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숙소
온라인으로 애들레이드 벨로시티 글로벌 총회 2014에 참가신청을 하시면 다양한 숙소 옵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컨퍼런스를 위해 특별 숙소 요금이 협상되었으며, 컨퍼런스 기간 이외에도 특별 요금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용가능성에 따라 결정됨). 특별가로 숙소를 이용하기 원하시면, 아래 정보를 주의깊게 읽은 후 온라인 
참가신청서의 숙소 예약란을 작성하십시오.

숙소 예약은 2014년 4월 21일 오후 4시 (호주동부표준시간)까지 확정해야합니다. 마감 시간 이후에는 호텔이나 
숙소 예약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예약하셔야 합니다.

선택 가능 숙소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예약 약관을 보시려면 컨퍼런스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웹사이트: 
www.velo-city20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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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참가등록 상품
컨퍼런스 호텔들 중 한 곳에서 제공하는 숙소 이용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컨퍼런스 기간 중 룸 하나로 제한됨)

추첨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조기 참가등록 마감일 전에 등록과 지불을 완료해야 합니다.

지금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주와 애들레이드 시에서 자전거와 관련해 흥미로운 시간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으며,애들레이드 시의회와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주정부는 애들레이드를 
남반구 최고의 자전거 도시로 만들고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애들레이드 벨로시티 글로벌 총회 2014 (AdelAide Velo-city GlobAl 2014)
애들레이드 벨로시티 글로벌 총회 2014는 세계 최고의 국제 자전거 정책계획 컨퍼런스입니다.

4일간 진행되는 특별한 본 행사는 자전거를 위한 축제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파견 대표들이 자전거 친화 
도시 창출 및 유지 방법들을 논의하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1980년 이래로 코펜하겐, 파리, 더블린, 브뤼셀, 바르셀로나, 뮌헨, 몬트리올, 밴쿠버, 비엔나 등지에서 컨퍼런스가 
개최되었습니다. 애들레이드 벨로시티 글로벌 총회 2014는 최초로 북반구 이외의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입니다. 

많은 도시에서 자전거와 관련된 전문지식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이 증가하는 요구를 충촉하기 위해 
ECF가 2010년에 벨로시티 글로벌 컨퍼런스 시리즈를 수립하였습니다. 벨로시티 글로벌 총회의 목표는 6개 대륙의 
기여와 참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컨퍼런스의 구조와 프로그램은 국제 상황을 이용하여 개발되었습니다. 바로 
이점이 벨로시티 컨퍼런스 시리즈와 차별화되는 특징입니다. 벨로시티는 국제적인 안목을 가지고 개발되었지만, 
유럽이나 당시 개최국에 주로 초점을 맞춥니다.

www.Velo-city2014.com | @VelocityAdel

주요 일자
현재
참가등록 접수 
초록 제출 접수

2013년 10월 11일 
초록 제출 마감

2014년 2월 17일  
조기 참가등록 마감일 

2014년 4월 21일 
정규 참가등록 마감일 
숙소 예약 마감 

2014년 4월 22일
후기 참기등록 시작

2014년 5월 27-30일 
애들레이드 벨로시티 글로벌 총회 2014

참가신청 

조기 참가신청

마감일: 

2014년 2월 17일

정규 참가신청

개시일: 2014년 2월 18일 

마감일: 2014년 4월 21일 

후기 참가신청

개시일: 2014년 4월 22일

풀타임 파견 대표 (호주 및 뉴질랜드) AUD1,110.00 AUD1,265.00 AUD1,490.00

풀타임 국제 파견 대표 AUD943.50 AUD1,075.25 AUD1,266.50

풀타임 연설자 (호주 및 뉴질랜드) AUD832.50 AUD948.75 AUD1,117.50

풀타임 국제 연설자 AUD777.00 AUD885.50 AUD1,043.00
풀타임 학생 AUD550.00 AUD600.00 AUD650.00

일일 파견 대표 

(화요일, 수요일 혹은 목요일)
AUD450.00 AUD500.00 AUD550.00

명시된 모든 가격은 호주 달러이며, 10%의 재화용역세 (Goods and Services Tax:GST)가 포함된 액수입니다. 등록된 
호주 사업체는 GST를 매입세금공제 (Input Tax Credit:ITC)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담당 학과장의 서명이 
담긴 서신을 이메일로 (registration@velo-city2014.com)제출하여 학생 신분을 반드시 증명해야 합니다. 

