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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e & Venue 

Conference Schedule 
[ DELEGATE SCHEDULE ] 

8th January 

TIME EVENT VENUE 

12:00 – 15:00 Registration 2nd Dormitory A building 

15:00 – 17:00 Opening Ceremony Renaissance Hall 

17:00 – 18:00 Committee Orientation Each Committee Room 

18:00 – 19:00 Dinner Student Center 

19:00 – 22:00 ROP Orientation Each Committee Room 

24:00 – Dormitory Roll Call Dormitory 

 

9th January 

TIME EVENT VENUE 

09:00 – 10:00 Breakfast Each Committee Room 

10:00 – 12:00 Session 1 Each Committee Room 

12:00 – 13:30 Lunch Student Center 

13:30 – 17:50 Session 2 Each Committee Room 

18:00 – 19:00 Dinner Student Center 

19:00 – 21:30 Session 3 Each Committee Room 

21:30 – 23:30 Informal Session Each Committee Room 

24:00 – Dormitory Roll Call Dormi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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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th January 

TIME EVENT VENUE 

9:00 – 10:00 Breakfast Each Committee Room 

10:00 – 12:00 Session 4 Each Committee Room 

12:00 – 13:30 Lunch Student Center 

13:30 – 17:50 Session 5 Each Committee Room 

18:00 – 21:00 GCIAN Party Renaissance Hall 

21:00 – 23:00 Informal Session Each Committee Room 

24:00 – Dormitory Roll Call Dormitory 

 

 

11th January 

TIME EVENT VENUE 

09:00 – 10:00 Breakfast Each Committee Room 

10:00 – 12:20 Session 6 Each Committee Room 

12:20 – 13:30 Lunch Student Center 

13:30 – 15:30 Session 7 Each Committee Room 

16:00 – 18:00 Closing Ceremony Renaissance Hall 

18:00 – 20:00 Dormitory Check-Out [Regular] Dormi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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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SERVER SCHEDULE ] 

  

8th January 

TIME EVENT VENUE 

12:00 – 15:00 Registration Dormitory 

15:00 – 17:00 Opening Ceremony Renaissance Hall 

17:00 – 18:00 Announcement & Orientation International College 

18:00 – 19:00 Dinner Student Center 

19:00 – 20:30 Intensive Rules of Procedure Orientation International College 

20:50 – 22:00 Session 1 International College 

24:00 – Dormitory Roll Call Dormitory 

 

9th January 

TIME EVENT VENUE 

09:00 – 10:00 Breakfast Dormitory 

10:00 – 12:00 Session 2 International College  

12:00 – 13:30 Lunch International College  

13:30 – 17:50 Session 3 International College  

18:00 – 19:00 Dinner Student Center 

19:30 – 22:00 Session 4 International College  

24:00 – Dormitory Roll Call Dormi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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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th January 

TIME EVENT VENUE 

9:00 – 10:00 Breakfast International College 

10:00 – 12:00 Session 5 International College  

12:00 – 13:30 Lunch Student Center 

13:30 – 17:50 Session 6 International College  

18:00 – 21:00 GCIAN Party Renaissance Hall 

21:00 – 22:30 Session 7 International College  

24:00 –  Dormitory Roll Call Dormitory 

 

11th January 

TIME EVENT VENUE 

09:00 – 10:00 Breakfast International College 

10:00 – 12:20 Session 8 International College  

12:20 – 13:30 Lunch Student Center 

13:30 – 15:30 Session 9 International College  

16:00 – 18:00 Closing Ceremony Renaissance Hall 

18:00 – 20:00 Dormitory Check-Out [Regular] Dormitory 

 

* Schedule & Venue subject to change. (스케줄과 장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참가증명서를 받기 위해서는, 총 7세션 중에서 5세션 이상 참석하셔야 합니다. (2/3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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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 Hee University Global(국제) Campus> 

 

 

 

A. Registration will be held in 2nd dormitory. 

등록은 제 2기숙사 A동에서 진행됩니다. 

