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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국품질재단 대표

 ◆  초대의 말씀

최고경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21회 최고경영자 New Summer Forum은 ‘포스트코로나, 미래사회의 위대한 재편과 새로운 도약!’ 이라는 대주제로 

경영자 여러분을 찾아 뵙습니다.

 

코로나 19 팬데믹이 시작된지 1년여 만에 세상은 급속도로 변화되었습니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는 2021년 어젠다로 위대한 재편(the great reset)을 선정하고, 미래사회를 위하여 글로벌 경제 

시스템의 대재편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최근에 큰 이슈로 떠오른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뜻하는 ESG도 그 일환일 것입니다. 

이에 한국품질재단에서는 위대한 재편에서의 기업 영향과 전략 방향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본 포럼은 다른 업종 및 영역과의 연결이 중요한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 다양한 기업의 경영자, 전문가와 네트워킹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변혁의 방향을 읽고, 기업 전략을 점검해 보시고, 아울러 아름다운 섬 제주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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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프로그램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있습니다 .

초청연사강연주제일자 시간

-13:00

14:00-15:40

15:40-15:50

15:50-16:00

16:00-16:40

16:40-17:00

17:00-18:20

18:20-19:20

19:20-21:20

8월 4일
수요일

1일차

김포 (부산/대구/광주/청주) → 제주

등록 / Check in

행사 일정 안내

[정기승] 한국품질재단 이사장

Coffee Break

[신진영] 기업지배구조원 원장

            연세대학교 교수

[이기권] 전 고용노동부 장관

            김앤장 고문

Break Time

8월 5일
목요일

2일차

06:00-08:30

08:30-09:40

09:40-09:50

09:50-11:10

11:10-

조식

Coffee Break

[장석권]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명예교수

            (공학한림원 산업미래전략위원장)

[김주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개회사

◆ 주제강연

    ESG 경영시대, 전략패러다임 대전환

◆ 기조강연

    일을 통해 행복하기 위한 길: 미래 일자리와 세대간 상생

◆ 환영 만찬 및 인사 교류회 (공연)

◆ 주제강연

    기업 경계를 파괴하고 리셋하라!

◆ 건강강연

    재미있는 내 유전자 이야기와 자율형 의료 인공지능

◆ 자유선택 프로그램Ⅰ진행

    (골프 : 엘리시안CC / 관광)

8월 6일
금요일

3일차

06:00-08:30

08:30-09:40

09:40-09:50

09:50-10:50

10:50-10:55

10:55-11:10

11:10-

Coffee Break

Check out

[정유신] 서강대학교 교수

            핀테크지원센터장

[송지영] 한국품질재단 대표

조식

◆ 주제강연

    디지털 금융, 금융과 생활을 바꾸다.

[이병욱] 전 환경부 차관

            세종대학교 교수

◆ 폐막강연

    必환경시대, 기업생존전략

◆ 폐회사

◆ 자유선택 프로그램Ⅱ진행

    (골프 : 엘리시안CC / 관광)



05 | 포스트코로나, 미래사회의 위대한 재편과 새로운 도약!

16:00-16:40      기조강연

17:00-18:20      주제강연

 ◆  강 연

ESG 경영시대,

전략패러다임 대전환

신진영  원장
기업지배구조원 원장
연세대학교 교수

2019.6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원장

2019.4 ~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설립검토위원회 위원장

2018.7 ~ 코스닥 공시위원회 위원장

2017.4 ~ 2020.5 금융감독원 자문위원

2014.6 ~ 2019.6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사외이사

2012.4 ~ 2019.5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위원회 위원장

2002.9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1999.9 ~ 2002.8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부교수

◆ 경력사항

1993. 경영학 박사, Tepper School of Business, 

        Carnegie Mellon University, Ph.D. in Finance

1990. 경영학 석사, Tepper School of Business, 

        Carnegie Mellon University, M.S. in Finance 

1987. 경제학 석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1985. 경제학 학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 학력사항

