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학회 회원 귀하

(경유)

2017년 (사)한국외식산업학회 동계연수 공지

제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귀 기관과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외식산업의 발전과 학회 회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사)한국외식산업학회 동계연수
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행 사 명 : 2017 (사)한국외식산업학회 동계연수
- 장

소 : 하이원 리조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하이원길 424

- 일

시 : 2017년 1월 12일~13일(목, 금) (1박2일)

- 참가자격 : 학회 회원
- 참 가 비 : 130,000원
- 신청마감 : 2017년 1월 9일(월) 18:00시
- 출발일시 : 2017년 1월 12일(목)/ 오전 10:00
- 출발장소 : 세종대학교 학술정보원 앞 주차장
개인차량 세종대 주차 시 할인권 지원
- 이동방법 : 대형 버스(44인승)로 이동
붙임 1. 동계연수 일정표

(사) 한 국 외 식 산 업 학 회

총무이사
시행

어윤선

회장

(사)한국외식산업학회

우 143-747

(2016. 12. 16.)

신미혜

접수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209 세종대학교 호텔관광대학 외식경영학부 광개토관 624호

전화: 010-3764-5636

이메일: kfsa2013@naver.com

홈페이지: http://www.kfsa.org/

공개

[ 2017 한국외식산업학회 동계연수 일정표 ]
일자 : 2017년 1월 12일(목)~13일(금) (1박2일)
장소 : 하이원 리조트, 강원 정선군 고한읍 하이원길 424, TEL : 1588-7789
총무이사 : 어윤선 010-3764-5636
행사이사 : 김수진 010-9634-2720, 최수남 010-8946-5825
시간

소요시간

10:00-13:00

3간

13:00-14:00

1시간

14:00-15:30
15:30-16:30
16:30-18:00
1일차

18:00-18:30
18:30-20:00

20:00-21:30
21:30-22:00

1시간
30분
1시간
1시간
30분

내용
서울 출발(세종대학교) → 제천
점심식사(대보명가 본점)
*메뉴 : 제천약초밥상

세미나(주제발표1, 2) 및 하계워크숍

1시간

저녁식사(함백산 돌솥밥)

30분

*메뉴 : 곤드레 돌솥정식

30분

22:00-

곤돌라 체험 및 야경, 티타임

동 201

1. 이희열 교수
2. 김순하 교수
033) 591-5564
강원 정선군
고한읍 상갈래길1
곤돌라
033) 590-7903

숙소로 이동
자유시간

시간

내용

07:00

2일차

충북 제천시 신월

리조트 체크인 후 휴식

저녁식사 장소로 이동

30분

인원확인 및 점검
043) 649-3050

제천 → 하이원 리조트

30분

1시간

비고

비고

기상

07:00-09:00

2시간

조식(더 그릴) 및 체크아웃

09:00-11:00

2시간

하이원 리조트 → 안목해변으로 이동

11:00-12:00

1시간

해변가에서 차 한 잔과 포토^.^

033) 590-7252

033) 653-0993
12:00-13:30

1시간

점심식사(삼교리 동치미 막국수)

30분

*메뉴 : 막국수+메밀전병+메밀만두

강원도 강릉시
공항길 127번길
42

13:30-16:30

3시간

안목해변 출발 → 서울 도착(세종대
학교)

* 현지 사정에 따라 약간의 일정 변경이 가능합니다.
* 개별 세면용품은 리조트 제공기준 이외 지급되지 않으니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