ 야생화길 방향 
→ 가온길 28동 등산로 하산

약 0.9km 30분

2코스
느루길 12동 등산로 출발→ 야생화길 방향 
→ 감자바위 방향 → 마루길 32동 등산로 
하산

약 1.6km 45분

3코스
느루길 12동 등산로 출발→ 야생화길 방향  
→ 감자바위 방향 → 명상원 방향 →  
사색의 길 → 윤슬길 37동 등산로 하산

약 2.3km 1시간

2) 등산길 코스 

코스 경로 거리 소요시간

1코스

느루길 12동 등산로 출발 → 절벽송 
방향 → 천지송(제3휴게소) 방향 → 
감자바위 방향 → 야생화길 방향 → 
마루길32동 등산로 하산

약 3.5km
1시간 
30분

2코스

느루길 12동 등산로 출발 → 천지송 
(제3휴게소) 방향 → 주론산 정상 → 
동일코스로 하산 → 감자바위 방향 
→ 명상원 방향 → 사색의 길 방향 → 
윤슬길 37동 등산로 하산

약 4.6km
2시간 
15분

3코스

느루길 12동 등산로 출발 → 
천지송(제3휴게소) 방향 → 주론산 정상 
→ 동일코스로 하산 → 팔왕재 방향 → 
윤슬길 37동 등산로 하산

약 5.8km
2시간 
45분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http://resom.co.kr/forest/)

3. 청풍호반케이블카 

   - 주소: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문화재길 166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https://www.cheongpungcablecar.com/)

4. 청풍문화재단지 

   - 주소: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청풍호로 2048 

   - 운영시간: 09:00~18:00

   - 입장료: 어른 3,000원 / 청소년 2,000원 / 어린이 1,000원 

5. 의림지 

 - 주소: 충청북도 제천시 모산동 241 

 - 입장료: 무료 

6. 제천 포레스트 리솜 내 부대시설 

 (1) 편의점  

  레스트리(호텔동) 지하 1층 / 포레스트 클럽(스파센터) 3층

 (2) Kids Zone 

  레스트리(호텔동) 지하 1층 

 (3) 북카페 MAMUK Lounge

  레스트리(호텔동) 지하 2층   

  오시는 길

■ 주  소 :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금봉로 365

■ 교통편

[승  용  차] 서울~리조트 약 2시간 소요

[시외버스]   동서울터미널~제천시외버스터미널 약 2시간 소요  

터미널하차 후 택시 이용(편도 약 15~20분) 

[KTX]   청량리역~제천역: 약 1시간 5분 소요  

하차 후 택시 이용(편도 약 15~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