2019.3 ~ 2020.2 한국증권학회 회장 

2017.6 ~ 2018.6 한국금융학회 부회장

2015.3 ~ 2017.1 금융연구 수석편집위원장 

◆ 학계활동

ESG 경영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기업의 비재무적 요인을 포괄적으로 

경영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CSR과는 달리 기업의 지속가능경영과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은 환경 이슈를 무역장벽 구축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차원에서 분산투자를 하는 대형 기관투자가는 기후변화와 같은 

전지구적 환경문제에 기업에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ESG경영을 서둘러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에 ESG 평가 및 투자, 국내외 기업의 ESG 대응 동향을 분석하고, ESG 경영의 

과제와 향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21. 08. 04(수) DAY1, Program

일을 통해 행복하기 위한 길: 

미래 일자리와 세대간 상생

이기권  전 장관
전 고용노동부장관
김앤장 고문

2005. 중앙대학교 대학원 정책학 행정학박사

2003.6 ~ 2004.6 Michigan State University 

                          노사관계대학원 연수

1994.3 ~ 1994.9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통일 독일 노동시장연구"

1983.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1981.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1977. 광주고등학교 졸업 

◆ 학력사항

2020.8 ~ 김앤장 고문  

2018.3 ~ 2021.2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초빙교수

2014.7 ~ 2017.7 고용노동부장관

2012.8 ~ 2014.7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

2011.6 ~ 2012.6 고용노동부 차관

2011.3 ~ 2011.6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

2010.8 ~ 2011.3 대통령실 고용노사비서관

2009.5 ~ 201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2004.8 ~ 2009.5 감사관, 고용정책관, 근로기준국장

1982.3 ~ 2003.7 청와대행정관, 총무과장, 노사정위 운영국장 

1981.9 제25회 행정고시 합격

◆ 경력사항

2015. 동아일보 장관평가 1위

2014. 한국을 빛낸 창조 경영 인재경영부문 대상

2013.2014.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인재경영부문

2013. 홍조근정 훈장

1991. 걸프전 철수 유공 근정포장

◆ 주요수상내역

대한민국은 3050클럽에 가입한 세계7대 국가이다. 그러나 우리 아들딸들은 세계 어느 

국가의 청년들에 비해 가장 절망적이다. 이유는 무엇일까? 

일자리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일자리는 개개인의 행복의 중심요소이다.

IMF직전까지만 해도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가 구직자들에 비해 많았으나, 지금은 

공급이 수요에 비해 약 400만개 정도 부족하다. 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조업이 

해외로 나갈까? 우리나라의 경우 성장의 일자리 창출 탄력성(고용탄성치)이 선진국에 

비해 낮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팬데믹 이후 더욱 빠르게 4차산업혁명은 각 국가간 

양질의 일자리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이 첨단 제조업 유치를 위해 몸부림

치는 모습에서 우리는 길을 알 수 있다. 생물학자 린 마글리스는 "점진적 발전은 경쟁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대변혁은 협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했다. 우리세대 경제주체가 

서로 진정한 양보를 통해 현재의 노동시장제도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미래 

대전환의 시기에 맞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우리 아들딸들에게 일자리 희망을 주는 길은 

무엇일까? "부모님은 가난하였지만 나는 고등교육을 받았고 꿈을 이룰 수 있으니 나는 

금수저이다"라고 강조한 미국의 전설적인 대학 미식축구 코치 Lou Holthz의 연설이 

가난한 우리 청년들에게 공감 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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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영만찬

19:20 ~ 21:20 라마다볼룸

쪽빛 제주바다에서 호화 유람선을 타고 있는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탁 트인 볼룸로비와 연회장에서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이 자랑하는 특급 뷔페식과 

함께 세미나 참가자 전원이 즐기는 특별한 제주도의 

푸른 밤을 만들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2021



07 | 포스트코로나, 미래사회의 위대한 재편과 새로운 도약!

08:30-09:40      주제강연

장석권  교수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명예교수
한국공학한림원 산업미래전략위원장

09:50-11:10      건강강연

 ◆  강 연2021. 08. 05(목) DAY2, Program

기업 경계를

파괴하고 리셋하라!