B. Opening Ceremony will be held at Renaissance Hall, Central Library 3rd floor.  

개회식은 중앙도서관 3층 르네상스홀에서 진행됩니다.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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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ions 

지하철 

분당선 영통역 하차 후 2번 또는 3번 출구로 나온 뒤 도보로 10~20분 소요(혹은 

8번 출구로 나온 뒤, 교내로 진입하는 좌석버스(다음페이지 참조)로 환승 가능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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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하단의 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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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정류장 안내 School Bus stops information 

정문-외국어대학-생명과학대학-사색의 광장-생명과학대학-체육대학-정문 혹은 정문 

건너편 

● 학교 내에서 운행하는 버스의 경우 캠퍼스 내에서 무료탑승 가능합니다. 

(교내 외대 앞 정류장부터 사색의 광장까지)  

 

자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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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ouncement 
1. Registration 

Registration will take place at Kyung Hee University Global Campus girl’s dormitory (2nd 

dormitory) lobby from 12:00p.m. to 15:00p.m on January 8th, 2019. You will be receiving 

keys, souvenirs, and checking into your rooms. Please be aware that latter hours would 

be very crowded so we highly suggest you that you check in with some time to spare to 

register and unload your baggage. 

Participants’ Guardians 

School may not have enough parking spaces so we highly suggest you to drop off 

participants or use public transportations especially buses (they come into the 

campus).Also, guardians cannot go inside the dormitory according to the dormitory 

regulations.  

Late registration 

Please be aware that if you arrive later than 15:00, you might miss some part of opening 

ceremony and registration may be delayed.  

For those arriving late, please come to girl’s dormitory (2nd dormitory). Our staffs will 

guide to opening ceremony venue directly. If you are arriving later than 18:00, please 

notify us time of your arrival beforehand through e-mail and we will reply you back 

(kicmun@naver.com).       

 

2. Waiver Form & Code of Conduct  

We require all participants of Global Classrooms: Seoul 2019 to bring waiver forms and 

code of conducts signed. These are promises and rules between participants and Global 

Classrooms: Seoul 2019 that must be kept for the nice conference. For underage 

participants, all documents require guardian’s signature so please do not forget to bring 

them with you for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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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ormitory 

Dormitory is not mandatory. However, this conference is 3 nights and 4 days long and 

every session will start 10:00 a.m. sharp so as far as you do not reside near Kyung Hee 

Global Campus, we highly encourage you to stay in dormitory for the conference. 

Dormitory provides only basic infrastructures including beds, bed sheets, desks, soap 

toilet paper and LAN cable. So, you should bring towels and personal belongings. Two 

people are assigned per room.   

Dormitory Application 

If you wish to apply for dormitory, please send an e-mail and pay 54,000won extra.  

Roommates 

We will assign your roommates according to your application. For those who had no 

priority, we will assign them randomly with your committee and age considered. 

Wi-Fi 

Wi-Fi is available in each committee rooms where sessions will be held. There will also be 

LAN cable in each dormitory room. There is Wi-Fi is dormitory also, however, Wi-Fi might 

not available in some dormitory rooms due to its locations, so we highly recommend 

participants to bring your own portable Wi-Fi to conference.  

 

4. Invitation letter  

If you need a document to prove your attendance of Global Classrooms: Seoul 2019, we 

provide invitation letter under your request through e-mail.  

 

5. Dress Code 

Dress code for Global Classrooms: Seoul 2019, all participants are required to wear 

formal attire. For middle and high school participants, you can wear school uniforms. 

*For Observers, you are allowed to wear freely but highly encouraged to wear formal 

attire in opening and clo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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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Position paper & Orientation (Only Delegate) 

Position paper submission due date is December 25th, 2018 at 23:59. Please write 

according to the guideline and format provided at website 

(http://www.kicmun.org/resource.html) and write for both agendas. Please send your 

position paper to gc12position@naver.com after naming it as GC12_Committee_ 

Delegation. You will receive confirmation e-mail after we check yours. Also, for those of 

you who have not been able to participate in the Orientation, we’ve uploaded on 

Resource section for reference. 

