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 차 코리아학국제학술토론회
The 12th ISKS International Conference of Korean Studies
1. 연락사항 (중요) IMPORTANT DATE
하기의 내용에 따라 등록신청서(별지 첨부)와 논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은 이
하와 같습니다.
・등록신청서: 2015 년 2 월 1 일(일)
・논문전문 : 2015 년 4 월 30 일(목)
논문전문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신 분은 자동적으로 참가 신청이 취소됨으로 주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문양식은 1 월초에 국제고려학회 웹사이트에 올릴 예정이므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RL:http://www.isks.org/
A registration form and a full paper for the conference may be submitted electronically until;
・Registration form : February 1 (Sun), 2015
・Full paper : April 30 (Thurs), 2015
If you don’t submit your full paper by the deadline, your registration will be cance
lled automatically. Please make sure that the notes for contributors will be updated on
ISKS website at the beginning of January; URL:http://www.isks.org/
2. 대회일정 Schedule
August 19(Wed)

13:00- 대회등록 Registration (Hotel Regina)
19:00

August 20(Thurs)

09:00- 대회 Conference (Oskar-Morgenstern-Platz 1)
18:30

August 21(Fri)

환영 연회 Welcome Party

09:00- 대회 Conference (Oskar-Morgenstern-Platz 1)
18:00

August 22(Sat)

리셉션 Reception

폐회 만찬 Farewell banquet

해산 Departure

3. 숙박 Lodging
숙소/Accommodation : Hotel Regina
Rooseveltplatz 5, A-1090 Wien/Vienna, Austria
Tel +43 1 404 460
http://www.kremslehnerhotels.at/en/hotel-regina-vienna/
4. 회의 등록비 / Registration Fee
발표자 / Speaker

€ 400 (per person)

대학원생/ Student

€ 350 (

〃

숙박하지 않으실 경우 / Without accommodation

1

)
€ 200 (

〃

)

등록비에는 숙박비(8 월 19-22 일의 3 박), 연회비 및 식사비, 회장 사용비, 관련비품 및 음료
등을 포함합니다. 다만 등록비는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월 1 일 이후에 대회 참가를
취소하신 경우 숙박 비용의 100%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Registration Fee Includes: Three-night accommodation between August 19 and 22 and meals
during the conference, venue rental fee and refreshments, etc.
The price of registration fee may change without prior notice. Cancellation of
reservations on or after June 1st will incur a cancellation fee of 100%.
객실 수가 한정되어 있어 모든 방은 2 인 1 실로 예약하며 1 인실 이용 및 동반자의 숙박은
할 수 없습니다. 회원 여러 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As number of available rooms is limited, each room is supposed to accommodate two
participants.

We cannot fulfill a request for single room and an accommodation for

accompanying persons. Your warm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would be very much
appreci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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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ks12th@isks.org
Web site : http://www.isks.org/office/head/conf20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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