재미있는 내 유전자 이야기와

자율형 의료 인공지능 

시장의 경계는 물론 기업의 경계조차 불분명해지고 있는 지금, 과연 기업은 

미래세상에서 자신의 영역을 안전하게 방어할 수 있을까?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변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자만이 살아 남는다“는 

적자생존의 원리는 여전히 유효하다. 

글로벌 산업생태계가 송두리째 리셋되는 미래 세상에서 기업은 과연 자신을 

어떻게 리셋해야 할 것인가?

2021. ~ KAIST 경영대학 초빙석학교수

1984. ~ 2020.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2014. ~ 2018. 한양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장/경영대학학장

2014. ~ 2017. 정부3.0위워회 추진위원, 클라우드전문위원장

2014. ~ 2015. 한국경영과학회장

2013. ~ 2015.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

2011. ~ 2014. 클라우드서비스정책연구센터장

2010. ~ 2013.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2010. ~ 2011. 정보통신정책학회장

2009. ~ 2012. 미래네트워크포럼 비전정책위원회 위원장

2008. ~ 2009. 세계경제포럼 글로벌아젠다카운슬 멤버

2006. ~ 2008.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

2000. ~ 2001.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방문교수

◆ 경력사항

1984. 한국과학기술원 경영과학 박사

1981. 한국과학기술원 산업공학 석사

1979.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산업공학 학사

◆ 학력사항

2020. 미래자본전쟁

2018. 데이터를 철학하다

2005. 디지털컨버전스전략

2002. 인터넷산업분석

◆ 주요저서
2020. 녹조근정훈장

2008. 한국IT서비스학회 

        연구부문 공로상

2006. 백남학술상

2006. 백남학술상

1996. 정보통신부 장관표창

◆ 수상내역

기술발전으로 우리는 자신의 설계도인 DNA를 엿본 최초의 인류가 될 운명이다. 

10년 전 내 유전자를 분석한 경험으로 나 자신을 알게 되고 실리콘벨리 창업까지 했다. 

이제 스마트폰에 내 모든 의료기록과 유전자 정보까지 담아 블록체인으로 관리하며 

인공지능이 나를 돌보는 플랫폼을 소개한다.

김주한  교수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정신과 전문의  
시스템 바이오 정보의학 국가핵심연구센터 소장
서울의대 교수

2015. ~ 2016. 한국생명정보학회 회장,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2013. ~ 2014. 한의료정보학회 이사장 

2001. ~ 2004. 서울대학교의과대학 의료정보학 조교수

2000. ~ 2001. 미국 하버드의대 생명의료정보학 전임강사

◆ 경력사항

2001. 미국 메사츄세츠공대 M.I.T. 공학석사

1998.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원 의학박사

1995.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원 의학석사

1988.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사

◆ 학력사항



2021

포스트코로나, 미래사회의 위대한 재편과 새로운 도약! | 08

제주의 자연과 함께하는 스타일리쉬 골프리조트, 엘리시안 제주CC

한라산과 제주 바다를 배경으로 드넓은 초원에 자리 잡은 엘리시안 제주 

컨트리클럽은 빼어난 자연 경관과 함께 코스 설계, 건축 설계, 조경 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은 물론 전시되어 있는 조각품 하나하나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설계가들과 작가들의 예술혼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8/5(목) 한국품질재단 이사장 주최 골프대회 / 엘리시안CC

*참가비 30만원/회 (그린피, 카트비, 캐디피 및 중식, 석식비 포함, 단 그늘집 비용 별도)

 ◆  자유선택  프로그램 ｜ 골프

8/5(목) 오전 / 참가대상 : 만 5세~

*포럼기간 중 1회/1인 무료 (추가 4만원/인)
*선착순 마감

*전 일정 중식 포함

 ◆  Family Session

8/5(목)

A코스(사진예술투어)

몬딱 → 용머리해안 → 서귀다원 → 호텔

국내최초 스마트폰 사진작가와 함께하는 스마트폰 사진 여행

제주자연의 신비로움을 더 예쁘게 추억하는 힐링투어

B코스(문화힐링투어)

