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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비교한국학회 회원 여러분께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 마무리를 하고 있는 요즈음 우리 학회에서도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 및
국내 학술대회 행사를 모두 성공적으로 치뤘으며 지난 6월 11일(트) 서강대학교에서
차기 회장을 선출하는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각 행사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
습니다
.

(1) 2011년 6월 11일 (되

창립 幻주년 기념 국내 학술대회 개최

창립 20주 년 기념 국내 학술대회는 <고정희 시인 추모 20주 기>와 연결하여 2011
년 6월 11일 (트) 서강대학교에서 "고 정희와 여성문학 여성적 글쓰기와 시적 언어"
주제로 개최되었슘니다. 하루종일 총 υ개 논문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회원
과 비회원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 개최의
의의와 효과에 대해서는 <여 성신문> 1139회 6월 18일
24일)에 자세하게 기사화
=6월

될 예정입니다αㅛ⊇∠∠꼬工뜨쁘으
m요 뽀쁘뾰트
쁘上」. 또한 이날 발표된 논문들은 오는
—
8월 31일 과 υ월 31일 발행 예정인 학술지 19권 2호와 3호 에 <기 획특집>으로 게재
될 예정입니다
.

(η

정기총회 개최 관련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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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1 제11대 임원진 주요 활동 보고 (2° 10년 1월 ·2011년 8엌
* 2009년 10월
30일 :

* 2010년 1월
* 2010년 1월

정기총회 및 제11대 회장 선출 (한 양여대 이소희 교수)
9일 : 제10대 임원진으로부텨 통장 및 업무 인수인계
15일 : 제1차 이사회 개최

* 2010년 2월
4일 : 제2차 이사회
* 2010년 4윌
∶ 3차

및 편집회의 개최
23일 제
이사회 개최
* 2010년 4월
30일 : CoΨ ρ Hυe Kυ e〃 ηSf〃
발간
"y〃
''es
Vol.18,
No.1
* 2010년 5월
“ "이 상과 모더니즘" (전 남대학교)
8일 : 제19회 학술발표대회
전남대학교 영미문화연구수)
소규모연구회사업 선정 <고 정회와 여성문학>
국제비교문학대회(ICLA)에 패널구성 참가
(공 동주최:

* 2010년 7월
1일 : 한국연구재단
* 2010년 8월
:
19차

19일

제

"The IIlteract二 on between KoI’ eaI' and ∫apanese Literattlres

in υ 20s-1930㏛ F∝ usmg oII Wome㎡ s Culture" (중 앙 대 학 교 )
* 2010년 8월
.2 발간
31일 ∶Co羽 ρααHυ e Ko"eα ηS'"㎕
'e,
Vol.18,
N°
* 2010년 10월
—
“
:
20회

15-17일 제

* 2010년
* 2010년
* 2011년
* 2011년
* 2011년

학술발표 대회 "아 시아 태평 양 지 역의 이주와

트랜스내셔널리즘" (제 주대학교)
(공 동주최: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1월 23일 : 한국연구재단 2011년 국내학술지발간지원비 3,683,000원
12월 31일 : Gσ Ψρ
Π
τ
α
Hυ ℓKo"e"η Sf〃 〃
ι
s Vo1.18, No.3 발간
¿
1월 14일 : 제4차 이사회 개최
4월 18일 : 대산문화재단 USC 국제학술대회 지원금 4,00α 000원
4월 21일 : 창립 20주 년 기념 제21회 국제학술대회 "CoIonial ModeIIlity
and Cultural Politics in 1930s Korea/ East Asia"
(Uⅲ v. of Southeln Caliiforⅲ ˛ LA, US스)

(공 동 주 최 : Kolean Studies Institute, USq LA)
* 2011년 4월
, Vo1.19, N° .1 발간
30일 ∶CoΨραy〃 Hυ e Ko"ℓ αηS'π Jιℓ
* 2011년 6월
11일 : 창립 20주 년 기념 제22회 국내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고 정희와 여성문학: 여성적 글쓰기와 시적 언어" (서 강대학교)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2일 : 제5차 이사회 개최 (예 정)
α
Iη Hυe Ko“ eα ηS'〃
Vo1.1乳 N° .2 발간 (예 정)
31일 : Co㎍ ρ
(주 관:

