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3차 세계한상대회 

THE 13

TH

 WORLD KOREAN BUSINESS CONVENTION 



제13차 세계한상대회 등록안내  

제13차 세계한상대회 본부사무국  l  The Secretariat of the 13th World Korean Business Convention 

Tel. +82-2-3415-0158/0150  ㅣ  Fax. +82-2-3415-0198  ㅣ  E-mail. hansang@okf.or.kr 

 행사명 : 제 13차 세계한상대회 (The 13
th
 World Korean Business Convention) 

 기  간 : 2014년 9월 24일(수)~9월 26일(금) 

 장  소 : 부산 벡스코(BEXCO) 제 2전시장 

 규  모 : 해외 1,000여명, 국내 2,000여명 

 주  최 : 재외동포 경제단체 

 주  관 : 재외동포재단, 부산광역시, 매일경제신문·MBN 

 

 
※ 상기 프로그램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표기프로그램은 해당자만 참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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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세계한상대회 등록, 이렇게 진행 됩니다! 

 참가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홈페이지에서 개별 온라인 등록 진행됩니다. 

 사전등록 기간 내라도 호텔은 선착순 마감되므로, 원하시는 호텔 선점을 위해 서둘러 등록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동반자는 배우자에 한하며, 더블룸으로 제공됩니다. 

 

- 온라인: 공식 홈페이지(www.hansang.net)를 통한 등록 신청 

- 오프라인: 온라인 등록이 부득이하게 어려울 경우, 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신청서 다운로드 후 본부사무국으로 

이메일(hansang@okf.or.kr) 또는 Fax(+82-2-3415-0198)로 송부  

 

- 국내 참가자 

구분 사전등록 현장등록 

등록기간 
2014년 8월 10일(일)까지 

(등록비 납부일 기준) 

2014년 9월 24일(수) ~ 26일(금) 

(대회기간) 

등록비 100,000원 150,000원 

등록비 포함내역 

 전체 프로그램 참가: 개∙폐막식, 비즈니스 프로그램, 세미나 문화행사 등 

 오∙만찬 제공 

 Convention Kit, 한상기업 디렉토리 제공 

 

- 국외 참가자 

구분 사전등록 현장등록 

등록기간 
2014년 8월 10일(일)까지 

(등록비 납부일 기준) 

2014년 9월 24일(수) ~ 26일(금) 

(대회기간) 

호텔 

특1급 레지던스 

미숙박 

특1급 레지던스 

미숙박 
파라다이스 

노보텔 /  

해운대그랜드 

해운대 센텀 / 

씨클라우드 건오 
파라다이스 

노보텔 /  

해운대그랜드 

해운대 센텀 / 

씨클라우드 건오 

등록비 

(USD) 
450 400 300 100 550 500 400 150 

등록비  

포함내역 

 2인 1실 기준 숙박제공    

- 기간: 9월 23일(화) ~ 25일(목), 3박 

- 숙소 ↔ 행사장 간 셔틀버스 제공(해운대센텀호텔 제외) 

- 싱글룸(또는 동반자) 이용 시, 1인 등록비가 추가됩니다. 

 전체 프로그램 참가: 개∙폐막식, 비즈니스 프로그램, 세미나 문화행사 등 

 오∙만찬 제공 

 Convention Kit, 한상기업 디렉토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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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박은 등록비에 따라 참가자가 직접 선택 할 수 있으며, 호텔 별 선착순 마감됩니다. 

 * 현장등록 시 마감된 호텔은 제공이 어려우며, 개막식 참석이 제한됩니다. 

 * 사전등록 기간 후 현장등록비가 적용됩니다. 

 

 

- 계좌이체 

사전등록으로 인한 등록비 할인혜택은 마감일 이후(등록비 납부일 기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좌이체는 등록자 본인 성함으로 송금하신 후 송금영수증을 본부사무국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참가자> 

하나은행 224-910001-89805 / 예금주: 재외동포재단 

 <국외참가자> 

은 행 명 Hana Bank Seocho-Nam Branch 

계좌번호 224-910002-55132 

예 금 주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은행코드 HNBNKRSE 

은행주소 1354-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계좌이체 시 발생하는 송금수수료는 참가자 부담입니다. 

 

- 신용카드 

온라인 등록신청 시에만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Internet Explorer 환경) 

 <국내> 국내 발행 모든 카드(BC, 국민, 농협, 롯데, 삼성, 신한, 외환, 하나, 현대, 씨티 등) 

 <해외> JCB, MASTER, VISA 

 

등록 취소 및 환불을 원하시는 분은 공식홈페이지에서 환불요청서는 다운로드 받으신 후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팩스

로 본부사무국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8월 10일(일)까지 100%환불 

2014년 8월 11일(월)부터 환불불가 

* 환불은 행정절차상 대회 종료 후 진행되며, 발생되는 수수료는 공제되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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