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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개요]

[프로그램 표]

• 행 사 명 : 제18차 세계한상대회 (The 18th World Korean Business Convention)
• 기 간 : 2019년 10월 22일(화) ~ 10월 24일(목), 3일간
• 장 소 : 여수세계박람회장 (Yeosu-Expo site)
• 규 모 : 4,000여명 (해외 1,000명, 국내 3,000명)
• 주 최 : 재외동포재단
• 주 관 : 재외동포재단, 전라남도·여수시, 매일경제신문·MBN
• 대 회 장 : 리딩CEO 고상구 회장 (베트남)
• 슬 로 건 : 한상과 함께, 새로운 100년!

※  상기프로그램은변경될수있습니다.                   
※  일대일비즈니스미팅, 경제단체총회는사전신청을통해진행됩니다.
※  영비즈니스리더포럼(YBLF) : 10.21(월)~24(목)
※  기업전시회오프닝 : 10.22(화), 13:30~14:00 2

대회개요

시간 10.22 (화) 10.23 (수) 10.24 (목)

09:30 ~ 10:00

등록

- -

10:00 ~ 11:00

한상 비전 콘서트 세미나 ① 세미나 ②11:00 ~ 11:30

11:30 ~ 12:00

12:00 ~13:00
오 찬 오 찬

13:00 ~ 14:00

14:00 ~ 15:00 한상 비즈니스 플랫폼

세미나 ③ 세미나 ④
15:00 ~ 16:00

① 투자유치 설명회
② K-Food Trade 

Show
16:00 ~ 17:00

17:00 ~ 18:00 개회식

18:00 ~ 19:00 전라남도지사 · 여수시장 주최
환영만찬

한상의 밤
폐회식 및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주최

환송만찬19:00 ~ 20:00

상시 프로그램

기업전시회
(참가업체들의 우수상품 전시회)

-
일대일비즈니스미팅

(국내기업과 한상 간 일대일 수출상담회)

한상경제단체 총회 및 MOU



1. 등록 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http://www.hansang.net)를 통해 진행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 2014.8.7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따라 홈페이지를 통한 대리 등록이 금지되오니, 

반드시 참가자 본인이 직접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참가유형 : 기업 참가 등록(한상 또는 한상기업, 기업전시회 및 일대일비즈니스미팅 참가기업, 기타 국내∙외 기업 등), 

일반 참가 등록(기관, 동반자, 학교 관계자 등)으로 구분

기업 참가
- 한상기업 디렉토리(USB)에 기업정보 포함

•한상 또는 한상기업, 그 외 국내외 기업

•기업전시회 참가 희망 기업
* 전시부스 신청자는 대회 등록 비용이 무료입니다. (신청자 1인 무료)

•일대일비즈니스미팅 참가 희망 기업

일반 참가
- 한상기업 디렉토리(USB)에 기업정보 포함되지 않음

•소속기업 없이 개인으로 참가를 원하는 기관, 단체, 동반자, 학교 관계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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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등록마감(9월2일) 이후에는현장등록만가능하며, 개회식참석은불가합니다.

※ 등록비수입의일부(1인당30,000원/ USD 30)는국내소외계층대상장학사업등에기부하여대회기간중장학금전달식을시행할예정입니다.

※ 세계한상대회참가자분들의편익을위해별도의숙박대행사를통해호텔예약을지원하고있으며개인선택사항입니다.

자세한내용은홈페이지내등록안내> 숙박안내 페이지를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구분 사전등록 현장등록

등록기간
2019. 05. 15(수) ~ 09. 02(월)까지

(등록비 납부일 기준)
사전등록 이후

원화 120,000원 170,000원

미화 120 USD 170 USD

등록비
포함내역

• 전체 프로그램 참가(공식행사, 비즈니스 프로그램, 세미나 등)

• 오∙만찬 제공

• 등록KIT, 한상기업 디렉토리(USB) 제공

2. 등록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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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좌이체

② 신용카드

• 사전등록 할인은 입금일 기준으로, 등록 마감 후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국외참가자 계좌이체 시 송금영수증을 본부사무국(E. registration1@okf.or.kr 또는 F. +82-2-3415-0180)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신청 접수 후 2주 이내 등록비 입금확인이 되지 않을 시 등록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등록신청 시에만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Internet Explorer, Chrome, Firefox 환경에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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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JCB, MASTER, VISA, 은련(Union Pay)

※ 3D인증을 지원하지 않는 카드의 경우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결제 비밀번호 혹은 해외카드 온라인 결제 인증 절차(3D인증) 등에 관한 오류는 카드 발급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결제 시 카드명세서에 '재외동포재단'으로 표기됩니다.

