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 내 장 „미래를 위한 기술“ 2016년 11월 16-18일 
 
 

항공권* 및 호텔가 
 

1 KAL 항공료 스탠다드 3 박 2,007,500원(약. 1.635Euro) 

2 KAL 항공료 스위트 3 박 2,085,500원(약 1.700Euro) 

*패키지는 파트너사인 톱클라스항공여행에서 제공되며,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김현희 실장에게 
연락하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02-739-2525 Email: ishemperor@hanmail.net 
 

트래블** 
 

항공 11월 16일12:50pm 인천 출발 – 
11월 16일 4:30pm 프라하 도착, 
KE 935편 

11월 19일 6:30pm 프라하 출발 
- 11월 20일 12:40pm 인천 도착 

약 1,525,000원 
(1.240 Euro) 

호텔 A 스탠다드 
125Euro: 153,750원/1박  

B 스위트 
145Euro: 178,350원/1박 

A: 153,750 만원/ 1박  
B: 178,350 만원/ 1박 

(1Euro=1,230 KRW / Sept. 8th 2016) 

**개별적인 여행 일정 및 예약 또한 가능합니다. 

 

호텔 

저희 주최 측은 HRS 서비스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참석자분들에게 호텔을 특가에 제공해드립니다. 
예약은 HRS의 온라인 예약 사이트를 통해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호텔들 가운데 선택하실 수 
있으며, 학술대회 장소인 ICCD로부터의 거리 순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호텔을 예약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호텔 예약 관련 문의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HRS Event Online Service Team 
Phone: +49 221 2077 7320 
Email: Event-Online@hrs.com 

컨퍼런스 등록 

컨퍼런스 등록은 아래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비는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컨퍼런스 등록을 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문의사항은 아데코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mail: info@adeko.or.kr 
 
 

 
ADeKo (사)한국독일동문네트워크  

c/o DAAD Seoul 100-053 서울시 중구 퇴계로 108 세대빌딩 602호 
c/o DAAD Seoul #602 Sedae Building, 108 Toegye-ro, Jung-gu, Seoul 100 – 053, Republic of Korea 

Tel: (02) 3785 – 0654 Fax: (02) 324 – 0675 E-mail: info@adeko.or.kr http://www.adek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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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11월 16일 리셉션 ICCD, 저녁 8시 
 
슈타니슬라브 틸리히(Stanislav Tillich) 작센주 총리, 이경수 주독일 대한민국대사, 김황식 
한국독일동문네트워크(ADeKO) 이사장 그리고 박원선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VeKNI) 회장과 
함께하는 축하 리셉션 
 
 
08:00 – 09:00    등록 
09:00 – 10:00 오프닝 세션 1 
10:00 – 10:30 휴식 및 사진 촬영 
10:30 – 10:50 오프닝 세션 2 
10:50 – 12:30 Plenary Session 
12:30 – 14:00 점심 / 전시회 관람 
14:00 – 15:45 분과토론 - Part 1 

Session 1: Future Electronics - 5G and Tactile Internet 
Session 2: Energy Transition 
Session 3: Digital Products 

15:45 – 16:15 휴식 / 전시회 관람 
16:15 – 18:00 분과토론 - Part 2 

Session 4: Future Electronics – Materials and applications 
Session 5: Future Mobility 
Session 6: Semiconductors 

18:00 – 19:00 Plenary Closing Session 
19:00 – 19:20    MoU 체결식: ADeKo + VeKNI 
 
 
 
11월 18일 과학 및 산업 분야 투어 
 
학술대회 주제에 맞추어 관련 회사 및 연구기관을 둘러볼 수 있도록 투어를 제공합니다. 
 
 
11월 19일 드레스덴 시내 관광 
 
하루 또는 반나절, 도보 또는 버스로 드레스덴 시내와 여러 관광 명소들을 둘러볼 수 있는 투어를 
제공합니다. 여행 일정을 고려하시어 투어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ADeKo에서  제공하는  

트래블패키지의  귀국  항공편은  11월  19일  오후  6시  20분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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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 안내 
 

부스는 방문객들이 가장 접근하기 용이한 공간인 ICCD의 총회의장 (plenary hall) 앞에 전시됩니다. 

 

전시회 부스 설명 

-뒷벽(흰색, 2 x 2.5m) 

-테이블 1개 & 의자 2개 

-브로셔 선반 

가격: EUR 600.00 (부가가치세 19% 별도) 

 

 

 

설치 시간 2016년 11월 17일, 07:00 – 08:30 

운영 시간 2016년 11월 17일, 08:30 – 19:45 

철거 시간 2016년 11월 17일, 19:45 – 21:00 

서비스 포함 내역   - 참석자 1인 참가비 (해당 참석자분께서는 컨퍼런스 온라인 등록 시 
         VIP로 등록 바랍니다. http://www.korean-german-conference.de/) 

- 설치 및 해체 작업 시 기술적 협조 

- 전체 조명 

- 냉난방 

- 폐기물 처리 

 

 

 

문의사항은 아래 K.I.T. Group GmbH Dresden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mail: info@korean-german-conference.de 

 

http://www.korean-german-conference.d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