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ICE2012 홈페이지(www.ice2012.org) 내에 Registration메뉴를 클릭하시면 등록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으로 연결됩니다. “From Korea” 버튼을 클릭하여 접속하십시오.

2) 회원가입 시 생성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로그인 하십시오. 
만약 처음 방문이시면 Sign up버튼을 눌러 회원가입을 먼저 진행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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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ign up”버튼을 누르시면 회원가입을 위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입력사항을 기입하신 뒤 저장버튼을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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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가입 페이지에서 “저장”버튼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MY PAGE로 이동합니다.
MY PAGE에서는 프로그램 별 등록상황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상단의 메뉴 중 “등록”버튼을 클릭하십시오. 
“등록”페이지에서는 등록 카테고리 선택 및 사교행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 시 입력하셨던 아이디를 확인하신 뒤 저장버튼을 눌러서 다음 과정을 진행해 주십시오.



3) 좌측 참가구분에서 본인의 등록 카테고리를 선택해 주십시오. 등록비는 등록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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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등록금액을 확인하시고 저장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등록 카테고리 비고

회원 곤충학자 혹은 곤충관련 분야에서 연구, 종사하고 있는 참가자

비회원 곤충학자가 아니거나 곤충분야와 깊은 관련이 없는 참가자

학생
대학, 대학원의 곤충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등록한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

학생으로 등록을 원하는 참가자
는 반드시 학생증을 등록사무국
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섹션 오거나이져 ICE2012의 섹션 오거나이져로 활동하고 있는 참가자

심포지엄
오거나이져, 스피커

심포지엄의 오거나이져, 스피커로 초청을 받은 참가자

일반 연사 일반 세션에서 구두, 포스터 발표를 하는 참가자

동반자
등록자의 가족 혹은 기타 관계로서 등록자와 함께 ICE2012에
참석하는 참가자로 동반자는 ICE2012의 모든 세션에 참석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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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동반자가 있으시다면 아래 과정을 따라 등록하십시오.



6

참석 하시고자 하는 사교행사를 선택해 주십시오. 그 후 버튼을 클릭하셔서 참가자 이름과
요청사항을 확인해 주십시오.

※ 사교행사의 장소 및 일시 등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등록페이지의 모든 선택사항을 저장하신 뒤 등록비 지불을 위하여 결제 페이지로 이동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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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금액을 확인하신 뒤 버튼을 누르셔서 결제방법을 선택해 주십시오.

결제하시고자하는프로그램을선택해주십시오.



2)-1. 신용카드 결제
카드종류를 선택하신 후 결제버튼을 클릭하여 주십시오.

결제 버튼을 누르시면 각 카드사의 안심클릭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안심클릭 과정을 거치셔야 결제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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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계좌송금
송금자의 이름과 송금예정일을 기입해 주십시오. 
원활한 확인을 위하여 송금자 이름은 등록자 이름과 동일하게 기입하여 주십시오. 
만약 등록자와 송금자명이 상이할 경우에는 사무국(ice2012_regi@ezpmp.co.kr)으로 반드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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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은행 수수료는 송금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