포함내역

풀타임 파견 대표 및 연설자 참가등록
 • 컨퍼런스 세션 입장
 • 컨퍼런스 전시회 입장
 • 오전 오후 간식과 점심식사
 • 컨퍼런스 환영 리셉션 참가 티켓 1매
 • 컨퍼런스 디너 티켓 1매
 • 컨퍼런스 핸드북, 포켓 프로그램 및 자료

일일 파견 대표
 • 지정된 날에 컨퍼런스 세션 입장
 • 컨퍼런스 전시회 입장
 • 지정된 날에 오전 오후 간식과 점심식사
 • 컨퍼런스 핸드북 및 자료

*환영 리셉션과 컨퍼런스 디너 참가를 위한 티켓은 
추가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풀타임 학생 참가등록
 • 컨퍼런스 세션 입장
 • 컨퍼런스 전시회 입장
 • 오전 오후 간식과 점심식사
 • 컨퍼런스 환영 리셉션 참가 티켓 1매
 • 컨퍼런스 핸드북, 포켓 프로그램 및 자료

*컨퍼런스 디너 참가를 위한 티켓은 추가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
이용약관을 보시려면 컨퍼런스 웹사이트에 
방문하십시오. 웹사이트: www.velo-city2014.com 

자세한 정보
참가신청이나 최신 정보 수신을 원하시면 웹사이트 
www.velo-city2014.com에 방문하시거나 트위터 계정 

@VeloCityAdel을 확인하십시오.

A 애들레이드 컨벤션 센터

B 인터컨티넨탈 애들레이드

C 머큐리 그로버너 애들레이드

D 오크스 앰버시

E 오크스 호라이즌스

F 로얄 애들레이드 하스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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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레이드 벨로시티 글로벌 2014
컨퍼런스 그 이상입니다…

mailto:registration%40velo-city2014.com?subject=Registration
http://www.velo-city20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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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환경 설정 – 장소 및 공간 
 • 우리 도시 조경이 반영해야 할 가치들은 무엇인가? 
 • 사람들이 자전거 이용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도시, 교외, 타운, 공원 및 
건물들을 어떻게 설계하는가? 

 • 자전거가 보편화되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더욱 자주 이용하여 더욱 많은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공공 장소의 계획, 
설계 및 관리에 포함되어야 하는가?

중요한 현황 - 사람, 지역사회 및 교통
 • 사람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동기가 무엇인가? 
 • 정부, 지역사회 및 기업체들이 자전거 이용을 

지원하는 동기가 무엇인가? 
 • 더욱 지속가능한 생활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에 

우리는 거시적, 미시적 수준에서 어떻게 
대응하는가? 

 • 사람들은 어떤 경험을 원하며, 그 경험들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 

 • 우리는 가장 성공적인 결과를 창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 및 지역사회들과 어떻게 소통하는가?

미래를 위한 축제 - 문화적 변화
 • 어떤 문화적 변화가 요구되는가? 
 • 우리는 어떻게 그 변화를 창출하는가? 
 • 우리는 현재 발생하는 일들...제도, 신기술, 다양한 

지역사회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역동적인 순환과정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포착하는가? 

 • 실험정신, 의사표출, 개조 및 경제적 변형을 
장려하고 포용하는 사회적 풍토를 가진 창조적 
도시를 만드는 데 견실한 자전거 문화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컨퍼런스 정보
세가지 핵심 주제에 집중하여 논의가 진행될 것이며, 각 주제는 다양한 소주제들을 통해 고찰될 것입니다.

소주제
사실 정보
 • 더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면 더 나은 

미래가 올 것이라고 확신하는 우리의 근거가 
무엇인가? 

 • 혜택이 무엇이며, 누구에게/무엇에 이득이 되는가? 
 • 최선의 결과를 위한 최선의 결정을 어떻게 

내리는가? 어떤 점이 달라질 것인가?

리더십
 • 성과를 거두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 다양한 수준의 정부기관과 지역사회, 심지어는 뜻이 

있는 개인으로부터 리더십이 나올 수 있습니다. 
비전, 열정 및 의사소통 능력은 모두 리더십의 
요소입니다. 

