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KC2019 Registration
재영과협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는 7월 재오스트리아과협의 주관으로 비엔나에서 EKC (EuropeKorea Conference on Science and Technology) 2019를 개최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EKC 2019에 참가하시는 회원분들께서는 아래의 안내에 따라 등록을 진행해주
시기 바랍니다.

참가안내
•

EKC 2019의 일정 및 프로그램, 세부사항은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www.ekc2019.org)

일정
•
•
•
•

조기등록 시작: 3월 15일
초록등록 마감: 4월 30일
조기등록 마감: 5월 15일
일반등록 마감: 6월 15일

등록비

• 등록비는 EKC2019 행사참가,프로그램 및 초록집,이름표,행사 중 식사(점심2회:7 월17일 / 18일, 저
•
•

녁 2회: 7월 17일 / 18일)를 포함합니다 (여행경비 및 숙박비 미포함).
행사기간 중 동반가족의 점심식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인 및 동반가족의 참가신청은 EKC 2019의 등록페이지 http://registration.ekc2019.org/ 에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가회원 지원비

• 재영과협회원들께는 조기등록시 £200, 일반등록시 £100가 참석경비가 지원됩니다.
• 지원금은 등록비,숙박, 교통편(택시를 제외한 대중교통과 자차만 지원대상)을 전부 포함한 금액이

•
•
•

며 실비정산 기준입니다
• 자동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구글맵기준 왕복 100마일까지 45p, 100마일 이상에 대해서 25p을
청구할 수 있으면, 페리로 이동하는거리는 마일수에서는 제외됩니다
• 주차비는 자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지원됩니다
•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관련 영수증을 꼭 과협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EKC2019 참석회원중 구두 및 포스터발표에 참여하는 회원들께는 £86 의 발표비가 지원됩니다. (중
복지원 불가)
해당 지원금 지급은 재영과협 일반회원 및 학생회원에 한하며, 행사후 최종참석 여뷰를 확인한 뒤 지
급될 예정입니다
포스터발표의 경우 우수포스터 발표자를 선정하여 7월18일(목) 저녁만찬에 우수포스터상을 시상할
예정입니다.
해당 지원금 및 발표비는 EKC 행사 이후에 개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관련하여 별도로 공지가 전
달될 예정입니다.

registration step by step guide
Step1. Joining KSEAUK website
• Go to www.kseauk.org
• Go to member page
• Create ID
If you are a previous member, use previous
ID & PW

Step2. Being a member of KSEAUK
• Go to a membership tab and
• Fill the form
• Pay the annual KSEAUK membership fee
• Student (undergraduate &master): £20
• General (Ph.D. student & adult): £40
• Upload a payment screenshot
• Once your payment is confirmed, your
membership request will be approved
If you have paid the fee for attending 45th
AGM in Bristol, go to step 3.

Step3. Go to an event

• Go to an event tab
• Click the registration “EKC2019 등록”
• Showing your event attendance by a click and
submit
• This registration will be approved and the
notification email will be sent
You can move on the next steps while you
are waiting for the approval email from the
KSEAUK secretary

Step4. Go to EKC2019 registration website
• Go to registration.ekc2019.org
• Create an account

Step5. Creat ID
• Fill the form carefully
EMAIL will be used as your ID later.
Please make sure you use right email
address
Choose KSEAUK for your membership

Step6. Choose your option
• Log in the registration website
• Choose EKC registration (red option)

Step7. Choose your more options
• Choose your registration options
• Make a payment (read below carefully!)
Depending your options, your total cost will
be diﬀerent. Therefore, please check how
much you need to pay in total carefully
Once you confirm how much you will pay,
transfer money to the KSEAUK account
and upload your payment proof file on the
website (EKC2019 registration)
KSEAUK account
Bank: HSBC
Account name: The Korean Scientists and
Engineers Association in the UK
Sort code: 404522
Account number: 71787454

When you make a payment, please put
your full name clearly on reference
Exchange rate: 1€=£0.86
Please applying the exchange rate
when you make a payment.
example: if your total registration fee is
€100, you have to transfer £86 to
KSEAUK.

Step8. Confirm your registration
• Once you finish your registration, the
executive oﬃce will review your registration
form and approve a form
• you can see your approval status.

If you miss any of these steps, the registration will not be approved.
Please make sure you have finished all the steps to complete the registration successfully.
✉ If you have any further questions, please contact to KSEAU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