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7회 태양/우주환경을 연구하는 젊은 과학자 워크숍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워크숍 활동을 담은 기사를 공유하여 드립니다.
http://hellodd.com/?md=news&mt=view&pid=64169
다음과 같이 워크숍을 결산하여 안내하여 드립니다.
교통비 지원, 등록비 면제, 포스터 상을 받으시는 분은 필요한 정보를 2월 28일 전까지
보내주세요.
더 나은 워크숍을 위하여 아래 링크에서 간단한 설문을 해주세요.
https://goo.gl/forms/wldnBEA2gONz9UkE2
다음 워크숍 특별프로그램을 위해 아래 링크에서 능력자를 신고해주세요.
https://goo.gl/forms/VUHjmmrUCJvqooTz1
행사 사진은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un2us.net/workshop/7th/pictures/start
문의:
● 박종엽: parkjy@kasi.re.kr
● 이재옥: l joking@kasi.re.kr
참가자 (총 45명):
● 경희대: 김진현, 이하림, 정현진, 임다예, 박은수, 이시백, 유대중, 이강우, 장수정,
나현옥
● 천문연: 이재옥, 박종엽, 양태용, 양희수, 권용준, 김향표, 박근찬, 임은경, 김수진,
이종길,
● 충남대: 감호식, 문수인, 홍준석, 이재욱, 조은별, 이지호, 김나연, 김수연, 김정헌,
이원석, 정세헌
● 극지연: 이창섭, 김은솔, 권혁진, 함영배
● 충북대: 이승욱, 최경은, 왕희은, 유지현, 김주형
● 서울대: 강주형, 서민주, 이겨레, 김다나, 곽한나
후원:
● 기관: 한국천문연구원 태양우주환경그룹
● 개인: 임은경(180220), 박종엽(180222)
우수포스터 상:
● 최경은(충북대), 임다예(경희대), 홍준석(충남대), 김정헌(충남대)
●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1만원, 문자로 발송
● 3월 4일전까지 수령하지 못했을 경우 연락
교통비 지원:
● 유대중, 이시백, 왕희은, 김주형, 이승욱, 최경은, 유지현, 이재옥, 김진현, 박종엽,
김향표, 권용준, 박근찬, 김나연, 문수인, 이지호, 정세헌, 이원석, 이종길, 양태용,
양희수, 김수연

●
●

입금받을 은행 계좌번호 이재옥(ljoking@kasi.re.kr)에 회신
지원금액:
○ 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 (네이버 길찾기 기준, 시내교통비: 택시 기본료)
○ 44,000원 ~ 6,000원

등록금 면제
● 초청 프로그램을 진행해주신 분께 등록금을 면제해드립니다.
● 입금받을 은행 계좌번호를 이재옥(ljoking@kasi.re.kr)에 회신
● 졸업생발표: 권혁진, 서정준, 최종민
● 특별프로그램: 박종엽, 강주형, 이겨레
예산:
● 수입
○ 820,000원 - 일반등록 (41명)
○ 200,000원 - 후원등록 (2명)
● 지출
○ 236,000원 - 20일(43명), 21일(16명) 점심식사
○ 21,000원 - 21일(6명) 저녁식사
○ 40,000원 - 우수 포스터상 상품
○ 80,000원 - 초청프로그램 연사자 등록비 면제
○ 253,000원 - 교통비 지원(22명)
● 총 수입: 1,020,000원, 총 지출: 630,000원, 잔액: 390,000원
● 잔액은 다음 행사를 위해 이월함
○ 총 적립금: 900,270원 (기존 적립금 410,27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