수월봉 지질트레일 → 환상숲 곶자왈 공원 → 족욕&티타임 → 호텔

걸으면 더 많이 보이는 화산섬 제주, 족욕과 티타임의 여유로 힐링까지 누리는 문화체험

 ◆  자유선택  프로그램 ｜ 관광

사단법인 몬딱

김민수 작가

    우천시 대체 프로그램

A,B코스        아르떼뮤지엄 → 본태박물관 → 유명카페 → 호텔

제주를 대표하는 미술관과 박물관을 방문하여 미디어 전시, 건축예술로 경험하는 교양ㆍ힐링투어

스칸디아모스 액자 만들기

노르웨이 스칸디아반도에서만 자라는 천연 이끼 공기정화, 

탈취기능, 소음 흡수에 탁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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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연2021. 08. 06(금) DAY3, Program

09:50-10:50      폐막강연

08:30-09:40      주제강연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산업구조가 급속하게 비대면, 디지털화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금융의 디지털화는 특히 빠르다. 작년 오픈뱅킹, 데이터거래소 개소에 

이어 올해 들어선 데이터 경제 시대 진입 이후 최초의 융합 신산업이라 

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개시했다. 

그동안 ‘규제산업의 대명사’였던 금융산업이 왜 이렇게 빠른 변화를 보이는 걸까? 

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해 플랫폼으로 바뀌고 있는 금융산업에 향후 어떤 변화를 

예상할 수 있을까?

현재 금융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혁명, 금융과 비금융이 융합하는 금융의 미래를 

소개한다.

디지털 금융,

금융과 생활을 바꾸다

서강대학교 기술경영대학원장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
중국자본시장 연구회 회장

정유신 교수

2011. ~ 2014.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

2008. ~ 2011.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대표이사

2004. ~ 2008. 신한금융투자 부사장

1999. ~ 2003. 대우증권 IB본부장

1985. ~ 1999. 대우경제연구소

◆ 경력사항

2018. 중국이 이긴다

2015. 핀테크, 기회를 잡아라

◆ 주요저서

◆ 학력사항

2013. 중국 인민대학교 재정금융학원 경영학 석사

2010. 경기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2009.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부동산학 석사

1997.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스쿨 경영학 석사

1993.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 석사

1983.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COVID-19와 함께 ESG 경영의 대유행에 대응하려는 기업경영자들의 발걸음이 

무척 빨라지고 있다. 금융권의 움직임도 이에 못지않게 분주하다. 

환경·사회·지배구조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긴박감 

속에서, 특히 답이 잘 보이지 않는 환경문제는 기업경영에 엄청난 도전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기업의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경영 전략과 그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必환경시대, 기업생존전략
(현)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현) 한국품질재단 이사

환경부 차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초대원장

LG환경연구원 원장

포스코경영연구소 경영연구센터장

한국환경정책학회/한국환경경영학회 회장

◆ 경력사항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영학사)

KAIST 산업공학과 졸업 (공학석사)

영국 Manchester Business School 졸업 

(경영학박사, 환경경영 전공)

◆ 학력사항

2014. 10 캄보디아 정부 공로상

2012. 6 황조근정훈장

◆ 수상사항

2000 주가를 높이는 환경경영

2015 환경경영의 이해

1997 환경경영론

◆ 주요저서

전 환경부차관
세종대학교 교수

이병욱 교수



2021

포스트코로나, 미래사회의 위대한 재편과 새로운 도약! | 10

8/6(금) 자유 친선골프 / 엘리시안CC

제주의 자연과 함께하는 스타일리쉬 골프리조트, 엘리시안 제주CC

한라산과 제주 바다를 배경으로 드넓은 초원에 자리 잡은 엘리시안 제주 

컨트리클럽은 빼어난 자연 경관과 함께 코스 설계, 건축 설계, 조경 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은 물론 전시되어 있는 조각품 하나하나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설계가들과 작가들의 예술혼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참가비 30만원/회 (그린피, 카트비, 캐디피 및 중식, 석식비 포함, 단 그늘집 비용 별도)

 ◆  자유선택  프로그램  ll  골프

*포럼기간 중 1회/1인 무료 (추가 4만원/인)

*전 일정 중식 포함

8/6(금) 오전 / 참가대상 : 만 4세~

쿠킹클래스

호텔 최고급 셰프와 함께 요리를 직접 만들고 맛보는 시간

 ◆   Family Session

8/6(금)

 ◆  자유선택  프로그램  ll  관광

C코스(핫플레이스투어)

9.81파크 → 포도호텔 → 유명카페 → 제주공항

요즘 제주도의 트렌드는 무엇일까? 

