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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회 아시아미래회의로부터의 연락 

회의에 참가하시는 분들께 

 

참가등록 수속과 조기할인(4 월 10 일까지)에 대해 

 

참가자 전원은 아래의 순서에 따라서 참가등록 수속을 해서 반드시“참가 확정”을 해주세요. 수속이 

완료되면 참가등록 완료의 자동통지 이메일이 도착합니다.  

1 AFC 온라인 시스템에 자신의 ID 와 패스워드（PW）를 사용해서 로그인해주세요. 

http://www.aisf.or.jp/AFC/2018/registration/ 

（ID 와 PW 를 잊어버리신 분은 「자주 하는 질문」을 봐주세요.） 

2 「참가자로서 등록하기(Register as Participant)」를 클릭해주세요.  

  2.1 참가형태 중에서 가장 적합한 항목을 선택해주세요. 아래의 카테고리 외의 요금이 발생한 

경우의 추가분요금은 AFC 회의 당일에 회장에서 지불해주시기 바랍니다.  

  2.2 등록비는 일반 참가(상근직) 400 달러(44,800 엔)와 이코노미 참가(학생, 비상근직) 

300 달러(33,600 엔)의 2 종류입니다. 이 등록비에는 회보, 웰컴팩, 회기 중의 점심식사, 커피, 간친회 

참가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체재비와 스터디투어는 별도 요금입니다.  

  2.3 논문(혹은 소논문, 작품)의 제출만으로 회의에는 참가하지 않는 경우의 참가등록비는 

180 달러입니다.  

  2.4 2 개 이상의 논문과 포스터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추가 1 건에 대해 100 달러(11,200 엔)의 

추가요금이 부과됩니다.  

  2.5 참관인으로서의 참가(발표 없음)의 경우도 일반 참가자나 이코노미 참가자의 등록을 

해주세요. 이 등록비에는 회보, 웰컴팩, 회기 중의 점심식사, 커피, 간친회 참가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체재비와 견학회・스터디투어는 별도 요금입니다.  

 

참가형태 조기할인 

(4/10 까지) 

정상가격 

일반 참가자 (상근직) US$320  

（35,840 엔） 

US$400  

（44,800 엔） 

이코노미 참가자 (학생, 비상근직) US$240  

（26,880 엔） 

US$300 

（33,600 엔） 

불참가자의 논문게재비 (논문게재만 희망하시는 분) ― US$180  

（20,160 엔） 

AFC 장학금, AFC 특별보조금, SGRA 세션보조금 수급자, 

우수논문상 수상자 （숙박 포함） 

― ― 

초대강사 및 토론자 （숙박 포함） ― ― 

라쿤회 회원, AFC위원 및 스태프 （숙박 포함） ― ― 

＊AFC 온라인 시스템에서는 금액을 달러 표기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 은행으로부터 송금하는 

경우에는 상기 사항들을 참조해주세요. 1US 달러＝112 엔으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2 
 

＊이하의 항목은 AFC 회의 회장에서 지불해주세요. 「1 일만 참가（발표 없음）」는 온라인 

시스템에서의 사전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1 일만 참가（발표 없음）」하시는 분의 이름은 

참가자 리스트에 기재되지 않으며, 참가증명서는 발행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일만 참가 (발표 없음: 식사 및 간친회 불포함) (현지에서 지불) \20,000/일 

간친회（파티） 참가비 (현지에서 지불) \50,000/회 

 

3. 페이지 하단의 「Step 2 로 진행: 이벤트와 항목의 선택(Proceed to Step 2: Event and Item 

Selection)」을 체크해주세요.  

  3.1 복수의 논문・소논문・포스터・작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해주세요.  

  3.2 K 호텔 숙박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희망하시는 타입의 방을 체크해주세요.  

방 타입 요금（4 박 

조식포함） 

 

K 호텔・싱글（1 인 1실） $550 (\61,600)  

K 호텔・다인실（2 인 1실） $270 (\30,240)  

K 호텔・다인실（4 인 1실） $130 (\14,560) 한국식 온돌, 13실만（선착순） 

개인 숙소 수배 ―  

3.2.1 조식 포함 

3.2.2 전일(4 박)을 숙박하지 않는 경우, 2018 년 6 월 20 일까지 통지하시면 숙박 일수로 

계산합니다. 회의 회장에서 환불해드리기 때문에, 등록 시에는 우선 4 박 5 일분의 지정액을 

납부해주세요.  

3.2.3 체재비의 조기 할인은 없습니다.  

3.2.4 AFC 장학금, AFC 특별보조금, SGRA 세션보조금 수급자, 우수논문상 수상자, 라쿤회 

회원, AFC위원, 스태프로 싱글룸을 희망하시는 분은 차액 $280 (\33,600)을 자비로 지불해주세요.  

