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1_ 스코틀랜드 식문화 일정

스코틀랜드 식문화기행 일정(안)
담당 : 하나투어

강남구청점 신혜원 실장 휴대전화 : 010-4433-2781

35-766

1. 단체명

강남구 청담동 41-2 금하빌딩 아케이드 내 B1

스코틀랜드 식문화기행 6일

2. 여행기간

2018년 08월 21일(화) ~ 2018년 08월 26일(일) (4박6일)

3. 이용항공

KL – KLM 네덜란드 항공

4. 여행인원

20~24 명 + 현지가이드 (인솔자 미동반)

(예정 항공스케줄 일정표 참고)

성인1인 : \ 3,450,000 (21~24명 기준)
5. 상품가격

성인1인 : \ 3,550,000 (18~20명 기준)
6. 여행조건( ■ 포함 □ 불포함 )
숙박
(2인1실기준)
식사

* 4성급 Hotel

★★★★

■ 조식 (호텔식)

■

관광
차량 (현지교통)

현지가이드&기사 TIP

해외여행자보험

쇼핑

포함

■ 포함

■

포함

■ 중식

□ 불포함

□

(4박) (Jurys Inn)

■ 석식

<일정 내 관광지, 박물관 등>

불포함 <대형 관광 버스

□

(현지식)

불포함

기준>

(식당 테이블 TIP 별도)

■ 포함

□ 불포함 <최고보상한도액: 1억원>

□포함

■불포함

* 환율 및 유가 변동에 따라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유류세 5월기준)
* 항공 및 호텔 상황 그리고 예약하시는 시점에 따라 요금은 변동될수 있습니다.
기타조건

* [성인 24명]으로 책정된 비용으로,인원 변동 시 상품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현금결제 기준으로 카드결제시 판매가 3% 인상됩니다.
* 불포함 – 일정외 추가 입장료, 기타 개인경비 및 매너팁
객실 1인실 사용 추가요금 -

받으시는분

PARTY NAME

보내는 사람
포함사항

인
◆ 전 일정 1,2급 호텔 (4박_2인1실)

원

400,000원(1인)
스코틀랜드 식문화기행 6일
성인 24명 + 현지가이드 <단독행사>

( Jurys Inn Hotel)

◆ 전 일정 식사포함 (호텔 조식, 중/석식은 현지식, 일반식 기준으로 특식 등에 추가요금 발생합니다)

◆ 전용차량 및 기사 (일비 및 팁)
◆ 한국인 가이드 (일비 및 팁)
◆ 관광지 입장
불포함사항
특
일 자

◆ 식당 물값, 매너팁 및 기타 개인 경비는 별도입니다

징
지 역
인

교통편

시 간

KL856

00:55

인천 출발 / 암스텔담 향발

05:05

암스텔담

도착하여 연결편으로

08:00

암스텔담

출발 / 글래스고 향발

천

주

요

정

식 사

8/20(월) 21:55 인천 국제 공항 집결

KL1741
글래스고

08:30

글래스고 도착하여 가이드와 미팅
*로몬드 호수(Loch Lomond)로 이동

제1일

일

로몬드호수

(55km,1h)

스코틀랜드 북쪽 광활한 대자연을 만날 수 있는 하이랜드(Highland)의
가장 크고 아름다운 로몬드 호수 관광

8/21

글래스고로 귀환 (55km, 1h)

(화)
글래스고

조: 기내식
중: 현지식
석: 현지식

*위스키 증류소 방문*
스코틀랜드 대자연의 풍광과 어우러져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몰트위스키의 생산과정을 돌아보고 테이스팅하는 견학프로그램
*스코틀랜드 전통식 식사*(중/석 중 1회)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 주리스 인(Jurys Inn) 호텔 또는 동급

글래스고

전용차량

호텔 조식 후 가이드 미팅
*스털링으로 이동(45km,40m)

스털링

영화 ‘브레으하트’의 배경, 오랜 스코틀랜드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
스털링 성 (Stirling Castle)
스코틀랜드의 중요한 요새 『스털링 성』내부관람
* 스코틀랜드 메리 여왕이 어린시절을 지냈던 성이며 대관식이
거행되었던 곳.