제주도 여행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핫플레이스를 찾아가는 신개념 투어

D코스(패밀리핫스팟투어)

제주레일바이크 → 안돌오름 비밀의숲 → 월정리카페 → 제주공항

가족과 함께하면 기쁨이 두 배로 되는 제주의 핫스팟 제주의 자연을 만끽하며 인생사진도 남기는 오감만족 체험투어

    우천시 대체 프로그램

C,D코스        만장굴 → 해녀박물관 → 족욕체험 → 제주공항

제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자연과 역사, 비오는 제주일지라도 하루를 알차게 보낼 수 있는 힐링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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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4일(수) ~ 8월 6일(금), 2박 3일간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기업, 기관의 최고경영자 및 임원과 동반가족

객실 및 조식 포함 280만원 (동반가족 1인 포함) / 250만원 (숙식 불포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탑동로 66 (삼도2동) T. 064-729-8100

*참가비에는 참가자와 동반가족 1인의 1일차 중식 및 환영 만찬, 포럼참가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 항공료 및 자유선택 프로그램 비용은 별도. 개인 부담 또는 참가비와 함께 일괄 계산서 발급 가능)

*세미나에 동반가족 1인 외 추가 참가 시, 30만원/인 추가됩니다. 

*KFQ멤버십 프리미엄 이상 회원 등급일 경우, 참가비는 연회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 발생 금액만 청구됩니다.

*7월 13일(화) 참가신청 접수 마감 후 취소 시에는 50만원 공제 후 환불

*7월 28일(수) 이후 취소시 100만원 공제 후 환불

*사전 연락 없이 당일 불참 또는 항공 미탑승 한 경우에는 100% 공제

*선택프로그램 별 취소 수수료 별도

*취소시 행사 종료 후인 8월 16일(월) 이후 환불해 드립니다.

신청서 작성 후 팩스 (02-2025-9059) 또는 이메일(kfqceo@kfq.or.kr)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비 (참가비+항공료+자유선택프로그램(골프/관광) + 연장숙박 + 숙박업그레이드 + Family Session 추가비)는

 아래 계좌로 7월 16일(금)까지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럼 참가비, 항공료 및 기타 비용 일괄 계산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항공 취소 및 예약 변경 시, 여행사로 직접 문의 부탁드립니다.

*본 행사는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운영 방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358-810132-08805   |    예금주 (재)한국품질재단

*타은행으로 입금을 원하실 경우 사무국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참가안내

개최기간

2021년 7월 12일(월)

*항공 및 숙박 예약 관계로 반드시 신청마감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마감

참가신청

개최장소

참가대상

참가비

①등록 ②입금 ③계산서 ④등록완료

팩스 or
이메일 신청

01
청구내역서
확인 후
계좌 입금

02
계산서 수령

03
등록완료

04

*항공 예약 및 관련 문의는 여행사로 직접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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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은 주최 측에서 임의로 배정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보조 침대 또는 침구를 추가하시는 경우, 사용요금은 개별 부담입니다. (44,000원 실/박)

*호텔 체크인은 14시 이후에 가능하오니, 일찍 도착하시는 분들은 사무국에 짐을 보관하시고,

 점심 식사 후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극성수기라 객실준비가 늦어질 수 있음을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단체예약 관계로 아래 지정된 항공편을 최대한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항공일정 및 요금

문의 및 접수 지정예매처 ㈜티엔제주
담당자 강희순 본부장  Tel : 064-747-4440    Fax : 064-747-4451    E-mail : webmaster@tnjeju.com

◆  항공안내

1. 상기 항공료는 일반석(Economy) 기준으로 유류할증료와 공항이용료 및 발권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2. 발권 시점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변할 수 있습니다. 출발일 전월 10일 전후로 고시됩니다.