  3.3 희망에 따라서 견학회 ・ 스터디투어(옵션)의 항목을 선택(사전예약)하시고 참가비를 

지불해주세요. 사전예약과 참가비의 납부가 없는 경우, 회장에서의 참가신청은 버스에 공석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미리 양해해주세요.  

견학회・스터디투어의 상세는 아래의 사이트를 참조해주세요.  

http://www.aisf.or.jp/AFC/2018/conference-program/ 

  

추가 요금  

2편째부터의 논문게재비 1편$100 （\11,200） 

K 호텔・싱글（1 인 1실） $550 (\61,600) 

K 호텔・다인실（2 인 1실） $270 (\30,240) 

K 호텔・다인실（4 인 1실） 한국식 온돌, 13실만(선착순) $130 (\14,560) 

개인 숙소 수배 ― 

특별투어 (판문점: 8 월 24 일: 인천공항 집합, K 호텔 해산) $256 （\28,672） 

투어 A  (국경지대 견학: 8 월 27일 9:00-18:00) $90 （\10,080） 



3 
 

투어 B  (경복궁과 사적지 견학: 8 월 27일 9:00-18:00) $100 （\11,200） 

투어 C  (시내 재개발 지역 견학: 8 월 27일 9:00-18:30) $100 （\11,200） 

투어 D  (남한산성 견학: 8 월 27일 9:00-17:30) $70 （\7,840） 

투어 E  (난타 감상: 8 월 27일 16:00-20:00) $162 （\18,144） 

투어 A＋E $165 （\18,480） 

투어 B＋E $175 （\19,600） 

투어 C＋E $175 （\19,600） 

투어 D＋E $145 （\16,240） 

 

4. 아래 중에서 희망하시는 지불방법을 선택해주세요.  

★주최자가 입금을 확인하기 위해서 참가비를 지불할 때는 알파벳 성명과 사용자번호(4 자리)를 

반드시 알려주세요.  

☆초대강사, AFC 위원, 라쿤회 회원, 스태프로 추가요금이 없는 분은 지불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없지만, 마지막까지 참가등록의 수속을 마쳐주세요.  

   A) 페이팔(PayPal) 지불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B) 은행송금 

은행명: 미쓰이스미토모(三井住友)은행 메지로(目白)지점 

（⊩171-0031 東京都豊島�目白 3-14-1） 

계좌번호: 보통 6607878 

계좌명의: 세키구치 글로벌 연구회(�口グローバル�究�) 

（해외로부터의 송금인 경우만）Swift Code: SMBC JP JT 

Branch Code: 677 

 입금자 성명에 AFC 사용자 등록번호(4 자리)도 넣어서 기입주세요. 

   C) 상기 모두 불가한 경우에는 AFC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5. 상기의 수속이 끝나면 참가등록이 종료됩니다. 페이팔（PayPal）을 통해서 그대로 온라인으로 

지불을 하시거나, 청구서를 다운로드 하셔서 은행송금을 해주세요.  

6. 페이팔(PayPal)로 지불을 하시면 영수증이 바로 송신됩니다. 은행송금의 경우는 계좌 확인 후에 

사무국에서 영수증을 발행하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7. 정식적인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AFC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8. 취소에 대해 

8.1  참가비 납부 후 2018년 5 월 31 일까지는 취소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8.2  2018년 6 월 1 일부터 7월 31 일까지는 50%의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8.3  2018년 8 월 1 일 이후는 100%의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8.4  취소는 반드시 서면으로써 아시아미래회의사무국（afc@aisf.or.jp）에 연락주세요.  

9. 공항에서 오는 길, 회의 스케줄, 지도 등의 상세한 사항들이 정리된 「여행안내서」(Infopack)을 

4 월 30 일까지 공개합니다. 패러렐 세션(분과회)의 스케줄은 8 월 5 일까지 AFC 홈페이지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10．한국입국을 위한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 공최의 한국미래인력연구원으로부터의 초대장 등이 



4 
 

필요하신 분은 5 월 1 일 이후에 여권의 사진 페이지를 스캔한 파일 (혹은 사진)을 첨부하셔서 

afc2018-visa@aisf.or.jp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의뢰문에는 반드시 성명, User 번호(4 자리), 

Submission번호(3 자리)를 기입해주세요.  

11．아시아미래회의가 발행하는 공식문서에 대해서는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http://www.aisf.or.jp/AFC/2018/files/2018/02/About-the-Official-LettersJapanese-20180130.p

df 

 

질문 등이 있으면 AFC 사무국 afc@aisf.or.jp 으로 연락주세요.  

 

제 4 회 AFC실행위원회 

2018년 1 월 31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