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KC 2019 참가등록 안내 (재유럽과협회원)
일시: 2019년 7월 15일 (월) - 19일 (금)
장소: Teaching Center, Vienna University of Economics and Business

홈페이지: www.ekc2019.org
이 등록 안내는 EKC 2019 공동주최기관인 다음의 9개국 재유럽한국과학기술자협회의 회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VeKNI (Germany), KSEAUK (UK), ASCoF (France), KOSEAA (Austria), KOSES
(Finland), KSSEA (Sweden, Denmark, Norway), KOSEANL (Netherlands), KSEAS (Switzerland),
KOSEAbe (Belgium).

1. EKC 2019 등록을 위한 기본 정보
일정


초록등록: 2월 1일 - 4월 30일



조기등록: 3월 15일 - 5월 15일



일반등록: 3월 15일 - 6월 15일



Full paper 등록: 2월 1일 - 8월 31일

등록비


등록비는 EKC 2019 행사 참가, 프로그램 및 초록집, 이름표, 행사 중 식사 (점심 2회: 7
월17일 / 18일, 저녁 2회: 7월 17일 / 18일)를 포함합니다 (여행경비 및 숙박비 미포함).



행사기간 중 동반가족의 점심식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인 및 동반가족의 참가신청은 EKC 2019의 등록페이지http://registration.ekc2019.org/
에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등록

일반등록

(5 월 15 일까지)

(6 월 15 일까지)

일반회원

100 EUR

130 EUR

학생회원 (박사과정 포함)

50 EUR

80 EUR

구
등록비
Registration

과학교실
(선택)

분

과학교실 1 (12 세 이상)
과학교실 2
(12 세 미만 5 세 이상)

저녁식사
(선택)

7 월 17 일 (수) 저녁식사
7 월 18 일 (목) 저녁식사
1

50 EUR
30 EUR
동반가족 1인 10 EUR
6 세 이하 어린이 면제
Yes or no, 참석자 20 EUR
6 세 이하 어린이 면제

참가회원 지원비


EKC 2019 참석 회원 중 구두 및 포스터 발표에 참여하는 회원들께는 100 EUR 의 발표
비가 지원됩니다.



포스터 발표의 경우 우수 포스터 발표자를 선정하여 7월 18일 (목) 저녁 만찬에 우수 포
스터상을 시상할 예정입니다.

2. EKC2018 등록 절차 안내
STEP 1_회원등록
1) 유럽과협 회원은 소속과협을 통하여 EKC 2019 등록정보 및 소속 과협에서 지원하는 EKC
2019 참석경비 지원방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합니다.
2) EKC 2019 등록 페이지 http://registration.ekc2019.org/ 에서 계정을 생성하고, 절차에
따라 참가등록을 진행합니다. (“3. EKC 2019 등록 시스템 이용방법” 참조) 유럽과협
회원본인 및 동반가족의 등록옵션 (등록비, 식사비, 과학교실 참가비)을 선택하여 총
등록비 내역을 확인합니다.
3) 등록을 마친 회원들은 총 등록비 내역을 소속과협 계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각 과협
등록담당자께서는 회원분들께 과협의 계좌정보를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4) 등록비를 납부한 유럽과협 회원들은 소속과협 담당자와 협의하여 과협별 방침에 따라
등록 확인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STEP 2_각 과협 등록담당자의 등록승인
1) 등록회원의 소속과협 회원가입 여부, 소속과협 연회비 납부 및 기타 등록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각 과협의 EKC 2019 등록담당자가 등록을 승인하게 되며, 등록회원은 EKC
2019 등록 시스템에 접속하여 등록과 관련된 전반적인 진행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각 과협의 EKC 2019 등록담당자와 문의 메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속 과협

담당자

EKC 2018 등록 문의 메일

재독과협

안현섭

registration_vekni@ekc2019.org

재영과협

권재덕

registration_kseauk@ekc2019.org

프랑스과협

강명아

registration_ascof@ekc2019.org

재오과협

이하나

registration@ekc2019.org

네덜란드과협

이선미

registration_koseanl@ekc2019.org

스위스과협

이준승

registration_kseas@ekc2019.org

핀란드과협

문관경

registration_koses@ekc2019.org

스칸디나비아과협

김재오

registration_kssea@ekc2019.org

벨기에과협

신용훈

registration_koseabe@ekc2019.org

EKC 2019 등록총괄

이하나

registration@ekc2019.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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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_EKC 2019 등록 최종 승인
각 과협별 등록승인이 완료된 이후 최종적으로 EKC 2019 등록 관리자의 최종 승인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 때 회원들께 최종 등록승인 메일이 발송됩니다.

3. EKC 2019 등록 시스템 사용방법
STEP 1_등록 시스템 방문
EKC 2019 등록 페이지
(registration.ekc2019.org)에
방문하여 신규계정을 개설합니다.

STEP 2_계정 생성
계정 생성시 사용하시는 메일이
아이디로 지정되며, 비밀번호
지정과 더불어 필요한 정보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계정 개설시
Membership란에 소속 과협을
정확하게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Privacy Policy 에 동의를
해주시면 계정 생성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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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_등록 옵션 선택
로그인 후 메뉴에서 EKC 2019
등록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STEP 4_세부 옵션 선택
Guest Code를 발급받은 경우
이를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및 동반가족의 등록옵션
(등록비, 식사비, 과학교실
참가비)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STEP 5_등록 내역 확인
등록 완료 후 등록 시스템에서
등록승인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KC 2019 등록 시스템에 관련하여 자세한 설명은 EKC 2019 홈페이지의 Registration/SubmissionGuideline

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행사와

관련된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secretary@ekc2019.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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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은

EKC

2019

사무국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