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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13th to 16th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를 이용해 주세요: http://ausgocongress.com/  

등록 페이지: https://www.ausgocongress.com/registration/  

http://ausgocongress.com/
https://www.ausgocongress.com/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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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장소: 

Hanho Newspaper, 570 Blaxland Road, Eastwood, NSW, Australia 2122 

 

이메일: generalmanager@ausgocongress.com 

 

대회 일정 
 

2월 13일 목요일  

10:00am to 12:00pm – 프로기사 다면기 

2:00pm to 4:00pm – 프로기사 강의 

5:00pm to 6:30pm – 추후 공지 

5:00pm to 6:45pm – 속기대회 이벤트 
 

2월 14일 금요일  

10:00am to 1:00pm – 프로기사 강의 및 세미나 

2:00pm to 4:00pm – 친선대국 및 프로기사 복기 

5:00pm to 6:45pm – 아카데믹 심포지움 

5:00pm to 6:45pm – 페어 및 팀 토너먼트 

2월 15일 토요일  

9:30am to 10:00am – 개회식 

10:00am to 12:30pm – 1회전 

1:00pm to 3:30pm –  2회전 

3:30pm to 6:00pm – 3회전 
 

2월 16일 일요일  

9:00am to 11:30pm –  4회전 

12:00pm to 2:30pm –  5회전 

2:30pm to 5:00pm – 최종전  

5:00pm to 5:30pm – 시상식 및 폐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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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별리그  
1조: 최강자부: 참가비: $90 (초,중,고 및 대학생 $50) 
아마추어 5단 이상 기력의 강자를 위한 조. 이틀동안 6회전 대국으로 진행되며 

모든 대국은 총호선 (덤 6.5집) 으로 치러진다. 제한시간은 각자 1시간, 4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진다. 
 

1조: 유단자부: 참가비: $90 (초,중,고 및 대학생 $50) 

5단부터 1단 기력의 참가자를 위한 조. 이틀동안 6회전 대국으로 진행되며 모든 

대국은 총호선 (덤 6.5집) 으로 치러진다. 제한시간은 각자 1시간, 4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진다. 
 

3조: 일반부 (칫수제): 참가비: $90 (초,중,고 및 대학생 $50) 

4단부터 15급까지의 모든 참가자가 참가 가능. 이틀동안 6회전 대국으로 

진행되며 모든 대국은 칫수제 접바둑으로 치러진다. 제한시간은 각자 

1시간, 4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진다. 
 

4조: 시니어부 (칫수제): 참가비: $90 (할인 적용 없음) 

 

50세 이상의 참가자를 위한 조. 이틀동안 6회전 대국으로 진행되며 모든 

대국은 칫수제 접바둑으로 치러진다. 제한시간은 각자 1시간, 4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진다. 
 

5조 – 어린이부 (칫수제) 참가비: $30 

기력이 약한 학생 및 어린이를 위한 조. 하루동안 6회전 대국으로 진행되며 

모든 대국은 칫수제 접바둑으로 치러진다. 제한시간은 각자 20분, 3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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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상금 
 

총상금 및 트로피 & 메달: (호주) $10,000 

최강자부 상금: $4000 - 상위 10명 

유단자부 상금: $2000 - 상위 10명 

일반부 상금: $1200 - 상위 6명 

시니어부 상금: $1100 - 상위 6명 

어린이부: 메달과 상장 수여 - 상위 6명 

 
 
대회장 및 심판 

대회장은 데이비드 미첼, 심판은 안영길 8단이며 모든 참가자는 대회장과 심판의 

판정에 따라야 한다.  

 

대회 등록 및 참가비 결제 

아래 링크를 통해 대회등록과 참가비 결제를 할 수 있다. 

https://www.ausgocongress.com/registration/ 

참가비에는 프로기사 강의 및 다면기, 이벤트 대회가 포함된다. 

 

숙박시설 

호주 바둑 콩그레스에서는 숙박을 제공하지 않지만 시드니 도심 주변에 호텔, 

유스호스텔, 에어비엔비 등 다양한 숙박시설이 갖춰져 있음. 

숙박시설 관련해 아래의 링크를 참조 

https://www.destinationnsw.com.au/ 

https://kr.hotels.com/?intlid=HOME+%3A%3A+header_main_section 

https://www.ausgocongress.com/registration/
https://www.destinationnsw.com.au/
https://kr.hotels.com/?intlid=HOME+%3A%3A+header_main_se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