스코틀랜드의 가장 웅장한 성이라는 찬사도

받고있습니다.
제2일

퍼 스

퍼스로 이동(60km, 1h)

조: 호텔식

8/22

15세기까지 스코틀랜드 왕국의 수도로 번영했던 도시

중: 현지식

(수)

스콘 성

석: 현지식

스코틀랜드 왕궁의 토지여서 수많은 국왕의 전설로 가득한 곳으로
국왕의 대관식에서 사용하는 ‘운명의 돌(스콘의 돌)이 있던 곳이다.
13세기 잉글랜드의 에드워드1세에게 빼앗겼던 것을 1996년에
스코틀랜드로 다시 반환받았다.
글래스고
퍼스관광후 글래스고 귀환 (100km, 1h30m)
*스코틀랜드 전통식 식사*(중/석 중 1회)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 주리스 인(Jurys Inn) 호텔 또는 동급
글래스고

전용차량

호텔 조식 후 가이드 미팅
<공식행사 – EKC2018 09:00-10:40>
The Strathclyde Technology and Innovation Centre,
99 George St, Glasgow G1 1RD, United Kingdom

제3일

조: 호텔식

8/23

글래스고 시내관광

중: 현지식

(목)

조지광장, 글래스고 대성당

석: 현지식

*윌로우티룸 – 애프터눈 티 점심
(https://www.willowtearooms.co.uk)
*캘빈글로브 박물관& 미술관,
1901년에 세워진 박물관으로 회화에서 자연사,민속학, 고고학 등

광범위한 분야의 소장품으로 유명하지만 렘브란트,보티첼리,모네,피카소
등 대중적 인기가 많은 화가의 작품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라이트 하우스
글래스고 출신 매킨토시가 완성한 건물로 스코틀랜드의 디자인&건축
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옥상에서는 글래스고를 조망할 수 있다.
*네크로폴리스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 주리스 인(Jurys Inn) 호텔 또는 동급
글래스고

전용차량

09:00 호텔 조식 후 가이드 미팅
*에딘버러 (Edinburgh) 로 이동 (80km, 1h30m)

에딘버러

스코틀랜드 왕국의 옛 수도. 스코틀랜드인들의 긍지와 자존심을 볼 수
있는 도시
에딘버러의 랜드마크 에딘버러 성 (내부 관람)
* 바위산 위에 세워진 요새, 과거 스코틀랜드왕의 대관식때 사용되었던

제4일
8/24
(금)

운명의 돌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조: 호텔식

중세의 건축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에딘버러 구도심 관광

중: 현지식

스코틀랜드의 대문호 월터스콧경의 기념탑 『스콧 기념탑』

석: 현지식

귀족들만 지나갈 수 있었다는 왕가의 전용도로로 이용된『로얄마일』
왕관모양의 지붕이 독특한 『성자일스 성당』(외관)등 관광
21:00 글래스고로 이동 (80km,1h30m)
글래스고

22:30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 주리스 인(Jurys Inn) 호텔 또는 동급

글래스고

전용차량

호텔 조식 후
10:00

유럽최대의 노천시장 바라스 마켓 (Barras Market) 방문
20세기초부터 시작된 노점과 실내에 다양한 숍과 펍이 어우러진

제5일

주말시장으로 글래스고의 일상과 활기를 느낄 수 있는 장소

8/25

14:00

(토)

KL1478
KL855

공항으로 이동(30km,40m)

16:55

글래스고

출발 / 암스텔담 향발

19:30

도착하여 연결편으로 환승

21:35

암스텔담 출발 / 인천 향발
HOTEL : 기내숙박

제6일
8/26
(일)

인 천

14:50 인천국제공항 도착
**안녕히 가십시오**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X

<지도보기>

**위스키투어 (글래스고-THE CLYDESIDE DISTILLERY)
ADD : The Old Pump House, Queen's Dock, 100 Stobcross Road, Glasgow G3 8QQ
WEB : http://www.theclydeside.com/

**유럽최대의 노천시장 바라스 마켓 (Barras Market) 방문
20세기초부터 시작된 노점과 실내에 다양한 숍과 펍이 어우러진 주말시장으로 글래스고의 일상과 활기를 느낄
수 있는 장소

**Hotel – Jurys Inn
2003년도에 새로 개관한 호텔로 글래스고우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앙역과 인접하여 이동이 편리 할뿐만
아니라 주요 쇼핑 거리, 스코틀랜드 전시회장이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인트 에노크센터 및 아가일
아케이드에 도보로 이동할 수 있고

컨퍼런스 센터로의 이동이 쉬워 비즈니스와 관광 모두에 적합합니다.

