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KC 2016 참가신청 안내 (벨기에 과협 회원 대상) 
 

벨기에 과협 회원 대상 EKC2016 참석 지원을 위해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사일시: 2016 년 7 월 27 일 (수) – 30 일 (토) 

o 개회식: 2016 년 7 월 27 일 (수) 17 시 

o 폐회식: 2016 년 7 월 29 일 (금) 18 시 

 

 참가비 

구분 
조기등록 

(5월 30일까지) 

일반등록 

(6월 25일까지) 

등록비 

Registration 

일반과협회원 

(학생의 경우 박사과정 재학이상) 
60 EUR 100 EUR 

학생과협회원 

(석사과정 재학이하) 
30 EUR 50 EUR 

부부회원할인 

추가등록비* 

2nd participant 

일반과협회원 

(학생의 경우 박사과정 재학이상) 
30 EUR 50 EUR 

학생과협회원 

(석사과정 재학이하) 
15 EUR 25 EUR 

선택 

Option 

과학교실 (12세 이상 청소년 대상) 

(I-DREAM 적정기술캠프) 

학생 1인당 

10 EUR 

학생 1인당 

10 EUR 

투어프로그램 

(동반가족에 한함, 회원참여불가) 

EKC 2016 

홈페이지 참조 

EKC 2016 

홈페이지 참조 

Energy & Environment 
Site Visit Programme 

EKC 2016 

홈페이지 참조 

EKC 2016 

홈페이지 참조 

* 부부회원 할인추가등록비는 부부가 모두 과협회원인 경우 두 번째 등록자(즉, 과협회원인 배우자)가 

행사에 참석하고자 하는 경우로 50% 할인율 적용함. 등록시스템에 “2nd Participant” 라고 표기하며 참석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입력해야 함. 동반인 (accompanying person)과는 다르며, 행사참가자의 모든 혜택을 

받음. 

o 포함내역 

 Registration 

 점심 2 회: 29, 29 일 (동반가족 제외) 

 Banquets 2 회: 27, 29 일 (28 일 저녁은 자유시간으로 저녁 제공 안 됨) 

 Coffee Breaks 

o 불포함 내역 

 숙박료 

                         



 교통비: 왕복기준 약 20 유로 

 

 환불정책 

o 5 월 30 일 이전: 100% 환불 

o 5 월 30 일 이후: 환불 불가 

 벨기에 과협 지원액 

o 벨기에 과협 지원액 정보 타 과협에 발설 금지 (꼭 지켜주세요) 

o 지원금은 행사 이후 정산 

o 참석자 5 명 이내일 경우: 최대 300 유로/회원 – 실비기준 

o 참석자 5 명 이상일 경우: 인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최소 150 유로/회원) 

 예시 (5 월 30 일 전 등록 기준, 옵션 무, 벨기에 과협 5 인 이내 참석 경우) 

항목 
일반과협회원 

(1 인) 

학생과협회원 

1 인실 방 공유 발표자, 1 인실 

등록비(€) 60 30 30 30 

항공교통비(€) 20 20 20 20 

현지교통비 (€) 50 50 50 50 

숙박비 (3 박, €) 237 (79*3) 237 (79*3) 
147 (98/2*3), 

방 공유 
237 

발표비 0 0 0 -80 

소계 (€) 367 337 247 257 

실비(€) 67 37 0 0 

 

참가비 등록 안내 

참가자 벨기에 과협 담당자 

1. 참가의사 메일 송부* 및 참가비 송금** 2. POM code 발송 

3. EKC 2016 홈페이지에 온라인 등록, 

접수완료 메일 수령 

4. 참가비 EKC 계좌로 일괄 송금 

5. EKC 2016 참석 6. 지원금 송금 (행사 종료 후 7 일 안) 

 

*참가내역 및 송금증명서를 벨기에 과협 담당자에게 발송 (tgon.kim@gmail.com or 

registration_koseabe@ekc2016.org)  

**참가비 

a. 참가비: Registration 비용과 옵션 비용 합계 

b. 호텔은 각자가 따로 예약 해야 함 

mailto:tgon.kim@gmail.com
mailto:registration_koseabe@ekc2016.org


c. 송금처: KIM-PARK, BE25 0015 6456 9782 

d. 벨기에 과협 총무 계좌로 송금송금시 ‘EKC 2016 Registration’과 ‘등록자의 이름과 

소속’을 표기 (예: EKC 2016 registration, Gildong Hong, OOO University) 

 

포스터 논문접수 

 논문 접수: 논문을 발표하고자 하는 회원은 EKC 2016 홈페이지의 안내문(Call for 

Papers)을 참고 

 초록접수기한: 6 월 5 일까지 

 해택: 발표자께 80 EUR 의 발표비를 지급 

(발표비는 숙박비를 보조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표자는 지정 발표 시간에 발표 자리를 

지켜는 것을 지급 기준으로함). 

 우수논문은 포스터 발표 중에서 선정하여 시상할 예정입니다. 

 포스터 발표를 Job fair 와 연계하여 운영하니, 한국의 기업체, 연구기관 등과의 컨택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논문초록 양식에 자유로운 형태로 CV 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