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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아시아미래회의 
인포팩（여행안내서） 

 

인포팩(여행안내서)는 제 4 회 아시아미래회의의 스케줄, 숙박, 음식, 공항으로부터의 교통수단 및 

시찰(스터디 투어) 등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중요】참자가 전원에게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도착시간, 출발시간, 음식제한 등을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f5gTZoL1Hb4e3l74udE9X5LjCMihTJPe77NnWeHbJH68NZQ/viewform 

 
회의 전체 스케줄 

 8월 24일 (금) : 도착  

 8월 25일 (토) :【오전】분과회 + 원탁회의 【오후】개회식・심포지엄・웰컴 파티 

 8월 26일 (일) : 분과회 + 원탁회의 + 클로징 파티(우수상 수여식) 

8월 27일 (월) : 스터디 투어 

 8월 28일 (화) : 출발 

 

  
모든 프로그램은 The K-Hotel에서 이루어집니다.  

AFC를 통해 숙박을 신청하신 분은 숙소도 동일하게 The K-Hotel입니다.  

The K-Hotel Seoul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12길 70 

（70 Baumoe-ro 12-gil, Seocho-gu） 

TEL : 82-2-571-8100 

http://www.thek-hotel.co.kr/main_sh.asp 

 

 

 

 

  AFC 사무국 

＠호텔동 2F Oak 
8월 24일 (금) 8:00～22:00 

8월 25일 (토) 9:00～18:00 

8월 26일 (일) 9:00～18:00 

8월 27일 (월) 9:00～18:00 

8월 28일 (화) 9:00～12:00 

 

긴급연락처 

 

전화 혹은 문자는: 

+82(0)10-9886-9188 

※8월 24~28일만  

일본어・한국어 대응을 

희망하시는 분은 의뢰해주세요.  

 

Email：afc@aisf.or.jp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f5gTZoL1Hb4e3l74udE9X5LjCMihTJPe77NnWeHbJH68NZQ/viewform
mailto:afc@aisf.or.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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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The K-Hotel로 가는 교통수단 

 

 공항에서 호텔로 가는 방법은 The K-Hotel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thek-hotel.co.kr/company/n_sub8_sh.asp 

 

 처음 오시는 분은 인천공항에서 리무진 버스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인천공항에서 The K-Hotel로 가는 리무진 버스를 추천합니다(하루에 3대).  

・시간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인천공항에서 양재행 리무진 버스가 있습니다(15~25분마다 1대).  

・양재역에서 호텔로 가는 셔틀 버스가 있습니다(20 분마다 1 대). 하지만 하차지점에서 셔틀버스 

정류장까지 큰 길을 건너지 않으면 안 되며, 셔틀버스를 기다리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하시는 

것(4,100원)도 추천 드립니다.  

・8월 24일(금)에는 파란색 폴로 셔츠를 입은 AFC스태프가 대기하여 도와 드립니다. 

인천공항 제 1여객터미널의 호텔행 버스 승차장(4B) 근처 (8:30~11:00) 

양재의 리무진 버스 하차지점과 셔틀버스 정류장 근처 (9:00~17:00) 

⇒ 책자 끝부분의 지도 1~3을 참조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역입니다. 

지하철역에서 호텔문까지는 도보로 5 분이지만, 호텔문에서 호텔동까지 긴 오르막이 있기 때문에 

무거운 짐이 있는 경우에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김포공항에서는 지하철 9호선→고속터미널역→3호선→양재역입니다.  

 김포공항에서 택시를 이용하실 경우 약 1시간 가량 소요되며 예상요금은 3만원입니다. 

 택시를 이용하실 때 기사분이 The K-Hotel을 모르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링크를 인쇄하셔서 기사분께 

보여 드리세요. 참고로 The K-Hotel의 예전 이름인 ‘서울교육문화회관’으로 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http://www.thek-hotel.co.kr/e_seoul/company/sub8.asp 

 
【2】회의에 대해서  

 세션 스케줄은 < 8월 5일 이후 > 

https://www.conftool.pro/AsiaFutureConference2018/sessions.php 

 AFC 온라인 시스템에 로그인하기 위해서는 ID와 패스워드가 필요합니다. 

 200편이 넘는 모든 발표요지와 논문을 (혹은 발표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발표자의 취소 및 변경 등은 바로 온라인 스케줄에 반영되기 때문에 회의까지는 계속 체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Proceedings 프로시딩 

 회의 참가 등록자 전원에게는 참가 접수 시에, 프로그램과 발표요지를 인쇄한 책자에 논문과 

발표자료의 데이터가 들어간 CD-ROM을 첨부한 프로시딩을 드립니다. 

 

 Presentations  발표 

 발표는 한 사람당 15 분입니다. 그리고 약 5 분의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만, 좌장에 따라서는 

세션의 마지막에 종합하여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표 때 사용하는 방에는 스크린과 프로젝터 및 컴퓨터(Windows)가 있습니다. 

