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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아이슬랜드문화탐방팀 시상식참가팀

일  정
10월 15일(월) ~ 22일(월) 

(6박8일)

10월 19일(금) ~ 22일(월) 

(2박4일)

방문지 영국 런던, 아이슬랜드 영국 런던  

참가비 

650만원 

- 시상식 참가비 US$505포함 

- 항공 이코노믹 클래스

- 호텔 2인 1실 기준

420만원 

- 시상식 참가비 US$505포함 

- 대한항공 이코노믹 클래스

- 호텔 2인 1실 기준

문서번호: 2018KoreaStevie-207                                           2018. 8. 13

수    신: 대표이사

참    조: 2018  국제비즈니스대상 출품담당자

제    목: 2018  국제비즈니스대상 참관단 모집

1. 귀 사(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스티비어워즈 한국대표부는 국제비즈니스대상(IBA) 대한한국 공식스폰서인 한

국사보협회와 공동으로 2018국제비즈니스대상 시상식 참관단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3. 2018년 IBA시상식은 10월 20일(토) 영국 런던시 인터컨티넨털 런던 파크 레인 

호텔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4. 2018 IBA참관단은 아이슬랜드 문화탐방팀(6박 8일)과 시상식참가팀(2박 4일) 

두 그룹으로 모집합니다. 2018 IBA참관단 모집에 수상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

다.

- 아  래 - 

가. 시 상 식 : 2018년 10월 20일(토) 오후 5시45분~

나. 장    소 : 영국 런던시 인터컨티넨털 런던 파크 레인 호텔

(InterContinental London Park Lane Hotel)

다. 참가기간 및 비용

※ 환율 US$1=1,200원, 1파운드=1,500원, VAT 별도

① 아이슬랜드문화탐방팀은 참가인원이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참가비가 조정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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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가비용: 호텔(1인1실) 및 비행기 비즈니스 클래스로 업그레이드하실 분

은 별도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③ 여권발급 비용은 개인부담

라. 예정인원 : 30명 

마. 신청마감 : 8월 31일(금)

바. 참가비 결재

① 신청금: 1인당 2,000,000원 (신청시 입금)

② 잔  금: 9월 7일(금)까지

③ 입금계좌번호: 신한은행 100-012-980045 (사)한국광고영상제작사협회

④ 9월 8일 이후 참가를 취소할 경우 신청금은 반납되지 않습니다. 

사. 문의 : 

▶ 배석봉 스티비어워즈한국대표 (T 02-2144-0741~2, baeseogbong@gmail.com)

▶ 한국사보협회 설영애실장 (T 02-2273-3003, oksabo@naver.com)

◯ 첨부: 2018 국제비지니스대상 시상식 참관단 모집 일정 및 참가신청서 

스티비어워즈한국대표 배석봉
(사)한국사보협회 회장 김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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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제비즈니스대상 참관 일정
(아이슬랜드문화탐방팀)

일 자 지 역 교통편 시 간 예 정 일  정   

1일차

10/15
(월)

인  천 　 11:00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집결

KE907 13:30
인천국제공항 런던히드로공항으로 출발

(비행시간 11시간55분)
런던 17:25 런던히드로공항 도착, 트랜짓 대기(3시간45분)

　 FI450 21:10 런던히드로공항 출발(비행시간 3시간)
　 케플라비크 23:45 아이슬랜드 케플라비크 도착 

　  전용버스 가이드 미팅 후 레이캬비크이동 호텔 투숙

2일차

10/16
(화)

레이카비크 전용버스 08:00 호텔 조식 후 가이드 미팅

전일

골든서클투어

(케플라비크 - 싱벨리르 - 게이시르 - 굴포스 - 셀야란드포스 

- 스코가포르)
　 18:00 현지 석식 후 호텔 휴식

3일차

10/17
(수)

스코가포스 전용버스 08:00 호텔 조식 후 가이드 미팅

전일

코끼리 섬을 볼 수 있는 디르홀라이

검은모래 해변과 주상절리의 절경, 레이니스피아라 관광

남부의 주요 도시 비크 

빙하호수 요쿨살론 관광
　 18:00 현지 석식 후 호텔 휴식

4일차

10/18
(목)

키르큐자베

르 
09:00 호텔 조식 후 가이드 미팅

남부 해안 1번 국도 드라이빙 후 레이캬비크 도착

블루라군 온천 체험

호텔휴식 

5일차

10/19
(금)

케플라비크 　 05:00 호텔 체크아웃 후 공항으로 이동

FI450 07:40
케플라비크에서 런던개트윅공항으로 출발

(비행시간 3시간5분)
런던 전용버스 11:45 런던개트윅공항 도착 

　   가이드 미팅 후 중식 후 호텔 체크인

20:00 시상식참가팀과 합류 석식

　  석식 후 호텔 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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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지 역 교통편 시 간 예 정 일  정   

6일차

10/20
(토)

런던 전용버스 08:00 호텔 조식 후 가이드 미팅

오전 ► 런던 문화탐방 ①
15:00 호텔로 귀환, 시상식 준비

　 17:40 2018 IBA시상식 참석(인터컨티넨털 런던 파크 레인 호텔)
　 17:45 식전리셉션

18:15 석식

21:00 시상식

7일차

10/21
(일)

런던 전용버스 08:00 호텔 조식 후 체크아웃 후 가이드 미팅

오전 ► 런던 문화탐방 ②
16:00 공항으로 이동 탑승 준비

　 KE908 19:35 런던 히드로공항  출발

8일차

10/22
(월)

　

인천 14:35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도착 후 햬산

◯ 상기의 비행기 및 방문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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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제비즈니스대상 참관 일정
(시상식참가팀)

일 자 지 역 교통편 시 간 예 정 일  정   

1일차

10/19
(금)

인천 　 11:00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집결

KE907 13:30
인천국제공항 런던히드로공항으로 출발

(비행시간 11시간55분)
런던 전용버스 17:25 런던히드로공항 도착 

　 19:00 가이드 미팅 후 호텔 체크인

20:00 아이슬랜드문화탐방팀과 합류 석식

　  석식 후 호텔 투숙

2일차

10/20
(토)

런던 전용버스 08:00 호텔 조식 후 가이드 미팅

오전 ► 런던 문화탐방 ①
15:00 호텔로 귀환, 시상식 준비

　 17:40 2018 IBA시상식 참석(인터컨티넨털 런던 파크 레인 호텔)
　 17:45 식전리셉션

18:15 석식

21:00 시상식

3일차

10/21
(일)

런던 전용버스 08:00 호텔 조식 후 체크아웃 후 가이드 미팅

오전 ► 런던 문화탐방 ②
16:00 공항으로 이동 탑승 준비

　 런던 KE908 19:35 런던 히드로공항  출발 (비행시간 11시간)
4일차

10/22
(월)

　

인천 14:35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도착 후 햬산

◯ 상기의 비행기 및 방문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