※ 계좌이체 시 발생하는 송금수수료는 참가자 부담입니다.

구 분 원화계좌(KRW) 미화계좌(USD)

은행명 하나은행 KEB Hana Bank Seogwipo

계좌번호 224-910001-89805 224-910002-55132

예금주 재외동포재단 Overseas Koreans Foundation

Swift Code - KOEXKRSE or KOEXKRSEXXX

은행주소 - 635-60 8, World cup-ro, Seogwipo-si, Jeju-do

3. 등록비 결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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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비 결제가 확인되면 등록확인증 안내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 안내 메일을 받으신 분들은 메일 내 페이지 링크(또는 마이페이지)를 통해 등록확인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결제일 또는 등록비 송금영수증 수령일로부터 1주일 내로 메일이 발송됩니다.
- 안내 메일을 받지 못하거나, 등록확인증 링크 연결이 어려우신 분은 본부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 확인증 증빙 시 항공료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세계한상대회>등록안내>항공할인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등록 취소 및 환불

• 등록 취소 및 환불을 원하시는 분은 공식홈페이지(세계한상대회>등록안내>등록방법 안내>등록확인 및 취소)에서 환불요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신 후 작성하시어 본부사무국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09월 30일(월) 까지 100% 환불 (수수료 공제)

2019년 10월 01일(화) 이후 환불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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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문의 안내

• 세계한상대회 본부사무국

전 화 : +82-2-3415-0052
팩 스 : +82-2-3415-0180
이 메 일 : registration1@okf.or.kr

4. 등록 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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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넷은PC와모바일에서모두이용가능합니다.

(단, 일부메뉴의경우모바일에서사용제한이있을수있음)

* 일부화면의경우이해를위하여편집되었을수있습니다.

I 준비하기

한상넷 접속 및 회원가입 8

로그인 후 해당 메뉴로 이동 9

기업정보 등록 10

담당자 지정 (영업담당자/한상대회) 11

II 한상대회 참가등록

기업/일반 참가등록 페이지로 이동 12

동의체크 및 참가구분 선택 13

개인참가등록 14

기업참가등록 16

III 한상대회 신청관리

대회참가정보 관리 20

등록확인증 출력 21

취소신청 22

참가등록안내



/ 한상대회 참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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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준비하기

1) 한상넷 접속 및 회원가입

① 한상넷(www.hansang.net) 접속 후 화면 오른쪽 상단의 [회원가입]을 클릭하면 코리안넷 통합 회원가입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② 회원구분에서 “재외동포” 또는 “내국인” 선택 후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회원가입은 이메일, 페이스북, 네이버인증을 통해 본인확인 후 진행가능합니다.

개인
참가

기업
참가



/ 한상대회 참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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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준비하기

2) 로그인 후 해당 메뉴로 이동

① 회원가입이 완료 후 로그인합니다.

②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기업회원 관리 > 기업정보 관리] 메뉴로 이동합니다.

기업
참가



/ 한상대회 참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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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준비하기

3) 기업정보 등록

① 한상대회 참가등록 이전 “기업정보”와 “담당자정보”가 등록되어야 합니다. [기업정보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② 기업정보를 모두 입력합니다. 기입하신 정보는 한상대회 참가정보이며, 디렉토리로 배포되는 자료이므로 실제 정보를 빠짐없이 입력합니다.

기업
참가

기업정보가 없는 경우 (최초 등록)

회원정보는회원가입시등록한정보를가져와서표시합니다.

회원정보수정은[마이페이지> 회원정보관리> 회원정보수정]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기업정보를이미등록한기업의경우에는

기업정보를최신정보로업데이트한후다음단계를진행합니다.



/ 한상대회 참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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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준비하기

4) 담당자 지정 (영업담당자/한상대회)

① 영업담당자/한상대회 담당자를 지정합니다.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② 상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③ 성명 옆의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개인회원 검색” 팝업창이 표시됩니다. 성명/아이디 검색을 통해 원하는 담당자를 선택하고 ‘영업담당자/한상대회’ 체크 후 저장합니다.

기업
참가

재외동포재단사이트회원인경우에만담당자등록이가능합니다.

(코리안넷, 한상넷모두가능)



/ 한상대회 참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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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상대회 참가등록

1) 기업/일반 참가등록 페이지로 이동

①① [세계한상대회 > 등록안내 > 참가등록] 메뉴로 이동합니다.