 회의용으로 사용가능한 복사기가 없기 때문에 참고자료를 종이로 배부하실 분은 참가자수만큼 

복사해서 가지고 오세요. 분과회의 참가자는 통상 10~20명입니다.  

 업로드 된 논문과 발표자료는 프로시딩에서 배부하는 CD-ROM이나 AFC 온라인 시스템의 Conference 

Agenda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thek-hotel.co.kr/e_seoul/company/sub8.asp
https://www.conftool.pro/AsiaFutureConference2018/sessions.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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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때는 파일의 호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PDF 파일을 USB 메모리로 가지고 오셔서 AFC에서 

준비한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본인의 컴퓨터로 프로젝터에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하지만, Mac의 경우에는 접속어댑터를 

준비해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Awards  우수상 

 기한대로 온라인 투고된 127 편의 논문 중에서 학술위원회에 의해 선고된 약 20 편의 논문이 

우수논문상을 받게 됩니다. 우수논문은 2019년 3월에 동경에서 출판될 예정인 우수논문집「아시아의 

미래로 – 나의 제안 vol.4」에 수록됩니다.  

http://www.aisf.or.jp/AFC/2018/files/AFC4-BEST-PAPERS.pdf 

 일반 세션 및 학생 세션에서는 좌장의 추천에 의해 각 세션에서 1명에게 우수논문상이 수여됩니다. 

그룹 세션에서는 우수발표상의 선고는 없습니다.  

 포스터 발표는 응모수가 적었기 때문에 중지되었으며, 우수포스터상도 없습니다. 

 우수상의 수여식은 클로징 파티(환송회) 중에 이루어집니다. 

 

【３】식사에 대해서 

 AFC를 통해 신청하셔서 The K-Hotel에서 숙박하시는 경우에는 조식이 숙박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식의 레스토랑은 호텔동 2층(H2)의 The Park나 1층(H1)의 Uccello입니다. 반드시 명찰을 달고 

가셔야 합니다.  

 도착하는 날인 8 월 24 일(금)은 호텔의 레스토랑 저녁식사권을 참가 등록 시에 드립니다. 단, 

레스토랑은 22:00 까지입니다. 그 이후에 도착하시는 분은 사전에 미리 저녁식사를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식당에 들어가실 때에는 반드시 명찰(ID)를 담당자에게 보여 주세요. 

 8월 27일(월)의 점식식사와 저녁식사는 참가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의에 참가하지 않는 가족분 중 파티에 참가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사전에 미리 AFC 사무국에서 

파티권을 구입해주세요. 파티권은 5만원입니다. 

 식사나 건강에 관한 특별한 리퀘스트가 있는 경우에는 AFC 스태프에게 사전에 미리 말씀해주세요.  

 

【４】편리한 정보 

 회의장에서는 반드시 항상 명찰을 달고 있어 주세요.  

 복장은 시원하고 간편한 차림으로, 넥타이와 재킷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파티에서도 복장을 

갈아입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의 호텔에서는 칫솔과 치약을 무료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호텔에서 구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리 

준비해서 가져와 주세요.  

 The K-Hotel에서는 전관에서 와이파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은 8월 하순이라도 상당히 더울 때가 많습니다. 스터디 투어에 참가하시는 분은 모자와 양산, 

방충제 등을 준비해주세요. 잊지 말고 수분을 자주 보충해 주도록 하세요. 

 한편 호텔 안은 냉방이 되고 있으므로 긴 소매의 상의를 준비해주세요.  

 한국의 전압은 220V가 주류이며(일부 호텔 등에서는 110V도 있지만), 플러그 

형태는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일본과 같은 형태인 A타입과 끝이 동그란 

형태의 SE타입과 C타입이 있습니다. (사진은 SE타입)  

 여행자보험의 구입을 적극 추천합니다. 응급 시의 병원에서의 치료비는 선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 신용카드나 현금을 가지고 오세요. 

 

  

http://www.aisf.or.jp/AFC/2018/files/AFC4-BEST-PAPER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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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５】스케줄 

 

2018년 한국 서울시 The K-Hotel 

8월 24일 (금) 참가자 도착 

14:00 

～ 

21:00 

등록・접수 

10:30 

～ 

17:00 

판문점 시찰 투어 

(인천공항 집합・ 

The K-Hotel해산) 

18:00 

～ 

20:00 

［원탁회의 A&B］ 

오리엔테이션 

8월 25일 (토) 

9:00 

～ 

10:30 

패러렐 세션（분과회1） 

(테마별 논문발표와 토론) 
원탁회의B 원탁회의A 

11:00 

～ 

12:30 

패러렐 세션（분과회2） 

(테마별 논문발표와 토론) 

「동남아시아의  

종교 대화」 
「국사들의 대화」 

14:00 

～ 

17:20 

《개 회 식》14:00～14:30 

《기 조 강 연 & 심 포 지 엄》14:30～16:40  

「AI와 인간의 마음, 그리고 미래」 

《연 주 회》16:５0～17:20 
17:30 

～ 

19:30 
웰컴 파티 (환영회)  

