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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공동 롯데 호텔

ICEF GmbH
Am Hofgarten 9
53113 Bonn, Germany

Tel: + 49 228 201 19 0
Web: www.icef.com

서울시 중구 을지로 30, 
우편번호 04533

전화 +82 2 759 7547 / +82 10 7226 5815 
  
웹사이트  ►www.lottehotel.com/seoul/en/

http://www.icef.com/
https://www.berlin.intercontinental.com/
http://www.lottehotel.com/seou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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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숙박 (지방에서 참석하시는 분들께 숙박 제공) 

서울 명동 프레지던트 호텔
원활한 행사 참석을 위해 - ICEF에서는 지방에서 참석하시는 유학원 대표자분을 
위해 서울 명동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2019년 2월 26일부터 2월 28일까지 2박 3일 
숙박을 제공합니다. 2월 27일 행사는 9시 30분부터 19시까지 참석하시면 됩니다. 
호텔 예약 확인서는 행사 4주 전에 발송받으시게 됩니다. 

예약된 숙박 일정보다 일찍 체크 아웃을 원하실 경우  ►에이전트 약관에 
따라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통보 없이 호텔을 이미 예약된 일정보다 
일찍 체크 아웃 하실 경우 128,000 원 (세금 포함)의 벌금이 체크아웃 하실 때 
신용카드에서 공제됩니다.

호텔 숙박 비용 이외의 미니바, 세탁, 룸서비스 기타 모든 비용은 체크인 하실 때 
제시하신 본인의 신용 카드에서 공제됩니다.

체크-인 / 체크-아웃
체크-인은 14:00 시부터 가능하며 체크-아웃은 11:00시까지 입니다.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16  
전화  +82 2 3705 4285 
핸드폰 + 82 10 3782 5844
웹사이트 ►www.hotelpresident.co.kr

미팅 스케줄

행사 전에 학교들과 미리 스케줄 잡기  

행사 6주 전부터 마콤 eSchedule Pro 를 통해 온라인 상에서 스케줄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eSchedule PRO (►www.marcom-education.com) 는 
학교가 위치한 지역과 프로그램 또는 학교 프로그램이나 행사 등록일에 
따라 원하시는 학교를 선택하실 수 있으시며 개별화된 미팅 제안서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 약관에 따라 행사 전에 온라인 상에서 최소 12개의 학교들과 
미팅을 잡으셔야 합니다. 온라인 상에서 스케줄을 미리 잡으실 수 있는 
기간은 한국 시간으로 2월 24일 9시까지 입니다.

eSchedule PRO 를 처음 사용하실 경우  ►Getting Started Information 와
►Scheduling Meetings – Useful Hints & Tips 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보로 1분 거리

http://www.icef.com/agent-terms-and-condition-roadshow/
http://www.hotelpresident.co.kr/main/
https://ibis.ambatelen.com/myeongdong/main.amb
http://www.marcom.eschedulepro.com/
http://www.icef.com/agent-terms-and-condition-roadshow/
http://www.icef.com/wp-content/uploads/sites/27/2015/07/eSchedule_PRO_FAQ_agents.pdf
http://www.icef.com/wp-content/uploads/sites/27/2015/07/Agent_Scheduling_Procedure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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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에서 직접 스케줄 잡기  
행사 시작 전까지 미팅을 모두 잡으시지 못하셨을 경우, 혹은 더 많은 미팅을 
원하실 경우, 행사 당일인 2월 27일 08:30부터 09:30까지 행사장에서 학교 
대표자분들과 직접 만나 추가로 미팅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행사 책자

회사 소개문

eSchedule PRO 온라인에 로그인하시면 시스템에서 회사 
소개문이나 회사 정보 수정을 원하시는지 질문받으시게 
됩니다. 회사 소개문을 수정 및 입력하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행사 책자 발간할 때 그리고 학교들이 미팅을 
제안할 때, 여기에 기재된 회사 소개문을 바탕으로 하시기 
때문에 회사 소개문을 수정 및 입력하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 유학원에서 두 분이 참석하시고 행사 책자에 
두 분의 사진 입력을 원하실 경우, 두 사진을 귀하의 프로필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사진은 JPEG 형태로 올리셔야 최고 해상도가 가능합니다(최대 
용량은 4MB). 사진을 올리실 때 참가자의 성함을 파일명에 
기재하세요. 다른 형식의 사진은  ►image converter 에서 
바꾸실 수 있습니다.