 • 차기 챔피언들은 누구인가? 
 • 그들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 그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

정책, 전략, 계획 및 파트너십
 • 변두리 정책이었던 자전거 이용 정책을 어떻게 핵심 

정책으로 전환시켜왔는가? 
 • 자전거 교통수단분담률을 성공적으로 증가시킨 

국가들은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한 정책들을 갖추고, 
관련 정부기관들 간의 교차 통합을 이루어왔으며, 
자전거 관련 인프라와 교육에 상당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창조성 및 혁신
 • 새로운 아이디어 및 적용: 평범한 사고의 틀을 

벗어나고, 기존의 패러다임에 도전하며, 색다른 
사고방식을 두려워하지 않고, 상식 밖의 아이디어에 
가치를 두면 혁신적인 해결안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요
프로그램 개요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종 프로그램 
내역은 2014년 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2014년 5월 27일, 화요일
0700–1700 시 등록

0700–1700 시 전시회 개장

0800–0900 시 개회식

0900–1700 시 세션

1800–1930 시 환영 리셉션

2014년 5월 28일, 수요일

0700–1700 시 등록

0700–1700 시 전시회 개장

0800–1700 시 세션

1800–2330 시 컨퍼런스 디너

2014년 5월 29일, 목요일
0700–1700 시 등록

0700–1700 시 전시회 개장

0800–1700 시 세션

1800–2000 시 사교 연회 

2014년 5월 30일, 금요일

0800–1700 시 투어 및 워크샵

초록 제출
제출 마감일: 2013년 10월 11일
애들레이드 벨로시티 글로벌 총회 2014는 컨퍼런스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이 행사는 자전거를 위한 
축제가 될 것입니다. 이 행사에서는 자전거 이용의 
장점에서부터 자전거 이용에 대한 강력한 지원이 
안전하고 활기찬 도시, 복원력 있는 경제, 건강한 
사회를 창출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논의할 
것입니다.  

자전거를 위한 축제는 아래와 같은 세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 환경 설정 - 장소 및 공간
 • 중요한 현황 - 사람, 지역사회 및 교통
 • 미래를 위한 축제 - 문화적 변화

저희는 2013년 10월 11일, 금요일까지 귀하의 초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록을 제출하기 전에 초록 준비 지침을 주의깊게 
읽어보십시오. 반드시 올바른 형식으로 제출된 초록만 
수락할 수 있습니다. 

초록 제출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 초록 준비 지침 
원문과 템플릿을 원하시면 컨퍼런스 웹사이트  

www.velo-city2014.com에 방문하십시오.

파견 대표 프로파일

행사장
다수의 수상 경력이 있는 애들레이드 컨벤션 센터는 국제적으로 탁월한 평가를 받고 있으며, 세계 최고의 컨벤션 
센터 중 하나로 꾸준하게 선정되어왔습니다.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 명성은 우수한 상품, 세계 수준의 설비, 
탁월한 수준의 지속적인 유지를 바탕으로 합니다.

애들레이드 컨벤션 센터는 도심 토렌스 강변에 자리잡고 있으며, 도보로 몇 분만 나가면 필요한 것을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컨퍼런스 그 이상입니다.
애들레이드 벨로시티 글로벌 총회 2014는 컨퍼런스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역사회 행사 및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애들레이드,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애들레이드는 벨로시티 글로벌 총회 개최를 위해 완벽한 
장소입니다. 애들레이드는 최근 호주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이자*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5대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수림으로 둘러싸인 넓은 도로들, 호주에서 가장 잘 
보존된 문화유산 건축물들, 멋진 공원들과 광장들, 격조 
있는 문화재와 공공예술을 갖춘 애들레이드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와인생산 지역들의 
중간 지대에 위치한 애들레이드는 미식과 와인을 
즐기는 분들에게 다른 곳에서는 맛볼 수 없는 경험을 
제공해드립니다. 애들레이드에 있는 700개 이상의 
레스토랑, 바, 카페 중 몇 곳을 방문해보세요. 가족 대대로 
내려온 호주에서 가장 전통있는 초코렛 제작 상점에서 
맛있는 초코렛을 시식해보세요. Rundle Mall에서는 작은 
부티크 상점들부터 백화점까지 다양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Central Market에서는 오감이 즐거워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 My City: 사람들의 선택, 호주 부동산 카운슬 조사(Property 
Council of Australia Survey)  
**살기 좋은 도시 보고서 (Global Liveability Report), 이코노미스트

예상되는 주제별 파견 대표 참가 수 (목표 800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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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환경 설정 – 장소 및 공간 
 • 우리 도시 조경이 반영해야 할 가치들은 무엇인가? 
 • 사람들이 자전거 이용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도시, 교외, 타운, 공원 및 
건물들을 어떻게 설계하는가? 