8월 26일 (일) 

9:00 

～ 

10:30 

패러렐 세션（분과회3） 

 (테마별 논문발표와 토론) 
원탁회의 B  

11:00 

～ 

12:30 

패러렐 세션（분과회4） 

 (테마별 논문발표와 토론) 

「동남아시아의  

종교 대화」 
원탁회의A 

14:00 

～ 

15:30 

패러렐 세션（분과회5） 

 (테마별 논문발표와 토론) 
 「국사들의 대화」 

16:00 

～ 

17:30 

패러렐 세션（분과회6） 

 (테마별 논문발표와 토론) 
  

18:30 

～ 

20:30 

클로징 파티 (환송회)  

(우수논문상, 우수발표상의 발표와 수여식) 

8월 27일 (월) 

견학・시찰 투어 

(서울시 및 주변 지역 견학, 시찰) 

8월 28일 (화)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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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4일 (금) 도착, 참가 등록 

 판문점 투어 참가자는 인천공항에 집합하여 10:30에 출발하고, 17:00에 The K-Hotel에서 해산합니다. 

 일반 참가 등록은 14:00~21:00까지입니다. 사무국은 아침 8:00부터 열려 있기 때문에 짐을 맡기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21:00 이후 도착 예정이신 분은 사전에 미리 사무국에 알려 주세요. 

 보조금을 받으시는 분은 모두 접수 시에 영수증에 서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조금 지급도 접수 

시에 이루어집니다. 

 참가 등록 시에 호텔 레스토랑의 저녁식사권을 나누어 드리는데, 레스토랑은 22:00까지입니다. 그 

이후에 도착하시는 분은 식사를 마치고 오세요.  

 원탁회의 A(국사들의 대화의 가능성)과 원탁회의 B(동남아시아의 종교 대화)의 관계자는 18:00부터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호텔동 2층(H2)의 레스토랑 The Park에 모여 주세요. 

 8 월 24 일(13:00~22:00)과 25 일(8:30~17:30), AFC 사무국 옆에 세중여행사(世中旅行社)의 데스크를 

설치합니다. 스터디 투어에 아직 등록하지 않으신 분 중에서 참가를 희망하시는 경우는 직접 여행사에 

말씀하세요. 

 

8월 25일 (토) 오전 중은 원탁회의와 분과회, 오후는 개회식・기조강연・심포지엄・웰컴 파티 

09:00  제 1 세션 (호텔동과 Avenue동의 각 방)  

※세션 프로그램은 8월 5일 이후 온라인 시스템 상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10:30  커피 휴식 타임 

11:00  제 2세션 

12:30  점식식사 13:00까지는 Four Seasons（C1：회의동１F）、그 이후는 Uccelio（H1：호텔동１F） 

14:00  개회식 @Geomungo B&C（H3：호텔동３F） 

14:30  기조강연, 심포지엄, 연주회 

17:30  웰컴 파티 @Cristal (C3：회의동３F) 

19:30  종료 

 
8월 26일 (일) 원탁회의와 분과회, 클로징 파티 
09:00 제 1세션 (호텔동과 Avenue동의 각 방)  
10:30  커피 휴식 타임 
11:00  제 2세션 
12:30  점식식사는 Four Seasons（C1：회의동１F） 
14:00  제 3세션 
15:30  커피 휴식 타임 
16:00  제 4세션 
17:30  세션 종료  
18:30  클로징 파티 (환송회) @ Gayageum（H2：호텔동２F） 

우수상 수여식은 파티 중에 이루어집니다. 
20:30  종료 
 
8월 27일 (월) 스터디 투어 
 등록 지불을 마친 참가자만. 

 개시 시간 15분 전에 호텔동 1층의 정면 현관에 모여 주세요. 

 투어에 포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어가 있는 날의 점심식사와 저녁식사는 참가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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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인천공항과 양재역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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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에서 오는 버스에서 하차하신 다음 큰 사거리 쪽으로 향해 가셔서 지하철 양재역 5번 출구로 

들어가세요. 지하도를 통해 9번 출구로 나오신 다음, 출구에서 직진하셔서 조금 걸으시면 셔틀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차지점에서 셔틀버스 정류장까지 큰 길을 건너지 않으면 안 되며, 셔틀버스를 기다리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하시는 것(4,100원)도 추천 드립니다.  

 8월 24일(금)에는 파란색 폴로 셔츠를 입은 AFC 스태프가 대기하여 도와 드립니다.  

인천공항 제 1여객터미널의 호텔행 버스 승차장(4B) 근처 (8:30~11:00) 

양재의 리무진 버스 하차지점과 셔틀버스 정류장 근처 (9:00~17:00) 

 체크인 시간(15:00) 전에 도착한 경우, 짐은 호텔에 맡기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