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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정, 장소

1) 명칭 : 2012년도 추계학술발표 회

2) 주제 : 녹색건축의 보급 및 친환경설비기술

3) 일시,장소 : 2012년 10월 20일(토), 오전10:00 -17:00,  부산 동의 학교 공과 학

(10. 19(금) 친환경건축설계 공모전 전시회 오픈식 및 웰컴파티, 동의 국제관)

2.  행사내용 : 학술발표, 기획세션, 전시회, 임시총회

�학술 회 등록회비 : 50,000원 (학생 30,000원) 중식

�친환경건축설계공모전 전시회 오픈식 및 웰컴파티 : 10월 19일(금)

�기획세션 : 10월 20일(토)

�시 상 : 우수발표상 : 당일 구두 발표자 상으로 선정

3. 세부일정표

�10월 19일(금)

�10월20일(토)

사단
법인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2012년도 추계학술발표 회 및 임시총회

Korean Institute of Architectural Sustainable Environment and Building Systems

18:00-20:00 친환경건축설계 공모전 전시회 오픈식 및 웰컴파티(동의 학교 국제관)

10:00-10:30 등록(동의 공과 학)

10:30-10:50
개회식 및 축사(동의 공과 학)

( 개회사 : (사)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장 조민관 학회장, 
축 사 :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제종모 의원 ) 

10:50-12:00
기획세션(주제 : 녹색건축및 친환경설비기술)

1) 삼성물산 건설부분(이명준 리)  2) 림산업(박선효 박사) 

12:00-13:00 점 심

13:00-14:20 학술발표장 1-1 학술발표장 2-1 학술발표장 3-1 학술발표장 4-1

14:20-14:40 coffee break

14:40-16:00 학술발표장 1-2 학술발표장 2-2 학술발표장 3-2 학술발표장 4-2

16:20-17:00 임시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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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약도 (오시는 길)

�전시회

국제관 (효민갤러리) : 국제관 202호

�학술발표회

공과 학교 : 원형 강의실 - 127호 일반 강의실 - 117호, 118호, 119호, 120호, 121호

중교통안내 (가야캠퍼스)

지하철 -동의 (5번 출구)에서 교내 곳곳으로 운행하는 순환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1번출구

6번 순환버스, 9번 마을버스

�지하철 5번 출구 6-1번 순환버스

부산종합터미널(노포동)(소요시간 : 약 42분, 택시비 14,000원 정도)

�지하철(신평방면)승차 서면역에서 2호선으로 환승 동의 역 하차 동의 순환버스 승차

서부시외버스터미널(사상)(소요시간 : 약 20분, 택시비 6,000원 정도) 

�일반버스 31번,33번,59번,62번(가야로, 서면방면) 승차 동의 앞 하차, 

동의 순환버스 승차, 지하철 2호선 동의 역 하차, 동의 순환버스 승차

�김해국제공항(소요시간 : 약 48분, 택시비 11,000원 정도) 

�부산김해 경전철 승차(사상방면), 사상역에서 일반버스 61번,186번(가야로,서면방면) 환승, 

동의 앞 하차, 동의 순환버스 승차

�부산역/여객선 터미널(소요시간 : 약 20분, 택시비 7,000원 정도) 

일반버스 59번,61번(가야로방면)승차 가야1치안센터 앞 하차 동의 순환버스 승차

지하철 1호선 승차 서면역에서 2호선으로 환승 동의 역 하차 동의 순환버스 승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