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 차 코리아학국제학술토론회
The 13th ISKS International Conference of Korean Studies
일시 / Dates :

2017 년 8 월 3 일(목)－4 일(금)
/ August 3 (Thurs)－4 (Fri), 2017

장소 / Venue :

오클랜드 / Auckland, New Zealand
1. Pullman Hotel Auckland
2. Copthorne Hotel Auckland City
3. 오클랜드대학 / University of Auckland

언어 / Language :

한국・조선어, 영어 / Korean, English

주최 / Co-organized :

국제고려학회 /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The Korean Studies Centre, University of Auckland
국제고려학회 대양주지부 / ISKS Oceania Branch

1. 대회일정 Schedule
August 2(Wed)

13:00-

대회등록 / Registration (Pullman Hotel Auckland)

19:00

저녁식사 / Dinner

August 3(Thurs) 08:20-

August 4(Fri)

August 5(Sat)

개회식 / Opening ceremony (Pullman Hotel Auckland)

09:10

분과회 / Sessions

18:00

환영 연회 / Reception

09:10-

분과회 / Sessions

14:30

심포지움 / Symposium (The Fale Pasifika, University of Auckland)

16:50

폐회식 / Closing Ceremony (The Fale Pasifika, University of Auckland)

18:00

폐회 만찬 / Farewell Banquet

해산 / Departure

2. 등록 및 숙박 / Registration and Lodging
대회 등록은 8 월 2 일(수) 오후 1 시부터 7 시까지 Pullman Hotel Auckland 로비에서 합니다.
다른 호텔을 이용하시는 분도 이 시간 동안에 등록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비는
등록시에 납부하여 주시고 반드시 뉴질랜드 달러 (현금)로 준비하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3 일
이후에 등록하실 분은 먼저 Pullman Hotel Auckland 의 Gallery Boardroom 에 설치되어 있는
사무국에서 등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he registration desk is placed in the lobby of Pullman Hotel Auckland and is open from 1 p.m.
to 7 p.m. on 2nd August. Registration fee must be paid in NZ$ (cash) on arrival. In case you
arrive at Auckland on 3rd August or later, please come to the ISKS office at Gallery Board room
in Pullman Hotel Auckland at first.

<Hotel information >
Pullman Hotel Auckland :
Corner Princes Street and Waterloo Quadrant, 1010 Auckland
Tel: +64 9 353 1000

Fax: +64 9 353 1002

Copthorne Hotel Auckland City :
150 Anzac Avenue P.O. Box 3272, 1010 Auckland
Tel: +64 9 379 8509
3. 회의 등록비 / Registration Fee
발표자 일반 / Speakers

NZD 700 (per person)

발표자 대학원생/ Postgraduate Students

NZD 400 (

〃

)

숙박하지 않은 발표자 / Speakers without lodging

NZD 350 (

〃

)

동반자(숙박하지 않음) / Others without lodging

NZD 450 (

〃

)

등록비에는 숙박비(8 월 2-5 일의 3 박), 연회비 및 식사비, 회의장 사용비, 관련비품 및 음료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등록비는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등록이 안되어 있는 분은
대회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Registration Fee Includes: Three-night accommodation between August 2 and 5 and meals
during the conference, venue rental fee and refreshments, etc. Registration fee may change
without prior notice. No one can participate in the conference without registration in advance.
4. 대회 자료집 및 프로그램 / Proceedings and Program
대회

자료집(논문집)

및

프로그램은

7

월

초에

대회

웹사이트에

올릴

예정이므로

다운로드/인쇄하셔서 대회 당일에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회용으로 인쇄본 (종이) 을
준비, 배포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장 및 사무국에 인쇄 가능한 시설을 두지 않습니다.
The proceedings and program of the conference will be updated on the conference website in
the beginning of July. Please download /print out / copy the data, and bring the necessary part
with you. No paper-based-materials will be provided at the conference.
5. 참고
<대회 홈페이지 / Conference Web site>>
http://www.isks.org/office/head/conf2017.html
<교통 안내 및 주변 지도 / Access and Location map>
Pullman Hotel Auckland:
http://www.pullmanauckland.co.nz/(영어)
http://www.accorhotels.com/ko/hotel-8219-pullman-auckland/index.shtml#! (한국어)

Copthorne Hotel on Anzac Avenue in Auckland City
https://www.millenniumhotels.com/en/auckland/copthorne-hotel-auckland-city/(영어)
<관광>
한국어가 가능한 여행사
http://www.atoznz.com/main/index.php?ckattempt=1(뉴질랜드 에이투지)
도시 관광안내(영어)
https://www.greatsights.co.nz/new-zealand-tour-destinations/auckland/
[문의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contact]
국제고려학회 본부사무국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4-5-5-506, Nishitenma, Kita-ku, Osaka, Japan
Tel : +81-6-7660-8045 / Fax : +81-6-7660-7980
E-mail : isks13th@isks.org
Web site : http://www.isks.org/office/head/conf201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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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차 코리아학국제학술토론회 조직위원회
Organizing Committee, The 13th ISKS International Conference of Korean Stud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