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 자원 배양기술 및 장기안전보존 Workshop 참가자 통보
생물자원센터에서 개최하는 [제 44회 생물 배양기술 및 장기안전보존
Workshop]에 참가 신청하여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를 본 행사에
모시게 되었음을 통보 드립니다.
1. 입금일 : 2019년 9월 3일(화) ~ 9월 6일(금)
◎ 9월 6일까지 참가비 납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대기자분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진행되오니,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2. 참가비 : 150,000 원 (부가세 포함)
◎ 무통장 입금시 계좌번호: 국민은행 유성지점 461-01-0184-770
(예금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카드결제 : 홈페이지(http://kctc.kribb.re.kr) 좌측 하단 KCTC 행사안내 클릭 후 하단
워크샵 참가 신청(결제) 하기 클릭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계산서 발급 원하시는 분께서는 귀 기관의‘사업자등록증’을 팩스나 이메일로
(팩스: 063-570-5609/ 이메일: yeon9851@kribb.re.kr )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원칙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 시기에 따라 가산세가 부여될 수 있으니 입금 즉시
발행 요청 부탁드립니다.)

◎ 사업자 등록증을 보내주실 때에는 상단에 “워크샵 참가(참석자 성함)”라는 문구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메일 주소를 꼭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카드 결제시 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으며, 카드결제 후 신용카드매출전표 출력 가능합
니다.

4. 수료증
수료증은 workshop 개최하는 당일 드립니다.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교통
○ 정읍역 : 시내버스 264-1번, 264번 (신정사거리, 금구정류장 하차), 소요시간 40분
(아래 첫 차 시간 확인)
○ 정읍역 : 택시 만원 내외
○ 정읍시외버스터미널 : 택시 만원 내외
※ 기타 위치 및 생물자원센터 안내는 아래 지도를 참고해 주세요.
(워크샾 장소: 생물자원센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 분원 본관동 1층 대회의장)
※ 다른 문의 사항은 전화 또는 메일로 연락 주십시오.
담당자 :김소연, 내선번호 :063-570-5603, E-mail :yeon9851@kribb.re.kr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

생물자원센터(본관동) 조감도

※ 정읍역(정읍시외버스터미널)에서 시내버스 이용방법

1. 264-1번 버스 : 정읍역 → 정읍역 정류장 승차 → 신정사거리 정류장 하차 (약 40분 소
요/첫차 : 7시 52분)
2. 264번 버스 : 정읍역 → 정읍역 정류장 승차 → 금구 정류장 하차 (약 40분 소요 / 첫차
: 9시 10분)
*

배차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서 첫차 시간만 안내해드립니다.

(정읍 시내버스 사정상 배차 간격이 정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차가 아닌 정읍역이나 정읍시외버스터미널에서 연구소로 오시는 분들은
택시를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저희 생물자원센터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 분원 본관동이며,
1층 대회의실입니다.

워크샵 장소는 본관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