 • 자전거가 보편화되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더욱 자주 이용하여 더욱 많은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공공 장소의 계획, 
설계 및 관리에 포함되어야 하는가?

중요한 현황 - 사람, 지역사회 및 교통
 • 사람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동기가 무엇인가? 
 • 정부, 지역사회 및 기업체들이 자전거 이용을 

지원하는 동기가 무엇인가? 
 • 더욱 지속가능한 생활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에 

우리는 거시적, 미시적 수준에서 어떻게 
대응하는가? 

 • 사람들은 어떤 경험을 원하며, 그 경험들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 

 • 우리는 가장 성공적인 결과를 창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 및 지역사회들과 어떻게 소통하는가?

미래를 위한 축제 - 문화적 변화
 • 어떤 문화적 변화가 요구되는가? 
 • 우리는 어떻게 그 변화를 창출하는가? 
 • 우리는 현재 발생하는 일들...제도, 신기술, 다양한 

지역사회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역동적인 순환과정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포착하는가? 

 • 실험정신, 의사표출, 개조 및 경제적 변형을 
장려하고 포용하는 사회적 풍토를 가진 창조적 
도시를 만드는 데 견실한 자전거 문화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컨퍼런스 정보
세가지 핵심 주제에 집중하여 논의가 진행될 것이며, 각 주제는 다양한 소주제들을 통해 고찰될 것입니다.

소주제
사실 정보
 • 더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면 더 나은 

미래가 올 것이라고 확신하는 우리의 근거가 
무엇인가? 

 • 혜택이 무엇이며, 누구에게/무엇에 이득이 되는가? 
 • 최선의 결과를 위한 최선의 결정을 어떻게 

내리는가? 어떤 점이 달라질 것인가?

리더십
 • 성과를 거두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 다양한 수준의 정부기관과 지역사회, 심지어는 뜻이 

있는 개인으로부터 리더십이 나올 수 있습니다. 
비전, 열정 및 의사소통 능력은 모두 리더십의 
요소입니다. 

 • 차기 챔피언들은 누구인가? 
 • 그들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 그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

정책, 전략, 계획 및 파트너십
 • 변두리 정책이었던 자전거 이용 정책을 어떻게 핵심 

정책으로 전환시켜왔는가? 
 • 자전거 교통수단분담률을 성공적으로 증가시킨 

국가들은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한 정책들을 갖추고, 
관련 정부기관들 간의 교차 통합을 이루어왔으며, 
자전거 관련 인프라와 교육에 상당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창조성 및 혁신
 • 새로운 아이디어 및 적용: 평범한 사고의 틀을 

벗어나고, 기존의 패러다임에 도전하며, 색다른 
사고방식을 두려워하지 않고, 상식 밖의 아이디어에 
가치를 두면 혁신적인 해결안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요
프로그램 개요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종 프로그램 
내역은 2014년 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2014년 5월 27일, 화요일
0700–1700 시 등록

0700–1700 시 전시회 개장

0800–0900 시 개회식

0900–1700 시 세션

1800–1930 시 환영 리셉션

2014년 5월 28일, 수요일

0700–1700 시 등록

0700–1700 시 전시회 개장

0800–1700 시 세션

1800–2330 시 컨퍼런스 디너

2014년 5월 29일, 목요일
0700–1700 시 등록

0700–1700 시 전시회 개장

0800–1700 시 세션

1800–2000 시 사교 연회 

2014년 5월 30일, 금요일

0800–1700 시 투어 및 워크샵

초록 제출
제출 마감일: 2013년 10월 11일
애들레이드 벨로시티 글로벌 총회 2014는 컨퍼런스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이 행사는 자전거를 위한 
축제가 될 것입니다. 이 행사에서는 자전거 이용의 
장점에서부터 자전거 이용에 대한 강력한 지원이 
안전하고 활기찬 도시, 복원력 있는 경제, 건강한 
사회를 창출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논의할 
것입니다.  

