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ICLEI 세계총회
회송 주소

참가자 등록 서식

이메일 : world.congress@iclei.org
팩 스 : +49-761/368 92 29

모든 항목을 영어로 타이프하거나 인쇄체로 기재하시오.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Mr. □

Ms. □

Mrs. □

Dr.□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기관(한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기관(영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직위/직책(한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직위/직책(영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동 및 지번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우편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도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국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팩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국가코드/지역코드/전화번호)

(국가코드/지역코드/팩스번호)

E-mai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특기사항 : □ 채식주의

□ 휠체어 필요성

홈페이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타 특기사항

_________________________

□ 본인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2006.2.27~3.3 개최되는 2006 ICLEI
세계총회에 등록하고자 합니다. 본인 이름이 참가자 명단에 등재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게스트를 동반합니다. 게스트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게스트는 총회 프로그램에 참가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총회관련 식사나 Ubuntu Market 및 사교
행사에 참가하기를 원한다면 도착 즉시 게스트로 등록하고 식사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 본인은 Researchers’ Symposium(2005.2.24~25)에 추가 등록하겠으며, 등록비 100유로달러는
총회 등록비에 추가하여 송금하거나 심포지움 등록시 현찰로 지불 하겠습니다.
□ 본인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입국 비자 발급과 관련하여 공식초청서한이 필요합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민이 아닌 외국인 참가자
회비(전액)

남아프리카공화국민 참가자

할인 회비*

주최국 회비

ICLEI 회원

ICLEI 회원

ICLEI 회원

□ 1인당 500유로

□ 1인당 400유로

□ 1인당 3200 ZAR

ICLEI 비회원

ICLEI 비회원

ICLEI 비회원

□ 1인당 600유로

□ 1인당 500유로

□ 1인당 4800 ZAR

* 할인회비는, ICLEI 연회비 기준에 따라, 총회 참가자 국가

남아프리카공화국민 참가자는 소속 기

의 1인당 국민총생산이 0~2975US$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

관의 부가가치세 등록번호를 필수적으

는데, 해당여부는 www.iclei.org/worldcongress/registration

로 제시해야 하기에, 아래에 부가가치

을 참조하시오. 이 범주에 속하지 않는 국가의 참가자는 회

세 번호를 기재하시오.

비 전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 본인은 사전 인보이스 없이 은행이체를 하겠습니다.
□ 인보이스를 보내주시오. (상기 주소와 다를 경우, 인보이스를 받을 주소를 명기하시오)
영어 : 회의 진행 공식 언어는 영어입니다. 총회 및 병행세션들 중 하나에 대하여 불어 및
스페인어에 대한 동시통역이 제공됩니다. 또한, 요청 접수 수에 따라 다른 언어로의 통역서비스도
제공될 것인바, 아래에 필요한 언어를 표시하시오.

□ 영어 □ 프랑스어 □ 스페인어 □ 한국어 □ 일본어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
총회 주제
본인은 아래와 같은 주제에 관심이 있습니다(참여하고 싶은 주제 4가지 선정).

□ Local Governance

□ Sustainability Management Instruments

□ Resilient Communities and Cities

□ Procurements

□ Viable Local Economies

□ Eco-efficient Cities

□ Just and Peaceful Communities and Cities □ Biodiversity
□ Climate

□ Integrated Policy Making

□ Water

□ Sustainable Transport

케이프타운의 날 등록 : 2006.3.1(수)
귀하가 가장 방문하고 싶은 아래 기술현장방문을 제1선택과 제2선택(1=제1선택, 2=제2선택)으로
표시하시오(이들은 동시에 진행됩니다). 기술 방문에 참가하는데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www.iclei.org/worldcongress2006/programme을 참조하시오.

□ V1 Energy and Climate Change

□ V7 Health

□ V2 Water & Sanitation

□ V8 Coastal Management

□ V3 Responsible Tourism

□ V9 Integrated Waste

□ V4 Urban Mobility

□ V10 Integrated Human Settlements

□ V5 Biodiversity 1 (West Coast)

□ V11 Disaster Management

□ V6 Biodiversity 2 (False Bay0

본인은 이로써 2006 ICLEI 세계총회 참가자로 등록합니다.
일자 _____________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등록 및 확인 사항
총회 회비 및 등록
공식 등록 마감일 : 2006.2.1일 (좌석이 한정되어 있으니 빠른 시일내에 등록신청하여 주십시오.)
총회 회비에는 행사장 입장료, 참가자 자료, 케이프타운의 날 행사 일부로서의 기술 현장 방문
1회(중식 포함), 총회 행사장 중식 3회, 리셉션 만찬 1회, 칵테일 리셉션 1회, 야간 행사 1회 및
온실가스

감축

기부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www.iclei.org/worldcongress2006/registration을 참조하십시오).
숙박비는 총회 회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총회용으로 사전에 예약한 방의 수가 제한되어 있으니
가능한 한 조기에 숙소 예약을 확인하십시오. 예약은 현지의 GLOBAL Conferences iKAPA에서
담당합니다.

숙소

및

예약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www.iclei.org/

worldcongress2006/accommodation을 참조하십시오.

취소/ 대체
2006.2.1일 이전에 서면 취소통지가 ICLEI 국제훈련센터(ITC)에 접수되면, 추가비용 부담 없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날자 이후 접수된 취소에 대하여는 50유로의 취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납부된 회비는 추가비용 부담없이 대체 참가자에게 전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면으로 ITC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민이 아닌 외국인 참가자 회비납부 세부사항
등록 확인은 회비를 전액 납부하셔야 가능합니다. 본 서식 1페이지에서 설명드린데로 인보이스는
요청에

따라서만

발급됩니다.

등록

및

납부에

관한

질의는

다음

이메일

주소로

보내십시오(world.congress@iclei.org).
은행이체를 통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총회 참가 회비에 송금 및 수신 은행의 모든 수수료를
추가하여 다음 계좌로 이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

12 54 87 53

BIC 코드 :

GENODE61FRI

예 금 주 :

ICLEI

IBAN :

DE20 6809 0000 0012 5487 53

참 조 :

인보이스 번호+성명+송금도시

은행코드(BLZ) :

68 09 00 00

은행(이름,주소) :

Volksbank Freiburg, Bismarkalle 10, D-79098 Freiburg, Germany

남아프리카공화국 내부 참가자 회비납부 세부사항은 추후 확정서신을 통해 고지하겠음.
총회사무국
ICLEI-Local Governments for Sustainability

전

화 : +49-761/36892-20

International Training Center(ITC)

팩

스 : +49-761/36892-29

Leopoldring 3, 79098 Freiburg, Germany

이 메 일 : world.congress@iclei.org
홈페이지 : www.iclei.org/worldcongress2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