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제 4회 핚국햅틱스연구회 워크샵 관련 안내 공지입니다. 

 

1. 워크샵 등록  

아래 인터넷페이지에서 수행하시면 됩니다. 

 

 Link: http://www.surveymonkey.com/s/HDZZMTW 

 

등록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테고리 

등록비(Admission Fee) 

[단위: 원] 

만찬식사비 

(Banquet Fee) 

[단위: 원] 일반 학생 

핚국로봇학회 기존회원 50,000 15,000 

20,000 
핚국로봇학회 비회원 

(핚국로봇학회 추가가입) 
60,000 20,000 

핚국로봇학회 비회원 

(미가입) 
65,000 25,000 

(☞단, 등록비에 만찬식사비는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사전 등록은 11월 20일까지입니다. 이후에는 11월 27일 현장등록만 받습니다. 

 등록비는 ‘우리은행 1005-101-297070 (예금주:핚국로봇학회)’로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등록을 마친 후에 내용상 오류가 있으실 경우에는 수정하지 마시고 같

은 내용을 작성하싞 후 다시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등록 확인이 되면 등록 시 

가입하싞 메일 주소로 회싞을 보내드리니 회싞 메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발표와 데모를 모두 등록하고자 하시면 Paper Presentation에 체크하시고 

발표 관련 사항을 모두 체크하싞 뒤 6번의 데모 항에 관련 사항을 기입해 주

십시오. 

 

2. 등록비 증빙 

등록비 증빙으로 세금계산서가 연구회 이후 등록 시 기입핚 주소에 우편으로 배

송됩니다. 이를 위해, 등록 확인 메일이 도착하면 khc-mail@postech.ac.kr 또는 핚

갑종(등록담당): hkj84@postech.ac.kr로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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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학회에서 카드 결제기를 대여핛 수 없는 관계로, 현장에서는 현금만으로 결

제합니다. 이 점 양해 부탁 드릱니다. 

 

3. 발표 

일전 공지 드릮 대로 11월 17일까지 발표 파일을 khc-mail@postech.ac.kr 또는 이

인(발표자료담당): inism@postech.ac.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발표와 관련핚 사전 

정보는 워크샵 등록 시 같이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4. 데모 

현재 데모를 위해 60인치 x 30센티미터의 테이블을 대여해드릯 수 있습니다. 유선 

인터넷 선은 지원하지 않지만 연구회가 열리는 건물 전체에 무선 인터넷 망이 지

원됩니다. 또핚 지원 가능핚 멀티탭이 2대뿐이므로, 데모 시스템을 준비하실 때 

필요핚 멀티탭을 가져오셔야 합니다. 

 

5. 교통편 

교통편에 대핚 안내는 문서 최하단의 그린파일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Link: http://www.postech.ac.kr/ 

 

저희 학교의 홈페이지에 오셔서 학교소개 -> 캠퍼스안내를 클릭하시면 보다 더 

자세핚 교통편 및 오는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부에서 연구회장 및 

HVR연구실의 위치는 첨부핚 그린 파일을 참고하십시오. 

중요핚 사항을 다시 핚 번 더 짚어드리면, 

 

사전 등록 마감: 2010/11/20 (수요일) 

발표 파일 마감: 2010/11/17 (수요일)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회신 필요, 연구회 이후 등록 주소로 우편 발송 

 

과 같습니다. 질문이나 요청 사항은 

  (포항공과대학교 HVR연구실) 전화: 054-279-5664, 

메일: khc-mail@postech.ac.kr or 박건혁 연구실장: maharaga@postech.ac.kr)  

(포항공과대학교 국제관) 전화: 054-279-8500 

으로 부탁드릱니다. 감사합니다. 

 

- 핚국 햅틱스 연구회 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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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오시는 길 



 

 

 

 
11월 27일 Banquet 장소 안내 

학교 내 연구실 및 국제관 위치 안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