3. 항공사의 항공스케쥴 조정으로 항공편명 및 시간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4. 출발편과 귀경편은 가급적 일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5. 출발 및 귀가 일정을 변경할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6. 좌석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신청 접수순으로 마감됩니다.(개인별 항공권 예매도 가능합니다. 단, 개별 예매시 주최측에 일정 공유 부탁드립니다.)

7. 비지니스석을 원하실 경우,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비지니석은 경로,소아 할인 없음)

8. 항공료의 소아기준은 만 12세까지이고, 경로기준은 만 65세 이상입니다.(만 24개월 미만의 유아는 항공료가 없습니다.)

9. 주민등록증과 같은 한글 이름으로 예약해야 하며, 외국인 혹은 영문이름의 경우 여권의 영문으로 예약해야 합니다.(네임변경은 불가하며 취소 후 다시 발권 해야함.)

10. 환불시, 대한항공 6,000원 / 아시아나항공 4,000원의 수수료가 공제됩니다.

11. 장애복지, 국가유공자 등 개별할인은 신청서 접수시 별도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구간
08월 04일(수)

편명 성인 경로 소아

251,400 228,000 189,000

251,400 228,000 189,000

KE1274 20:20 21:30

KE1268

지역 출발시간 제주 도착시간 지역 출발시간 지역 도착시간

08월 06일(금)

편명

요금 안내

KE1266 19:05 20:15KE1223 11:00 12:10

KE1225 11:20 11:20

KE1227 11:50 13:00

251,400 228,000 189,000KE1231 12:40 13:50

OZ8992 20:20 21:30 257,400 233,400 198,400OZ8943 11:50 13:05

19:30 20:40
서울(김포) ↔ 제주

KE1032 19:20 20:20 197,400 179,400 148,400KE1007 10:20 11:20부산(김해) ↔ 제주

OZ8236 20:35 21:40 227,400 206,400 170,900OZ8233 12:50 14:00청주 ↔ 제주

OZ8184 17:45 18:40 181,400 165,000 136,400OZ8141 09:55 10:45광주 ↔ 제주

OZ8128 17:25 18:30 221,400 201,000 166,400OZ8121 09:30 10:30대구 ↔ 제주

*세미나 종료 후 연장 숙박을 원하실 경우엔,

 참가신청 시 주최 측에 신청하셔야 특별할인요금(25만원)으로

 적용됩니다.

*연장숙박 시 조식권도 사전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23,000원 / 만 4~12세 13,000원)

*객실 Upgrade는 객실 별 선착순 마감합니다. 객실 Upgrade 연장숙박 안내

추가비용 (원/박)

-

50,000

50,000

100,000 

100,000 

구분

스탠다드 트윈 (한라산전망)

스탠다드 트윈 (바다 전망)

온돌 더블 (바다 전망)

패밀리 트윈 (측면 바다 전망)

키즈스위트 (바다전망)

◆  호텔숙박안내

숙박안내

셔틀버스 안내 제주 공항 ↔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무료 셔틀버스 운행

제주공항 청사 앞의 B-1 대형버스 주차장에서 항공기 도착시간에 맞춰 대기 중인 

버스를 탑승하시어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이동시간 약 15분)

문의 및 접수 2021 최고경영자 제주 New Summer Forum 사무국

Tel : 02-2025-9161~2    Fax : 02-2025-9059    E-mail : kfqceo@kfq.or.kr
행사 차량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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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 매일 저녁 18:00 ~ 21:40 (월요일 제외)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의 저녁은 언제나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이

함께합니다. 높은 층고의 로비에서 은은하게 울리는 음악은

여행지에서의 추억을 선물합니다. 

어린이용 풀장을 갖춘 실내수영장은 푸른 바다의 품에 안기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켜 줍니다. 핀란드식(건식) 사우나를 비롯해 생체리듬에 적합한 마사지실과

넓고 쾌적한 휴게시설을 갖춘 사우나장, 최신형 체성분 분석기를 도입하여

건강상담 및 운동처방을 해드리며 최신의 운동기구를 갖춘 헬스장에서는

제주시내와 푸른 바다를 내려다보며 트레이닝을 할 수 있습니다. 

