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9차 총회 및 전주 발효식품.한상대회 참가 안내 

 
 

1. 변경 사항 안내 

 
행사 일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된 부분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확인 하시고 한국 방문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변경 전 변 경 후 

서울에서 단체로 전주로 출발(10월27일) 하

는 관광버스 출발 장소가 "코엑스 앞"에서 

"양재 역" 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별첨 자료 참조) 

전체 행사 일정 

"10월27일(일요일) ~ 11월3일(일요일)"  

 

10월27일(일요일) ~ 11월2일(토요일) 

까지 로 행사 일정이 단축 되었습니다. 

"여수방문 계획" 

(11월1일 ~ 11월3일) 

진안군 방문 

(11월1일~11월2일)으로 변경이 되었습니

다. 

 

 

2. 행사 일정 안내 

 
 전체 행사 일자: 2013년 10월27일(일요일)~11월2일(토요일) 

 

 방문 지 일정 : 10월27일(전주)--> 10월28일(순창)--> 10월29일(임실) 

             -->10월29일(광주)--> 11월1일(진안)--> 11월2일(서울도착) 

 

 세부 행사일정: 별첨 자료 참조 

 

 

3.  49차 총회 안내 

  
 날짜: 2013년 10월30일(수요일) 

 

 시간: 8:00 am ~ 12:00 pm 

 

 장소: 광주시 무등산 호텔 컨퍼런스 룸 

 

 숙박 장소가 다른 각 지역 협회 관계자는 행당시간까지 "무등산 관광 호텔" 에서 

개최 하는 49차 총회에 참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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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의 사항 

 

출발장소 3호선 양재 역 9번 출구    서초구민회관 앞  

출발시간 오전 8시 (출발 시간 엄수) 

호텔주소 전주 리베라 호텔 

비상시 연락처 허성칠(총연) : 010-3020-1967 

 
 10월27일 개별적으로 전주로 출발 하시는 회원께서는 총연에 미리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역 에서 전주로 출발 하는 시간을 꼭~~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로 출발 하는 예약을 하시고 약속 장소에 늦어지거나 불참 하시면 65명 이

상의 다른 회원들이 무작정 기다리는 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 지각. 또는 개별 적

으로 출발 하는 경우 "꼭" 총연 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5. 총연합회 한국 대표 연락처 

 
 허성칠 회장 ( 010-3020-1967)  

 

 10월16일 이후는 한국에서 위의 전화 번호로 총연으로 연락을 하실 수 있습니다. 

 

 6. 첨부 자료를 ~꼭~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자료를 재 확인 하시여 한국 방문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49차 총회에 참석 하는 회원은 현재 72명입니다. 

 

참가자 개인 에게 협회의 공지 내용을 개별적으로 전달 할 수 없음을 이해 하여 주시

기 바라며.각 지역 협회 관계자 께서 는 이번에 참가 하는 각 회원님들에게 총연합회

의 공문 내용을 전달 하여 한국 방문에 착오가 없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한국에서 행사가 열리는 만큼 현지 사정에 따라서 행사 일정이 수시로 변경 될 

수 있으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를 부탁 드리며. 49차 총회 행사 스케줄은  총연

합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www.kagro.org) 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5. 총연합회 한국 대표 연락처 

4. 서울-->전주 단체 출발 안내 

6. 별첨 자료를 ~꼭~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7. 참조 

 



별첨 자료

출발장소

출발시간

호텔주소

비상시 연락처

(2박3일)

비고 

8:00 ~ 12:00

12:00 ~ 13:00

13:00 ~ 14:00

14:00 ~ 15:00

15:00 ~ 16:00

15:00 ~ 16:00

16:00 ~ 17:00

17:00 ~ 18:30 (김경심 010-5626-4415)

18:30 ~ 19:00

27일

(일)

양재역 집합              

참관 

전주한옥마을 해설투어

저녁만찬장소 이동

3호선 양재역 9번출구    서초구민회관 앞
중식 - 함씨네 밥상 (발효건강뷔페) 함씨네밥상 063-212-2113

13:30~참관 

체험-고추장만들기,고추장피자,인절미

체험등

한옥마을 이동 전시팀 합류 이동

010-3888-3933

일  정 프로그램 참고사항

순창군 담당자 박영수 010-6888-3031

전부 발효 식품 참가 일정표

주요일정 10.27일(수)12시 ~ 29일(화) 오후2시

숙   박 27일 리베라 / 28일 순창

초청팀관계자 의전총괄 인솔자 

김산영 최미진 

010-6778-4634

10월27일 단체로 전주 출발 하시는 회원들은 출발장소.시간을 참조 하시기바랍니다.

3호선 양재역 9번출구    서초구민회관 앞

오전 8시 (출발 시간 엄수)

전주 리베라 호텔

허성칠(총연) : 010-3020-1967



19:00 ~ 한벽루 280-7003

8:00 ~ 9:00

9:00 ~ 10:00

10:00 ~ 11:00

11:00 ~ 12:00

12:00 ~ 13:00

13:00 ~ 14:00

14:00 ~ 15:00

15:00 ~ 16:00

16:00 ~ 16:30

16:30 ~ 18:00 김영임(650-5432)

18:00 ~ 19:00

19:00 ~

8:00 ~ 9:00

9:00 ~ 10:00    임실군 이동

10:00 ~ 11:00

11:00 ~ 12:00

12:00 ~ 13:00

13:00 ~ 14:00

29일 (화요일)

8:00 ~ 12:00

13:00 ~ 이후

31일(목요일) 8:00 ~ 이후

1일(금요일) 8:00 ~

2일(토요일) 8:00 ~ 진안근처 관광후 서울로 이동 후 해산

제49차 총회가 무등산 관광호델 컴퍼런스 룸에서 개최 됩니다.

제12차 한상대회 스케즐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30일(수요일)

제13차 한상대회 스케즐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진안으로 출발  / 진안홍삼제품설명 / 제품개발요청받은시제품평가/군방문 / 스파

체험등

행사 일정이 ,변동 될수 있음

제12차 한상대회 스케즐 (www.hansang.net)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010-2999-0966

임실 중식

광주로 이동

숙박 - 순창 장류체험관   18실예약 김용식(653-9915)

29일

(화)

호텔조식

   임실군 시찰 및

   임실치즈요리

조은정

강천사 OKTA 10명 합류 이동

중식 순창군 대궁

체험-장류 체험

석식 - 한벽루

28일

(월)

조식 - 동문원

순창군 기업시찰 

석식 - 고궁 (비빔밥)

순창군청 이동

순창시찰



제12차  한상대회 프로프램 안내



위의 행사 일정표는 현지 사정에 따라서 변경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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