자전거를 위한 축제는 아래와 같은 세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 환경 설정 - 장소 및 공간
 • 중요한 현황 - 사람, 지역사회 및 교통
 • 미래를 위한 축제 - 문화적 변화

저희는 2013년 10월 11일, 금요일까지 귀하의 초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록을 제출하기 전에 초록 준비 지침을 주의깊게 
읽어보십시오. 반드시 올바른 형식으로 제출된 초록만 
수락할 수 있습니다. 

초록 제출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 초록 준비 지침 
원문과 템플릿을 원하시면 컨퍼런스 웹사이트  

www.velo-city2014.com에 방문하십시오.

파견 대표 프로파일

행사장
다수의 수상 경력이 있는 애들레이드 컨벤션 센터는 국제적으로 탁월한 평가를 받고 있으며, 세계 최고의 컨벤션 
센터 중 하나로 꾸준하게 선정되어왔습니다.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 명성은 우수한 상품, 세계 수준의 설비, 
탁월한 수준의 지속적인 유지를 바탕으로 합니다.

애들레이드 컨벤션 센터는 도심 토렌스 강변에 자리잡고 있으며, 도보로 몇 분만 나가면 필요한 것을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컨퍼런스 그 이상입니다.
애들레이드 벨로시티 글로벌 총회 2014는 컨퍼런스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역사회 행사 및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애들레이드,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애들레이드는 벨로시티 글로벌 총회 개최를 위해 완벽한 
장소입니다. 애들레이드는 최근 호주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이자*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5대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수림으로 둘러싸인 넓은 도로들, 호주에서 가장 잘 
보존된 문화유산 건축물들, 멋진 공원들과 광장들, 격조 
있는 문화재와 공공예술을 갖춘 애들레이드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와인생산 지역들의 
중간 지대에 위치한 애들레이드는 미식과 와인을 
즐기는 분들에게 다른 곳에서는 맛볼 수 없는 경험을 
제공해드립니다. 애들레이드에 있는 700개 이상의 
레스토랑, 바, 카페 중 몇 곳을 방문해보세요. 가족 대대로 
내려온 호주에서 가장 전통있는 초코렛 제작 상점에서 
맛있는 초코렛을 시식해보세요. Rundle Mall에서는 작은 
부티크 상점들부터 백화점까지 다양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Central Market에서는 오감이 즐거워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 My City: 사람들의 선택, 호주 부동산 카운슬 조사(Property 
Council of Australia Survey)  
**살기 좋은 도시 보고서 (Global Liveability Report), 이코노미스트

예상되는 주제별 파견 대표 참가 수 (목표 800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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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온라인으로 애들레이드 벨로시티 글로벌 총회 2014에 참가신청을 하시면 다양한 숙소 옵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컨퍼런스를 위해 특별 숙소 요금이 협상되었으며, 컨퍼런스 기간 이외에도 특별 요금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용가능성에 따라 결정됨). 특별가로 숙소를 이용하기 원하시면, 아래 정보를 주의깊게 읽은 후 온라인 
참가신청서의 숙소 예약란을 작성하십시오.

숙소 예약은 2014년 4월 21일 오후 4시 (호주동부표준시간)까지 확정해야합니다. 마감 시간 이후에는 호텔이나 
숙소 예약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예약하셔야 합니다.

선택 가능 숙소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예약 약관을 보시려면 컨퍼런스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웹사이트: 
www.velo-city2014.com 

A

D E

B

C

F

조기 참가등록 상품
컨퍼런스 호텔들 중 한 곳에서 제공하는 숙소 이용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컨퍼런스 기간 중 룸 하나로 제한됨)

추첨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조기 참가등록 마감일 전에 등록과 지불을 완료해야 합니다.

지금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주와 애들레이드 시에서 자전거와 관련해 흥미로운 시간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으며,애들레이드 시의회와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주정부는 애들레이드를 
남반구 최고의 자전거 도시로 만들고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애들레이드 벨로시티 글로벌 총회 2014 (AdelAide Velo-city GlobAl 2014)
애들레이드 벨로시티 글로벌 총회 2014는 세계 최고의 국제 자전거 정책계획 컨퍼런스입니다.

4일간 진행되는 특별한 본 행사는 자전거를 위한 축제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파견 대표들이 자전거 친화 
도시 창출 및 유지 방법들을 논의하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1980년 이래로 코펜하겐, 파리, 더블린, 브뤼셀, 바르셀로나, 뮌헨, 몬트리올, 밴쿠버, 비엔나 등지에서 컨퍼런스가 
개최되었습니다. 애들레이드 벨로시티 글로벌 총회 2014는 최초로 북반구 이외의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입니다. 