2019년 2월 8일까지 회사 소개문과 사진을 업로드해 주시길 
바랍니다. 

간식과 점심

2월 27일 08:30분부터 09:30분, 11:00부터 11:30분까지, 16:00시부터 16:30
분까지 간식이 제공되며, 커피와 차 와 같은 음료는 지속적으로 제공됩니다. 
점심은 13:00시부터 14:00시까지 사파이어 볼륨 4에서 제공됩니다.

https://www.coolutils.com/online/image-conve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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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리셉션

저녁 만찬으로 초대합니다:

저녁 리셉션

2019년 2월 27일 수요일 19:30분부터 21:30분까지 2층 에메랄드 연회장에서 개최됩니다.

서울 행사에 대해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주저 없이 문의해 주세요. 

서울 행사에 대해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주저 없이 문의해 주세요. 

서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yumi Henke-Tokushige

더 자세한 내용은 
►행사 프로그램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Keio Plaza Hotel, Tokyo & Lotte Hotel, Seoul • February 25 - 27, 2019

For international educators and quality, pre-screened student recruitment agents 
from Japan & Korea

ICEF Japan - Korea Agent Roadshow

Roadshow Programme

Monday, February 25, 2019 (Tokyo)
08:30 - 09:30   Meeting hall opens; Registration & welcome coffee      Hana (4th Floor)
09.30 - 11:00  Business meetings (3 x 30 minutes)        Hana 
11:00 - 11:30   Coffee break          Hana
11:30 - 13:00   Business meetings (3 x 30 minutes)        Hana
13:00 - 14:00  Lunch          Ohgi (4th Floor)
14:00 - 16:00  Business meetings (4 x 30 minutes)        Hana
16:00 - 16:30   Coffee break          Hana
16:30 - 19:00   Business meetings (5 x 30 minutes)        Hana
19:30 - 21:30   Dinner reception          Ohgi

Tuesday, February 26, 2019 (Tokyo - Seoul)
Travel to Seoul*
18:00  Cultural performance and group dinner at Korea House* 
*At an additional cost
     

Wednesday, February 27, 2019 (Seoul)
08:30 - 09:30   Meeting hall opens ; Registration & welcome coffee   Sapphire Ballroom Foyer (3rd Floor)
09:30 - 11:00   Business meetings (3 x 30 minutes)     Sapphire Ballroom
11:00 - 11:30   Coffee break           Sapphire Ballroom Foyer
11:30 - 13:00   Business meetings (3 x 30 minutes)     Sapphire Ballroom 
13:00 - 14:00   Lunch       Sapphire Ballroom 4
14:00 - 16:00   Business meetings (4 x 30 minutes)     Sapphire Ballroom
16:00 - 16:30   Coffee break       Sapphire Ballroom Foyer
16:30 - 19:00   Business meetings (5 x 30 minutes)     Sapphire Ballroom 
19:30 - 21:30   Dinner reception       Emerald Room (2nd Floor) 
Sponsors

 Published by ICEF GmbH, Am Hofgarten 9, 53113 Bonn,  Germany  •  Tel + 49 228 201 19 0  •  Fax + 49 228 201 19 44
   @icefmonitor         ICEF GmbH           ICEF           ICEF GmbH           contact@icef.com       ►   www.icef.com

 행사 당일 등록 절차

2019년 2월 27 일 수요일 08:30부터 소공동 롯데 호텔 3층 사파이어 볼륨 
앞에 설치된 ICEF 데스크에서 등록해야 하며, 등록 시 행사 출입증과 미팅 
스케줄과 책자 등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 행사는 초청받으신 분들만 출입이 가능한 행사로 출입증이 없으신 분들은 
참가하실 수 없습니다. 같은 이유로 가족이나 친구분들도 행사장에 출입은 
불가능합니다

저희 ICEF 행사에 처음 참가하실 경우 ►ICEF행사 절차: 첫 참가자를 위한 
지침서 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www.icef.com/wp-content/uploads/2018/12/jk_2019_roadshow_programme.pdf
http://www.icef.com/wp-content/uploads/2018/12/jk_2019_roadshow_programme.pdf
http://www.icef.com/wp-content/uploads/sites/27/2015/07/Agent_Workshop_Procedures.pdf
http://www.icef.com/wp-content/uploads/sites/27/2015/07/Agent_Workshop_Procedures.pdf
http://www.icef.com/wp-content/uploads/sites/27/2015/07/Agent_Workshop_Procedures.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