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세계한국학대회 참가자 공지사항
1. 숙소(Lodging)
※ Sheraton Philadelphia University City Hotel
(http://www.philadelphiasheraton.com)
- 주소(Address): 3549 Chestnut Street, Philadelphia, Pennsylvania 19104
- 전화번호(Phone Number): 1.215.387.8000
- Check-In: 15:00 ~ / Check-Out: ~ 12:00(noon)
조기 체크인을 원하시는 참가자들은 직접 호텔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비용 발생)
If you would like to ask for an early check-in, please contact the hotel.
(* Additional Cost Required)
2. 교통편(Transportation)
1) 공항에서 호텔까지 이동 교통편은 택시 이용을 권장해 드립니다.
We recommend the participants to take taxi from the airport to hotel.
2) 필라델피아 공항 ↔ 호텔(Philadelphia International Airport ↔ Hotel): 8.4 miles
- 택시 요금(Taxi Fare): USD 30~50 / 20~30분 소요(20~30 minutes)
3. 참가 등록(Registration)
1) 등록 장소(Registration Venue)
Oct. 5: Annenberg Center
Oct. 6~7: University of Pennsylvania Schniedman Lobby(G Floor)
2) 등록비(Registration Fee)
발표자(Presenter): USD 100, 학생 발표자(Presenter-Student) USD 50
미발표 참가자(Non-Presenter Participant): USD 30
* 학생은 학생증 필참 (If you are a student, please bring your Student ID!)
3) 등록자들에게는 명찰, 초록집, 논문 USB 및 대회 기간 동안의 식사가 제공됩니다.
(Name Tag, Printed Abstracts, USB Memory Device with Presentation Papers,
and Meals during the congress will be provided to the registrants.)
4) 참가 등록비는 미화로만 받을 예정이며 신용카드 및 다른 결제수단은 불가능하오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등록비 영수증이 필요하시다면 현장에서 발급해 드립니다.
(We will be accepting registration fee in US dollars only and we do not accept
credit card nor other methods of payment. If you need a receipt for the
registration fee, we will make out the receipt on the spot.)

4. 논문 발표(Paper Presentation)
1) 논문 미제출자 분들께서는 대회 전까지 논문을 작성하셔서 congress@aks.ac.kr로 보내주
시기 바랍니다.
(For participants who have not submitted their papers yet, please finish your
paper and send it to congress@aks.ac.kr.)
2) 논문은 USB로만 제공되므로 발표문 인쇄를 원하시는 분은 개인적으로 미리 출력하셔서 준
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장에서 인쇄가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십시오.
When registering, we only offer pdf files of papers restored in a USB flash
memory. If you would like to hand out your papers for the presentation, we
cordially ask the speakers to bring the hard-copy papers individually.
5. 기타 사항(Others)
1) 전자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참가자들께서는 전자여행허가제도(ESTA) 온라인 신청 사이트
에 신청 후 승인을 받으셨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고 오시길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We strongly recommend the participants to get a traveler’s insur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