많은 도시에서 자전거와 관련된 전문지식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이 증가하는 요구를 충촉하기 위해 
ECF가 2010년에 벨로시티 글로벌 컨퍼런스 시리즈를 수립하였습니다. 벨로시티 글로벌 총회의 목표는 6개 대륙의 
기여와 참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컨퍼런스의 구조와 프로그램은 국제 상황을 이용하여 개발되었습니다. 바로 
이점이 벨로시티 컨퍼런스 시리즈와 차별화되는 특징입니다. 벨로시티는 국제적인 안목을 가지고 개발되었지만, 
유럽이나 당시 개최국에 주로 초점을 맞춥니다.

www.Velo-city2014.com | @VelocityAdel

주요 일자
현재
참가등록 접수 
초록 제출 접수

2013년 10월 11일 
초록 제출 마감

2014년 2월 17일  
조기 참가등록 마감일 

2014년 4월 21일 
정규 참가등록 마감일 
숙소 예약 마감 

2014년 4월 22일
후기 참기등록 시작

2014년 5월 27-30일 
애들레이드 벨로시티 글로벌 총회 2014

참가신청 

조기 참가신청

마감일: 

2014년 2월 17일

정규 참가신청

개시일: 2014년 2월 18일 

마감일: 2014년 4월 21일 

후기 참가신청

개시일: 2014년 4월 22일

풀타임 파견 대표 (호주 및 뉴질랜드) AUD1,110.00 AUD1,265.00 AUD1,490.00

풀타임 국제 파견 대표 AUD943.50 AUD1,075.25 AUD1,266.50

풀타임 연설자 (호주 및 뉴질랜드) AUD832.50 AUD948.75 AUD1,117.50

풀타임 국제 연설자 AUD777.00 AUD885.50 AUD1,043.00
풀타임 학생 AUD550.00 AUD600.00 AUD650.00

일일 파견 대표 

(화요일, 수요일 혹은 목요일)
AUD450.00 AUD500.00 AUD550.00

명시된 모든 가격은 호주 달러이며, 10%의 재화용역세 (Goods and Services Tax:GST)가 포함된 액수입니다. 등록된 
호주 사업체는 GST를 매입세금공제 (Input Tax Credit:ITC)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담당 학과장의 서명이 
담긴 서신을 이메일로 (registration@velo-city2014.com)제출하여 학생 신분을 반드시 증명해야 합니다. 

포함내역

풀타임 파견 대표 및 연설자 참가등록
 • 컨퍼런스 세션 입장
 • 컨퍼런스 전시회 입장
 • 오전 오후 간식과 점심식사
 • 컨퍼런스 환영 리셉션 참가 티켓 1매
 • 컨퍼런스 디너 티켓 1매
 • 컨퍼런스 핸드북, 포켓 프로그램 및 자료

일일 파견 대표
 • 지정된 날에 컨퍼런스 세션 입장
 • 컨퍼런스 전시회 입장
 • 지정된 날에 오전 오후 간식과 점심식사
 • 컨퍼런스 핸드북 및 자료

*환영 리셉션과 컨퍼런스 디너 참가를 위한 티켓은 
추가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풀타임 학생 참가등록
 • 컨퍼런스 세션 입장
 • 컨퍼런스 전시회 입장
 • 오전 오후 간식과 점심식사
 • 컨퍼런스 환영 리셉션 참가 티켓 1매
 • 컨퍼런스 핸드북, 포켓 프로그램 및 자료

*컨퍼런스 디너 참가를 위한 티켓은 추가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
이용약관을 보시려면 컨퍼런스 웹사이트에 
방문하십시오. 웹사이트: www.velo-city2014.com 

자세한 정보
참가신청이나 최신 정보 수신을 원하시면 웹사이트 
www.velo-city2014.com에 방문하시거나 트위터 계정 

@VeloCityAdel을 확인하십시오.

A 애들레이드 컨벤션 센터

B 인터컨티넨탈 애들레이드

C 머큐리 그로버너 애들레이드

D 오크스 앰버시

E 오크스 호라이즌스

F 로얄 애들레이드 하스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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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레이드 벨로시티 글로벌 2014
컨퍼런스 그 이상입니다…

mailto:registration%40velo-city2014.com?subject=Registration
http://www.velo-city2014.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