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AKS) is pleased to announce that the 10th World 
Congress of Korean Studies will take place at the Free University of Berlin, Germany 
August 31(Monday) to September 2(Wednesday), 2020. The congress theme, “Korean 
Studies, Past and Present" is designed to invite scholars and experts presenting recent 
researches and exchanging academic information as well as networking among Koreanists. 
Prospective participants are invited to submit proposals. 

1. Congress Outline 
  ◦ Theme : Korean Studies, Past and Present
  ◦ Dates  : August 31(Monday) ~ September 2(Wednesday), 2020
  ◦ Venue : Free University of Berlin, Germany 
  ◦ Language : Korean, English
  ◦ Host & Supervision :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Institute of Korean Studies, Free University of Berlin 

2. Congress Schedule 
  ◦ Day 1 (August 31 Monday) : Opening Ceremony, Welcome Banquet
  ◦ Day 2 (September 1 Tuesday) : Full Conference days (Special Session, Panel Session)
  ◦ Day 3 (September 2 Wednesday) : Panel Session, Closing Ceremony, 

    Farewell Banquet

3. Application Category & Required Documents 
  ◦ Organized Panels 
    - 4 presenters per panel, 100 minutes. A panelist may serve in multiple roles, 
       including moderator, presenter, and discussant. 
    - Panel organizer submits all required documents for the panel proposal. 
    - Required documents : panel proposal (1 page), paper abstracts (1 page each), 

       presenters c.v. (1 page each). 
  ◦ Individual Papers 
    - The organizing committee will assign individual papers to panels. 
    - 4 to 5 presenters per panel, 100 minutes. A panelist may serve in multiple roles, 
       including moderator, presenter, and discussant. 
    - Required documents : paper abstract (1 page), presenter c.v. (1 page). 
  
* Page length assumes A4 paper, 12-point font. 

제10회 세계한국학대회 초록 공모(안)
한국학중앙연구원은 2020년 8월 31일(월)부터 9월 2일(수)까지 ‘한국학의 전통과 현대적 변
모’를 주제로 제10회 세계한국학대회를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에 
논문 발표를 위한 초록을 공모하오니 한국학을 연구하는 국내외 학자, 전문가 및 학생 여러
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대회개요 
  ◦ 주 제 : 한국학의 전통과 현대적 변모 
  ◦ 일 시 : 2020년 8월 31일(월) ~ 9월 2일(수)
  ◦ 장 소 :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 
  ◦ 언 어 : 한국어 및 영어 
  ◦ 주최 및 주관 : 한국학중앙연구원, 베를린 자유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 대회일정 
  ◦ 1일차 : 2020. 8. 31.(월) 개막식, 환영만찬
  ◦ 2일차 : 2020. 9.  1.(화) 특별세션, 분과회의(기획/자유 패널)
  ◦ 3일차 : 2020. 9.  2.(수) 분과회의(기획/자유 패널), 폐막식, 환송만찬
  
3. 지원 구분 및 제출서류 
  ◦ 패널 발표 
    - 패널을 구성하여 지원(사회, 발표, 토론)하고, 발표자는 최대 4명까지로 제한함. 
      발표자는 해당 패널의 사회자 또는 토론자 역할을 할 수 있음.
    - 패널 당 100분에 맞춰 발표 및 토론을 구성하도록 함. 
    - 패널 대표가 서류를 수합하여 제출함.
    - 제출서류: 패널 계획 및 요약이 포함된 패널 구성안(1페이지 이내), 

  패널 구성원 이력서(1인당 1페이지), 발표자 초록(1인당 1페이지) 

  ◦ 개인 발표 
    - 조직위원회에서 패널을 구성함. 
    - 각 패널당 4~5명의 발표자와 1명의 사회자로 구성되며, 발표 및 토론시간은 패널 당 
      100분임. 발표자에게는 해당 패널의 사회자 또는 토론자 역할이 주어질 수 있음.
    - 제출서류 : 초록(A4 1페이지), 이력서(1페이지) 
* 초록 및 이력서는 A4 1페이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글자크기: 12포인트) 
4. 초록 접수 방법 및 접수 기한 
  ◦ 세계한국학대회 홈페이지(http://congress.aks.ac.kr)에 가입 후 초록 접수를 
     클릭하여 온라인으로 해당서류를 제출함 (MS Word 파일만 접수 가능) 



  ◦ 접수 기간 : 2019년 12월 20일(금)까지 

5. 등록비 및 지원사항
  ◦ 등록비 : 100유로 
  ◦ 발표자 숙박(3박, 2인 1실 기준) 및 식사 제공 
* 추후 초록 결과 통보 시 세부사항 안내 예정. 

6. 공모 진행 일정
  ◦ 초록접수 마감 : 2019년 12월 20일(금) 
  ◦ 결 과 통 보 : 2020년  1월 31일(금) 
  ◦ 참가등록 마감 : 2020년  2월 28일(금) 
  ◦ 논문접수 마감 : 2020년  5월  1일(금) 
* 진행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7. 문의 : 세계한국학대회 조직위원회 사무국 
  ◦ 홈페이지 : http://congress.aks.ac.kr 
  ◦ 이 메 일 : congress@aks.ac.kr 
  ◦ 전    화 : +82-31-739-9715  

4. Abstract Submission & Application Period 
  ◦ Please sign up at the WCKS website (http://congress.aks.ac.kr), 
     click Call for Abstracts, and submit the required documents (MS Word files only). 
  ◦ Application period : by December 20(Friday), 2019 

5. Registration Fee, Accommodation and Meals 
  ◦ Registration Fee : €100 

  ◦ Accommodation and Meals 
     Three nights of lodging (two persons per room, breakfast included) and Meals will 
     be provided to Presenters.
* Further details will be informed when the notification of proposal review result.

6. Key information for Prospective Participants
  ◦ Proposal Submission : by December 20(Friday), 2019 

  ◦ Notification of paper acceptance : January 31(Friday), 2020 

  ◦ Participant Registration : February 28(Friday), 2020 

  ◦ Full Paper Submission : May 1(Friday), 2020 
* The schedule may change depending on the progress.

7.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contact the Secretariat of the World Congress of 
   Korean Studies Organizing Committee
  ◦ Website : http://congress.aks.ac.kr

  ◦ E-mail : congress@aks.ac.kr 

  ◦ Tel : +82-31-739-9715

http://congress.aks.ac.kr
http://congress.aks.ac.kr
mailto:congress@aks.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