 

공지사항 
1. 등록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여자기숙사에서 2019년 1월 8일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 등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념품과 카드 키를 받으시고 기숙사에 들어가셔서 짐 정리를 해주

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참가자들이 몰려 혼잡할 수 있으니 여유롭게 도착하시

어 등록과 짐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자 안내 

기숙사 앞의 주차공간이 부족하오니, 대중교통(버스가 학교 캠퍼스 안까지 운영 가능)을 

이용하시거나 참가자 분들을 기숙사 앞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호자께서는 기숙

사 내부까지는 기숙사 규칙에 따라 기숙사 내 출입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후기 등록 

오후 3시 이후에 도착하시게 되면 등록이 늦어질 수 있으며 개회식을 놓치실 수 있습니

다. 늦게 도착하시는 분들은 여자기숙사로 바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대회 스태프들이 참

가자 분들을 개회식 장소로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후 6시 이후

에 도착하실 예정이라면 저희 사무국 e-mail(kicmun@naver.com)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

다. 

 

 

 

 

 

http://www.kicmun.org/resourc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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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aiver Form & 기숙사 입사 서약서 

Global Classrooms: Seoul 2019에 참가하시는 모든 분들로부터 Waiver Form과 기숙사 입

사 서약서를 받습니다. 좋은 대회 유지를 위해 참가자로서 지켜야 할 규율과 약속이 명

시되어 있으며 미성년 참가자 분들은 반드시 보호자의 서명이 있어야 하므로 등록 시에 

반드시 가져와주시기 바랍니다. 

 

3. 기숙사 

기숙사는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회 일정이 3박 4일이며 첫 세션이 오전 10시 

정각에 시작될 예정이므로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근처에 거주하시지 않는 이상 대회를 

위해 기숙사를 신청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기숙사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제공합니다. 침대, 간단한 침구류, 책상, 의자, 화장실, 휴

지 및 비누 그리고 LAN선이 제공되며 2인 1실입니다. 따라서 수건 및 개인 용품 등을 

가져오셔야 합니다. 

기숙사 신청 

기숙사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이메일로 신청 가능하시며, 추가비용은 5만4천원 입니다. 

룸메이트 

룸메이트는 지원서의 희망 룸메이트에 따라 배정됩니다. 선호하는 룸메이트가 없으신 참

가자 분들의 경우 배정된 위원회와 나이를 고려하여 배정해 드립니다. 

무선인터넷 

대회가 진행되는 국제학관의 경우에는 무선인터넷(Wi-Fi)가 존재합니다. 기숙사 각 방에

는 랜선이 있으며, 무선인터넷도 존재하나, 방의 위치에 따라서 무선인터넷의 신호 강도

가 상이하여, 사무국 측에서는 참가자들이 휴대용 와이파이 공유기를 가져오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4. 공문 

Global Classrooms: Seoul 2019 대회 참가를 증명하기 위한 문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메

일로 요청하시면 공문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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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복장 규정 

Global Classrooms: Seoul 2019의 모든 참가자 분들은 격식 있는 옷과 신발을 착용하셔야 

합니다. 중고등학생 참가자 분들은 교복착용이 가능합니다. 

*옵저버 분들은 자유복장이오나 개/폐회식에는 격식 있는 옷을 착용하는 것을 권장합니

다. 

 

6. 입장표결문 & 오리엔테이션 (Delegate만) 

입장표결문 제출 기한은 2018 년 12 월 25 일 23:59 까지 입니다. 홈페이지 

(http://www.kicmun.org/resource.html) 에 업로드 된 가이드라인과 포맷에 맞추어 두가지 

의제 모두 작성해주시길 바랍니다. 작성하신 입장표결문은 gc12position@naver.com 

으로 보내주시면 되며 파일명은 GC12_Committee_Delegation 으로 하시면 됩니다. 

담당자가 확인 후 승인 메일을 보내드리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리엔테이션 불참자는 자료가 홈페이지 resource 에 업로드 되어있사오니 확인 부탁 

드립니다. 

 

 

 

 

 

 

 

 

http://www.kicmun.org/resourc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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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Information 

 

 
 

-Tel: 031)201-2325 [Office hours: 9:00 to 17:00 from Monday to Friday] 

-Fax: 031)201-2326 

-Homepage: www.kicmun.org 

-E-Mail: kicmun@naver.com 

-Blog: blog.naver.com/kicmun 

-Facebook: www.facebook.com/kimunsecretariat 

(If you press the 'like' button, you'll get frequent updates, news and 

information about Global Classrooms: Seoul and other conferences.) 

(좋아요를 누르시면 지속적인 Global Classrooms: Seoul 에 대한 업데

이트와 뉴스 및 다른 대회들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Kakaotalk: @kicmun (실시간 상담 및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