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king a claim
EKC2019 in Vienna
접수 기간: 01.08.2019 - 31.08.2019
해당 지원금 지급은 재영과협 일반회원 및 학생 회원에게 한하여 지급됩니다.
모든 지원금은 최종 참가 및 발표여부가 확인 된 후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STEP 1. Go to “Claim”

• 재영과협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Claim list에서 “EKC2019 claim”를 찾아서 지원금 신청서 작성 (+증빙서류업로드)
• 등록비와 발표비는 따로 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비 지원금 서류 제출하기 (registration claim)
지원금은 등록비, 숙박, 교통편(택시를 제외한 대중교통과 자차만 지원대상)만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금은 모든 금액을 포함한 실비정산기준입니다.
자차로 이동하신 분들의 경우 구글맵을 기준으로 왕복 100마일까지는 45p, 100마일 이상에 대해서는 25p 의 유류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페리로 이동한 거리는 마일수에서 제외)
주차비는 자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지원됩니다
발표비 지원금 서류 제출하기 (presentation claim)
최종 발표가 확인된 분들께만 발표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STEP 2. Make a Claim

• 공란없이 전부 기입해주셔야 합니다
• Position: 일반회원
• Purpose란은 아래 서식에 맞춰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비지원자: EKC2019/영문이름/국문이름/참가기간
• 발표비지원자: 영문이름/참가세션/Oral or Poster
• Total cost
• Total cost는 영수증에 맞춰서 총 합계금액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Euro로 표기된 영수증을 첨부하시는 경우, 1€=£0.89의 환율을 적용하여 금액을 GBP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에 관하여
• Event attendance 확인을 위하여, 이름표를 가지고 계신 회원분들께서는 이름표를 찍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는 등록비 영수증은 납부내역스크린샷을 올려주시면 되며, 나머지는 영수증을 목록이 표시되어있는 영수증만 영수증으로
인정이 되고, 카드 결제 명세서는 영수증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발표비지원 신청서는 증빙서류는 따로 필요 없으며, item에는 oral or poster presentation으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표비 지원금은 £89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STEP 3. Waiting for approval

제출한 서류는 정기적으로 재무팀이 검토를 하게되며, 만약 서류에 문제가 있어 수정이 필요할 경우, 코멘트를 남기게 됩니다.
재무팀의 코멘트나 검토단계에 관한 부분은 “Admin Message” 와 “Status”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가 접수되어도, 영수증이 검토가 되어야하기 때문에 실제 정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부분을 이해부탁드립니다.
(만약, 신청서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 정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재무팀의 승인으로부터 2주정도 소요됩니다)

지원금 신청에 관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재영과협사무국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과협사무국 <secretary@kseauk.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