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AAIR 2022 한국 참가자를 위한 참가 비용 안내 

2.1 패키지 1 (SEAAIR 컨퍼런스 전체 이벤트 참여) 

카테고리 얼리버드 (8 월 25 일까지) 일반 (9 월 10 일까지) 

저자 (발표자)  

Author Delegate (Presenter) 
180,000 원 (USD 150) 220,000 원 (USD 175) 

기타 공동 저자 (참여) 

Other Co-Authors Participation 
100,000 원 (USD 80) 

학생 저자 (발표자) 

Student Delegate (Presenter) 
125,000 원 (USD 100) 

일반 참여자 

Participants 
100,000 원 (USD 80) 

동반자 

Accompanying Person 
63,000 원 (USD 50) 

참고: LOC 웹사이트에 명시된 모든 항목 포함 

 

2.2 패키지 2 (1 일 참여 - 1 일차 또는 2 일차   DAY 이벤트만) 

카테고리 얼리버드 (8 월 25 일까지) 일반 (9 월 10 일까지) 

저자 (발표자)  

Author Delegate (Presenter) 
100,000 원 (USD 80) 125,000 원 (USD 100) 

기타 공동 저자 (참여) 

Other Co-Authors Participation 
75,000 원 (USD 60) 

학생 저자 (발표자) 

Student Delegate (Presenter) 
100,000 원 (USD 80) 

일반 참여자 

Participants 
63,000 원 (USD 50) 

참고: 1 일 참여 등록된 한국 참여자에게만 다음과 같이 제공됩니다: 

• 1 년 SEAAIR 멤버십 (1-year SEAAIR membership) 

• 컨퍼런스 키트 (Conference kit) 

• 커피 2 회 및 점심 식사 1 회 (2 Coffee breaks and 1 lunch) 

• 선정 및 발표된 논문은 컨퍼런스 프로시딩에 포함 

(Inclusion in Conference Proceeding of accepted and presented paper) 

• Presentation Certificate 및 Attendance Certificate 제공 

(Presentation Certificate for presented and Author/Co-authors & Attendance Certificate for Participation 

for authors and co-authors who paid the registration fees, and Attendance Certificate for Participation of 

other participants) 



2.3 패키지 3 (포스터) 

카테고리 얼리버드 (8 월 25 일까지) 일반 (9 월 10 일까지) 

저자 (발표자)  

Author Delegate (Presenter) 
88,000 원 (USD 70)  100,000 원 (USD 80) 

기타 공동 저자 (참여) 

Other Co-Authors Participation 
88,000 원 (USD 70) 

학생 저자 (발표자) 

Student Delegate (Presenter) 
75,000 원 (USD 60) 

참고: 1 일 참여 등록된 한국 참여자에게만 다음과 같이 제공됩니다: 

• 1 년 SEAAIR 멤버십 (1-year SEAAIR membership) 

• 컨퍼런스 키트 (Conference kit) 

• 커피 2 회 및 점심 식사 1 회 (2 Coffee breaks and 1 lunch) 

• 컨퍼런스 초록집에 포함 (Inclusion in Conference Abstract Booklet) 

• Presentation Certificate 및 Attendance Certificate 제공 

(Presentation Certificate for presented and Author/Co-authors & Attendance Certificate for Participation 

for authors and co-authors who paid the registration fees, and Attendance Certificate for Participation of 

other participa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