에어컨이 설치된 321개의 객실에는 평면 TV도 갖추어져 있어 편하게 머무실 수 있습니다. 무료 무선 인터넷도
지원되며 위성 프로그램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샤워 및 욕조 시설을 갖춘 전용 욕실에는 무료 세면용품 및
헤어드라이어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편의 시설/서비스로는 금고 및 책상 등이 있으며 객실 정돈 서비스는 매일
제공됩니다.

**애프터눈 티(Afternoon Tea) at Willow Tea Rooms
19세기 영국 귀족사이에서 시작된 생활문화의 하나로 차와 다과를 먹으며 생화의 여유를 추구하는 사교적인
행사가 되었습니다. 영국 만이 아니라 전세계로 확산된 애프터눈 티 문화는 각종 빵과 디저트류가 올려져있는
트레이와 따뜻한 차를 함께 즐깁니다. 글래스고의 천재 건축가이자 디자이너인 찰스 매킨토시가 디자인한
건물에 위치한 윌로우 티룸은 스코틀랜드의 식문화와 건축예술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소입니다.

■ EKC2018 등록 및 포스터발표 접수 안내 ■
EKC2018 | EU-Korea Conference on Science & Technology

[시 기] 2018년 2018년 8월 23일(목)
[장 소] Technology and Innovation Centre, Univ. of Strathclyde, 영국/스코틀랜드
글래스고
[주 제] Science, Technology and Humanity: Portal 4 Industry
* 포스터 Presentation 시간: 8/23(목) 전시 시간 09:00-18:00
8/23(목) 연회 이후 찾아가지 않은 포스터는 자동 폐기
우리 참여 가능 분과 : LSH : Life Science and Health : 23일

1

EKC 등록 안내

http://www.ekc2018.org/

등록 정보: http://www.ekc2018.org/page/registration/ekcguideline

Registration fees for general participants are:
◾Full conference participation ◦Early bird registration: 500 GBP (by Bank Transfer) / 520 GBP (by
Credit Card)
◦Regular participation: 600 GBP (by Bank Transfer) / 620 GBP (by Credit Card)

◾One day participation ◦ 320 GBP (by Credit Card) → 6월 15일 이전 등록 시 적용 가격
◦Regular participation: 300 GBP (by Bank Transfer) / 310 GBP (by Credit Card) → 5월 15일 이후 등록
시 적용 가격

1. You may check total amounts of fee in advance, which includes registration fees of registration
and other programmes. This can be checked on the EKC registration system without providing
personal information there.
2. If you would like to pay the full registration fee by credit card, please directly contact with EKC
2018 Administrator via registration@ekc2018.org
3. EKC 2018 Administrator will examine your registration. You are able to check your successful
registration on the registration system and also a confirmation email will be sent to you.

등록 진행: http://www.ekc2018.org/page/registration/ekcregistration

2

EKC 포스터초록 (Paper)제출안내

http://www.ekc2018.org/page/registration/papersubmission

Guideline for Abstract Preparation and Submission
Account generation
[1단계: Account 형성, 등록 사이트에서 ID와 PW 설정]
Please create your account on the submission system to submit an abstract. Once your account is generated, it will
be used for both the registration for abstract submission and the EKC 2018 conference. Note that authors should
register for the conference and abstract submission separately.

초록 접수 (Abstract submission)
[2단계: 등록사이트 STEP6에서 초록 업로드]

1. The submission system requires the following contents:

§

Title

§

Subject group (multiple choice is possible)

§

Name of authors (the presenting author should be indicated with the presenter’s email address)

§

Affiliation (with city and country) of authors

§

Abstract (minimum 300, maximum 400 words)

§

Keywords (5 keywords required)

§

Short biography of the main authors (maximum 500 characters including spaces)

§

In case you come to present a poster (the decision between oral and poster presentations will be announced in
due course), please select whether you would like to participate in the Poster Award Competition

2. Abstracts should be written in English.
3. Authors will be notified of their submission confirmation via email once the submission is comple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