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동계학술대회 참가자 안내문
2022년, 희망찬 새해가 시작 되었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한 한해가 되길 기원합
니다.
이번 동계학술대회에 참석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과 같이 학
술대회 참가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오니 꼭 확인하시어 참석 바랍니다.

◆일시: 2022년 1월 12일(수)-14일(금)
◆장소: 소노벨 비발디파크 D동(구 메이플동) 3층 그랜드볼룸Ⅰ,Ⅱ
[주소: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 262]

<세부 공지사항>
1. 학술대회 등록 안내
l 등록데스크 안내:
-장소: 비발디파크 D동(구 메이플동) 3층 그랜드볼룸Ⅰ,Ⅱ 로비
-운영 시간: 등록데스크는 아래의 일정으로 운영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2 (수) 13시-18시까지
1/13 (목) 9시-17시까지
1/14 (금) 9시-11시까지

l 등록 순서:
① 열체크
② 자가문진표 작성 후 제출 완료 페이지를 운영요원에게 확인 스티커 배부
③ QR체크인(카카오, 네이버, COOV를 통해 백신 접종 확인) 스티커 배부
*2차 백신 접종 후 14일 이후인 분들만 참여 가능
*미접종자는 행사일 기준 48시간 이내의 PCR 음성확인서로 대체 가능
④ 사전등록/현장등록 : 배포 자료(프로그램북, 할인쿠폰, 명찰(식권포함), 기념품) 수령
*현장 등록은 현장등록 사전예약자만 가능하시며, 현장 등록대에서 등록비/연회비를
결제합니다.
*12일 등록시간보다 일찍 도착하시는 분들을 위해 지하 1층에 위치한 영화관을 대기
장소로 사용할 예정이오니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도면안]

2. 숙소
l 체크인: 비발디파크 D동 3층 에메랄드홀에서 13시부터 체크인 가능
l 체크아웃: 11시까지 1층 프런트에서 진행

3. 포스터 발표 안내
l 포스터는 E-book을 통해 보실 수 있으며, 행사 기간에 제공해드리는 동계학술대회
프로그램북 앞내지에 위치한 QR코드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l 우수포스터상 시상: 포스터 발표 동영상 제출자 대상으로 우수포스터상 심사를 진행
하며, 1/14(금) 폐회식에서 우수포스터상 시상을 합니다.

4. ZOOM 중계
l 강연장 좌석수가 한정되어 있으며, 좌석 착석이 어려운 경우 ZOOM 실시간 중계를
통해 참여 부탁 부탁드립니다.
l ZOOM링크는 등록자에 한해 제공되며, 등록 시 기재해주신 이메일 주소로 발송된
ZOOM 링크 초대 이메일과 현장에서 제공해드리는 프로그램북 안의 QR코드를 통해서
만 접속이 가능합니다.

5. 식사
l 식권: 등록자 명찰 뒷면에 부착 (총 5장/이용날짜, 시간, 장소 표기 되어있음)
* 현금으로의 교환, 환불 및 재발행이 불가하며, 금액권 초과되는 메뉴 선택시 추가되
는 금액은 개인이 추가 지불하셔야 합니다. 식권은 이용가능 일정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6. 장비렌탈 및 리프트권 구매 할인 안내
l 학술대회 등록시 할인 쿠폰 제공 : 1장당 4인 할인 가능
l 스키 리프트 40%할인(전권종), 스키 리프트+렌탈 PKG 50%할인(전권종), 스노위랜
드 40%할인(주중만 가능)(해당 업체 사정상 할인율 변경될 수 있음)

7. 전시 부스 업체
-(주)바이오니아, 라이노바이오(주)
*많은 관심 및 방문 부탁드립니다.

8. 교통안내
<자가용 이용시>
http://www.daemyungresort.com/daemyung.vp.utill.09_03_01_01.ds/dmparse.dm

<시즌버스 & 시외버스>
http://www.daemyungresort.com/daemyung.vp.utill.09_03_02_01.ds/dmparse.dm

9. 주의사항
l 스키나 보드 이용시,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꼭 개인 보험을 가입하시고 이용하시
기 바랍니다.
l 코로나19 관련 유증상자, 발열증상 등이 있으신 분은 격리되어 학술대회에 참여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