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nline Registration (온라인 등록) 

Please take a few minutes to complete the registration (등록 완료를 위해 수분간 시간을 할애하여 

주십시오) 

 

You will be able to save your information and return to/modify the registration at a later date by 

choosing “Save and Exit” and requesting that a link be sent to you by email. To complete your 

registrations click “Finish”. You will then receive an email confirmation 

(당신은 “Save and Exit [저장하고 나가기]”를 선택하면 작성한 정보를 저장한 후 추후에 다시 돌아

와 등록 정보를 수정할 수 있으며 링크를 당신의 이메일로 보내는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등

록을 마치기 위해서는 “Finish[마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당신은 확정 이메일을 받게 될 것

입니다) 

 

*Registration will remain open until 17 September 2019. 

(등록 웹사이트는 2019년 9월 17일까지 열려있을 예정입니다) 

 

Personal details(개인 세부정보) 

Title(호칭)  Mr.  Ms.  Dr. 

First name(이름) 

Last name(성) 

Job title/Position (직함/직위)   

Organisation(소속) 

Country(국가) 

Email (이메일 주소)  

 



Privacy policy(개인정보 정책) 

I agree for my contact details to be included in a list of participants to be shared with other meeting 

participant(나는 내 연락 세부정보가 참여자 목록에 포함되어 다른 회의참석자들에게 공유되는 

것에 동의한다) 

I agree for my details to be included in a participants list as well as on the conference interactive 

app for networking with other participants during the meeting (나는 내 세부정보가 참석자 목록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회의 동안에 다른 참석자들과 네트워킹을 위한 상호소통 어플리케이션에 포

함되는 것에 동의한다.) 

I would like to receive information on future OECD activities on rural development(나는 농촌개발에 

대한 미래 OECD 활동에 대한 정보를 받기를 원한다) 

I do not wish to share my contact details(나는 자신의 연락처 세부정보 공유를 희망하지 않는다) 

 

Conference participation(컨퍼런스 참석) 

Will you attend the pre-conference on 24 September? (당신은 9월 24일 사전 컨퍼런스에 참여하

실 건가요?) 

*Please select a workshop from Theme 1: Business for rural well-being(테마 1 농촌 삶의 질을 위

한 비즈니스의 세부 세션을 선택해 주세요) 

   A: Entrepreneurs and SMEs (기업가와 중소기업) 

   B: Opportunities from disruptive technologies(시장의 판도를 뒤엎는 와해성 기술로부터의 기회) 

 

*Please select a workshop from Theme 2: Rural development policies to enhance well-being(테마 2 

농촌 삶의 질을 강화하기 위한 농촌 개발 정책들) 

   A: Innovative approaches to delivering rural services(농촌서비스 증진을 위한 혁신적 접근) 

   B: Rural business opportunities(농촌 비즈니스 기회) 

 

Parallel session preference (동시진행 세션 선호 선택) 

*Please select a theme from the parallel sessions in Pillar 1: Innovation, technological change and 

well-being(세션 1: 혁신, 기술변화와 삶의 질에서 한가지 테마를 선택하시오) 



A: Technological change: how we live and work (기술변화: 우리 삶과 일의 변화) 

   B: Rural innovation eco-systems and restructuring global value chains 

(농촌 혁신 생태계와 글로벌 가치 사슬의 재구조화) 

*Please select a theme from the parallel sessions in Pillar 2: Rural communities for all ages 

(세션2: 모든 세대를 위한 농촌 커뮤니티에서 한가지 테마를 선택하시오) 

A: Age friendly rural communities(고령자 친화적 농촌 커뮤니티) 

  B: Attractiveness for youth and building talents(청년을 위한 농촌 매력 증진 및 역량 향상) 

 

*Please select a theme from the parallel sessions in Pillar 3: Transition to a low carbon economy 

(세션 3: 농촌 저탄소 경제로의 공정한 이행에서 한가지 테마를 선택하시오) 

A: Climate adaptation and risk management(기후변화 대응과 위험 관리) 

  B: Industrial transition and the circular economy(산업구조의 변화와 순환경제) 

 

Catering and social events (식사 및 교류행사) 

Do you have any special dietary requirements? (식사 관련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으신가요?) 

None(없다), Vegetarian(채식), Allergy(알레르기) 

 

What type of allergy? (어떤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나요?) 

 

Will you attend the official dinner on the evening of 24 September? (9월 24일 저녁 공식 만찬에 

참석하십니까?) 

 

Will you attend the cocktail on the evening of 25 September? (9월 25일 저녁 칵테일 행사에 참여

하십니까?) 

 

Following the conference and optional field trip will be organized to the district of Hongseong(social 



farming) and the district of Wanju(Community business-local food). Would you be interested in 

participating in the field trip (at your own expense)?  

(컨퍼런스 직후 홍성군(사회적농업), 완주군(커뮤니티비즈니스-로컬푸드)에 필드트립을 갈 예정입

니다. 당신의 (참여자가 각자 비용을 내는) 필드트립에 참여하는데 관심이 있나요?  

Note: You will return to Seoul late evening, so this may require an extra night at your hotel. 

(참고: 필드트립 후 서울에는 늦은 저녁 복귀 예정으로 호텔에서 하룻밤 더 숙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