*위치: 5층    *무료 입장권 2인 (1회 제공) / 1인 추가 11,000원
*이용시간: 실내수영장 06:00~21:00｜헬스 06:00~21:00｜실외수영장 10:00~19:00
*유료 대여품목: 운동화, 수영복, 수모, 구명조끼 각 5,000원, 수경 3,000원 (부가세포함)

피아노 선율이 흐르는 로비 

루프탑 실외수영장에서는 제주 바다와 맞닿은 하늘을 바라보며,

시간이 멈춘 듯한 아름다운 여름 휴식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풀사이드바에선 수영하며 즐길 수 있는 시원한 음료와 푸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바다 풍경 실외수영장

호텔 ↔ 함덕해수욕장 무료 셔틀 상시 운행

함덕해수욕장스포츠센터

◆  호텔 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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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을 이용하실 참가자께서는 사전에 반드시 세미나 주최 측에 예약하셔야 라운딩이 가능하오니 참가신청서 표기란에

 정확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 참가비에는 그린피, 카트비, 캐디피, 식사 비용(중식,석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늘집 비용은 개별부담입니다.

*골프 참가비는 포럼 참가비와 함께 사무국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라운딩 4일전 취소 시 참가비 50%, 해당일 취소 시에는 참가비의 100% 차감합니다.

◆  골프안내◆  골프안내

8월 5일(목)
한국품질재단 이사장 주최 골프대회

(후원 : 뱅골프코리아)
엘리시안CC

30만원
(1인 기준)

8월 6일(금)
(후원 : 뱅골프코리아)
자유 친선골프

엘리시안CC
30만원
(1인 기준)

일자 장소 참가비프로그램

◆  관광 / 렌터카문의

관광코스 문의 지정예매처 ㈜티엔제주
담당자 김지율 팀장 Tel : 064-747-4440    Fax : 064-747-4451    E-mail : webmaster@tnjeju.com

렌터카 문의 ㈜티엔제주로 개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문주영 주임 Tel : 064-747-4440    Fax : 064-747-4451    E-mail : webmaster@tnjeju.com

2021

* 10인 이상 참여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 프로그램 1개 당 15인승 쏠라티 1대 배차기준 요금입니다. (10인 기준)

* 개별 간식이 세팅되어 참가자분들에게 제공되며, 생수 및 물수건 등이 지급됩니다.

* 일부 프로그램은 적은 량의 우천시에도 가능하며 방문장소만 변경됩니다.

* 관광 당일 취소시에는 100% 차감합니다.

◆  관광안내

일자 코스 구분 프로그램 일정 (전 일정 중식 포함)
참가비

성인 청소년 어린이

8월 5일
(목)

8월 6일
(금)

A코스
(사진예술
투어)

B코스
(자연문화
투어)

C코스
(핫플레이스
투어)

D코스
(패밀리핫스팟
투어)

문화
힐링

164,400원 154,000원 154,000원

문화
힐링

117,000원 108,000원 108,000원

우천시 A, B 코스 대체 프로그램 : 아르떼뮤지엄 → 본태박물관 → 유명카페 → 호텔

우천시 C, D 코스 대체 프로그램 : 만장굴 → 해녀박물관 → 족욕체험 → 제주공항

체험 161,000원 145,000원 145,000원

체험

몬딱 → 용머리해안 → 서귀다원 → 호텔

수월봉 지질트레일 → 환상숲 곶자왈 공원 
→ 족욕&티타임 → 호텔

9.81파크 → 포도호텔 → 유명카페 → 제주공항

제주레일바이크 → 안돌오름 비밀의숲 
→ 월정리카페 → 제주공항

119,000원 105,000원 105,000원



“신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영품질 문화를

선도하여 이해관계자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한국품질재단은 2001년부터 최고경영자 New Summer Forum을 통해

경영자여러분을 만나고 함께 지혜를 나눠 왔습니다.  

고객이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든든한 파트너로서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15 | 포스트코로나, 미래사회의 위대한 재편과 새로운 도약!



Since 2001Since 2001

포스트코로나, 미래사회의 위대한 재편과 새로운 도약! | 16

Since 2001Since 2001

2021











솔리체





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