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국제고려학회 國際高麗學會
4-5-5-506, Nishitenma, Kita-ku, Osaka, Japan
tel:+81-6-7660-8045 fax:+81-6-7660-7980 http://www.isks.org

제 12 차 코리아학국제학술토론회
The 12th ISKS International Conference of Korean Studies
일시 / Dates : 2015 년 8 월 20 일(목)－21 일(금)/ August 20 (Thurs)－21 (Fri), 2015
장소 / Venue : 비엔나대학, 오스트리아 / University of Vienna, Austria
언어 / Language : 한국・조선어, 영어 / Korean, English
주최 / Co-organized : 국제고려학회 /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비엔나대학 한국학과 / University of Vienna, Koreanologie
국제고려학회 유럽지부 / ISKS European Branch
1. 대회일정 Schedule
August 19(Wed)

13:00-19:00 대회등록(등록비 납부) 및 호텔 체크인
/Registration and Check-in
<장소> Regina Hotel

August 20(Thurs)

18:00

리셉션 / Reception

09:00

개회식 / Opening Ceremony
기조강연 / Keynote speech

August 21(Fri)

13:00

분과회 / Session

18:00

환영회 / Welcome Dinner

09:00

분과회 / Session

17:30

국제고려학회 총회 / The 12th ISKS General Meeting
폐회식 / Wrap-up Meeting

18:30
August 22(Sat)

폐회 만찬 / Farewell banquet

해산 / Departure

2. 등록 및 숙박 / Registration and Lodging
대회 등록은 8 월 19 일(수) 오후 1 시부터 7 시까지 Hotel Regina 로비에서 합니다. 다른 호텔을
이용하시는 분도 이 시간 동안에 등록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비는 등록시에 납부하여
주시고 반드시 유로(현금)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19 일의 리셉션 회장은 등록시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 일 이후에 등록하실 분은 대회 회장에 설치되어 있는 사무국에서 등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텔 도착 시간을 5 월 31 일(일)까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The registration desk is placed in the lobby of the Hotel and is open from 1 p.m. to 7 p.m. on 19
August. Registration fee must be paid in Euro (cash) when you register. In case you arrive at
Vienna on or after 20 August, please come to the ISKS office.
Please be kind and send us your itinerary as well as estimated arrival date time by May 31st.
Hotel information
<Hotel Reg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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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seveltplatz 5, A-1090 Wien/Vienna, Austria Tel +43 1 404 460
http://www.kremslehnerhotels.at/en/hotel-regina-vienna/
3. 오시는 길 / Access
<공항 - Regina 호텔 교통안내 From the Airport to the Hotel>
(1) 택시 이용 시 / By taxi
. 공항에서 호텔까지 택시로 30 분 정도 소요되며 택시 요금은 약 40 유로 정도입니다.
It takes about 30min by taxi from the airport to the hotel. The taxi fares is about 40€.
(2) 대중교통 이용 시 / By public transportation
. 공항에서 “Schwedenplatz”행 공항 셔틀버스를 타고 “Schwedenplatz” 정류장에서 내리신
후 Tramway Nr. “1”로 “Schottentor-Universität”역까지 이동하시면 됩니다.
또는, 고속철도 S7 를 타고 “Praterstern”역까지 가신 후 지하철 U2 로 “Schottentor-Universität”
역까지 이동하시면 됩니다.
“Währingerstraße” 출구로 나오시면 Hotel Regina 가 보입니다. 공원을 가로 질러 도보로 이동
하시면 됩니다.
Take the airport-shuttle from the airport to “Schwedenplatz” and then the Tramway Nr. “1” to the
station “Schottentor-Universität”, OR take the high-speed railway S7 to “Praterstern” and then the
underground U2 until the station “Schottentor-Universität”. Take the exit “Währingerstraße”. Now
you will already see the Hotel Regina, you only have to walk through the park.
4. 회의 등록비 / Registration Fee
발표자 / Speaker

€ 400 (per person)

대학원생/ Student

€ 350 (

〃

)

숙박하지 않으실 경우 / Without accommodation

€ 200 (

〃

)

등록비에는 숙박비(8 월 19-22 일의 3 박), 연회비 및 식사비, 회의장 사용비, 관련비품 및 음료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등록비는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월 1 일 이후에 대회 참가를
취소하시는 경우 등록비의 50%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참가를 취소하실 경우에는 5 월 31 일
(일)까지 사무국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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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istration on or
after June 1st will incur a cancellation fee of 50%.
5. 동반자 및 일반참가자
동반자 및 일반참가자의 대회 참가를 희망하실 경우에는 사전 등록이 필요합니다. 성함 및
소속을 5월 31일(일)까지 사무국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동반자 및 일반참가자는 대회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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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한 호텔에 숙박하실 수 없습니다. 등록비(외부 호텔 숙박)는 € 250 이며 대회 기간중의
모든 행사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We warmly welcome non–members, participants with non-conference accompanying guests.
Please send your name and affiliation by email by May 31 2015. Registration fee is € 250, and the
fee does not include accommodation.
6. 대회 자료집 / Proceedings
대회 자료집(논문집)은 참가자들에게 PDF 파일로 7월 중순에 전자 송신됩니다. 대회 당일은
PDF파일을 지참하시거나(PC는 각자 준비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논문을 인쇄해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회 당일에 인쇄된 자료집은 배포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note that no paper based materials will be provided at the conference. Conference
materials will be sent to the participants as a PDF file around the middle of July.
7. 대회 프로그램 / Program
대회 프로그램은 7 월 중순에 국제고려학회 웹사이트에 올릴 예정이므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Please make sure that the program of the conference will be updated on ISKS website in
mid-July.
8. 기타
대회 종료후의 답사는 없습니다. 한국어가 가능한 투어 등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여행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n case you plan on doing sightseeing before / after the conference, we strongly recommend
booking yourself. The below is website of a travel agency. (for your information).
Web site : http://www.euroscope.at
Email : im@euroscope.at
9. 참고
<대회 홈페이지 / Conference Web site>
http://www.isks.org/office/head/conf2015.html
<주변 지도 / Location map>
HOTEL REGINA Web site
http://www.kremslehnerhotels.at/en/hotel-regina-vienna/location-rooseveltplatz-vienna/
<호텔 및 대회 회장 지도 / Hotel and Conference hall>
*첨부파일 1 / File No. 1
<공항-호텔 교통 안내 / Arrival Hotel>
*첨부파일 2 / File N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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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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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5.14
제 12 차 코리아학국제학술토론회 조직위원회
Organizing Committee, The 12th ISKS International Conference of Korea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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