② (개인참가, 기업참가, 기업전시회 참가,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 참가 공통) [기업/일반 참가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개인
참가

기업
참가



/ 한상대회 참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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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상대회 참가등록

2) 동의체크 및 참가구분 선택

①① 고유식별정보 수집, 개인정보 수집 내용 확인 및 동의 체크 후 [참가등록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② 참가등록 페이지 상단에서 참가구분을 선택합니다. 참가구분 선택에 따라 표시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개인
참가

기업
참가



/ 한상대회 참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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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상대회 참가등록

3) 개인참가등록 – 1 단계

①① 참가구분에서 ‘개인’을 선택합니다. ② 회원가입 시 등록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연락처/이메일주소를 수정하려면 해당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정보 관리 메뉴로 이동합니다.

③ 추가 개인정보를 선택/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개인
참가

기업
참가

국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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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상대회 참가등록

3) 개인참가등록 – 2 단계

①① 결제안내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내용 확인 후 결제방법을 선택합니다.

② 신용카드를 선택하면 결제모듈이 표시되고 결제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를 선택하면 결제 계좌정보를 안내해 드리며, 해당계좌로 직접 송금해주시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개인
참가

* 계좌이체의 경우 입금 확인 후 등록완료 메일이 발송됩니다.



/ 한상대회 참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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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상대회 참가등록

4) 기업참가등록 – 1 단계

①① 참가구분에서 ‘기업’을 선택합니다. ② 회원가입 시 등록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연락처/이메일주소를 수정하려면 해당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정보 관리 메뉴로 이동합니다.

③ 추가 개인정보를 선택/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기업전시회 참가기업의 경우, 추가 개인정보는 공식행사(오만찬 포함)에 참여하는 대표자 1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2개 부스 이상 신청 시 전시사무국(+82-2-6678-9325)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적
선택

기업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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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상대회 참가등록

4) 기업참가등록 – 2 단계

①① [마이페이지 > 기업회원 관리 > 기업정보 관리] 메뉴에서 등록한 기업정보가 표시됩니다. 

기업정보를 수정하려면 해당 버튼을 클릭하여 기업정보 관리 메뉴로 이동합니다.

기업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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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상대회 참가등록

4) 기업참가등록 – 3 단계

①① 기업전시회 전시부스 신청여부를 선택합니다. ‘전시부스 신청’을 선택하면 하단에 해당 내용이 표시됩니다.

‘신청안함’에 체크하면 내용 입력없이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기업
참가

1 부스명(국문), 부스명(영문)을 모두 입력합니다.

2 담당자 정보를 추가 또는 삭제합니다.
[추가] 버튼을 클릭하단 하단에 줄이 하나씩 늘어납니다.
삭제를 원하는 담당자 체크 후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담당자가 삭제됩니다.

3 부스형태를 기본부스 또는 독립부스 또는 몽골텐트 중 1개를 선택합니다.

4 전기, 인터넷, 전화, 수도 중 필요한 항목을 1개 이상 선택합니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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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상대회 참가등록

4) 기업참가등록 – 4 단계

①① 일대일 비즈니스미팅 신청여부를 선택합니다. ‘신청’을 선택하면 하단에 해당 내용이 표시됩니다.

‘신청안함’에 체크하면 내용 입력없이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 일대일 비즈니스미팅 프로그램은 사전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해 참여 가능합니다.

기업
참가

1 [마이페이지 > 기업회원 관리 > 담당자 관리] 메뉴에서 등록한 기업정보가 표시됩니다. 

기업정보를 수정하려면 해당 버튼을 클릭하여 기업정보 관리 메뉴로 이동합니다.

1

2

2 원하는 거래형태를 체크하고 하단의 내용을 모두 입력합니다.

3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결제안내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 기업전시회 참가부스 신청은 본부사무국의 승인 후 결제가 진행됩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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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상대회 신청관리

1) 대회참가정보 관리

①① [마이페이지 > 한상대회 참여기업 > 한상대회 신청관리] 메뉴에서 대회참가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면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② 한상대회 신청내용을 탭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항목 수정 후 [수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수정내용이 저장됩니다.

개인
참가

기업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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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① [등록확인증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창이 표시됩니다.

② 팝업창에서 등록확인증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개인
참가

기업
참가

Ⅲ. 한상대회 신청관리

2) 등록확인증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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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① [취소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창이 표시됩니다.

② 내용확인 및 신청취소사유 입력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취소신청이 요청됩니다. 재단 담당자 취소승인을 처리하면 취소신청이 완료됩니다.

개인
참가

기업
참가

Ⅲ. 한상대회 신청관리

3) 취소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