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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차 세계한상대회  
 
The 18th World Korean Business Convention 
2019. 10. 22 (Tue) ~ 10. 24 (Thu) / 여수세계박람회장 (Yeosu-Expo site) 

 

※ 제18차 세계한상대회의 환불을 희망 시, 본 양식을 작성하시어 팩스(+82-2-3415-0180) 또는 이메일(registration1@okf.or.kr)을  

통하여 2019년 9월 30일(월)까지 본부 사무국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1일(화) 이후 환불 불가* 

※ If you want to cancel your registration, you shall send this form to the secretariat by September 30(Mon), 2019. 
*Refund is not available after October 1(Tue), 2019* 
 

※ 수 신: 한상대회 본부사무국 (Fax: +82-2-3415-0180 또는 E-mail: registration1@okf.or.kr) 

1. 환불 요청자                                    ※ 정확한 정보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ersonal Information)                                                        Please fill out the following fields clearly. 

*성  명(Name):  

*소  속(회사명) Organization(Company): 

*거주국(Country):   

*연락처(Tel.): (Country Code       )  
 

2. 환불 요청액: 
(Refund Amount) 

 

 

 

3. 환불 사유: 
(Reason for the refund)  

 

4. 환불 계좌 정보 

(Account information for the refund) 

※ 반드시 본인 계좌로 정확하게 작성하시기 바라며,  

카드 결제자는 결제하신 카드로 반환되므로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fill out the following fields on your own account information clearly.  
Those who made their payments with the card should omit this process, as the refund will be made to the card. 

*은 행 명(Name of Bank):  

*예 금 주(Account Holder):  

*계좌번호(Account Number):  

※ 해외 계좌의 경우 아래 정보를 추가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For overseas accounts, Please complete the following information. 

*은행코드(Swift Code / Bank ABA No. / Routing No.): 

*은행주소(Bank Address): 

※ 등록비 환불은 대회 종료 후에 이루어지며 모든 환불에 필요한 수수료는 공제되어 지급됩니다. 
All bank fees in the refund process will be deducted from the refund amount, and the refunds will be progressed after the Convention. 

 

 

위와 같이 환불을 요청 합니다. 

I would like to request for the refund as above. 

 

                                 작성일(Date):  2019년     월     일(mm/dd) 

                              작성자(Signature):                   (인) 
 
 

한상대회 본부사무국  The Secretariat of the World Korean Business Convention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외교센터 1층) 재외동포재단 06750 

1th Fl., Diplomatic Center, 2558, Nambusunhwanno, Seocho-gu, Seoul, Korea 06750 

Website: www.hansang.net / Tel.: +82-2-3415-0052 / Fax.: +82-2-3415-0180 / E-mail: registration1@okf.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