* 2011년 7월
* 2011년 8월

''eβ

⑵ ψ 제υ대 회장 및 감사 선출
창립 20주 년 기념 국내 학술대회가 끝난 후 이어서 제η대 회장 선출을 위한 정
기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제υ대 회장으로는 지난 1월 14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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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후보로 추천되신 김승희 부회장님께서 선출되셨으며 임기는 오는 9월 1일 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또한 감사르는 제11대 임원진에서 활등하셨던 구은숙 교수님
(청 주대)과 연점숙 교수님(경 희대 서 선출되셨습니다
)께
.

⑵ 3̈ 정관 토의 및 게정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학회 운영방식의 변화에 발맞추어 정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그 구체적인 5가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1 장 총 칙
제4조 (사 업) 이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의 사업올 행한다
1. 학회지(그
翅肱ℓ*' ’ ηηS肱 ⅲ 및뉴스레텨의 발간
"Ψ
Z 연1회 보쏘왼 국제 및크』且숲크
“흰 개최(격 년으로 헤외 개최)
이상의"와 "국 내학술대회" 첨
.

'υ

제 3장

기
‘ 관

제9즈(임 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丑끄흰쪼ㅗ잎 차기회장 1인 〃삭제
)
.

제lO조 (임 원의 선출
‘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 으로
1. 회장은 의쏘呈오토 코圭뾰안
하며 이사는 회장단이 협의
지명한다. ("이 사회의 추천을 받아" 첨 D
)

제 4장

회 의

’

제17조 (총회
1. 정기
총회는 격년으르 (효丑보끄밭르⊥널쟨 한국에서 개최하고 차기회장과 감사를 보크 선출한
다. ("회 장 엄기만료 1년 전η"미 리〃삭제)
)

제 5장

재 정

제22조텨계년되 본회의 회계연도는 때년 田垂1일 부텨 익년 7월 m일 까지로 한다 (기 간을
"9월 1일 부터 익
년8월 31일 까지"르 변경)
(3)

학술지 υ권 2호 기획특짐 및 논문투고 안내

2011년 8월 31일 발행 예정인 『
α e Kυ
비교한국학』(Cυ φpα γ

eα

ηS勉

) 19

''"ε
권 2호 <기 획특집> 주제는 창립 20주 년 기념 국제 및 국내 학술대
“회의 주제
와같

"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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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위와 같은 주제의 한국학 관련 논문을 준비하시는 회원님들의 투고를 적극
권장합니다. 19권 2호의 논문 투고 마감일은 6월 30일I괵 까지입니다. 논문 투고
는 학회 공식 이메일 뾰쁘i로으
뇨으
으르
쁘으씬≤으쁘으로 보내주시고 심사료 3만 원과 2011
년 연회비 3만 원을 학회 공식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논문 투고/
심사/ 게재와 관련된 사항은 김종욱 편집위원장님guki쁘트
Z으 :뙤 ≤
쁘g旦드
초ㅘ께 문의하
십시오
(쏴

창립 幼주년 기념 연회비 및 평생회비 납부 켐피인

린 바와 같이 우리 학회에서는 창립 주년을 맞이하여 2011년 연
이미 공고해 드—
회비 납부 캠페인을 오는 6월 30일 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1991년 베를린에서 창
”
립된 이후 회원 수는 400여 명으로 늘었으나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는 회원 수는 매
우 저조한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6월 BO일까지 2011년 연회비 3만 원 납부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학회는 안정적인 재정기반 마련을 위하여 평생
회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학 분야에서 학제간 융합연구 방법
론을 지향하는 젊은 신진학자들의 평생회원 가입을 적극 권유하고 있습니다
평생회비는 30만 원입니다. 2011년 연회비 및 평생회비를 납입하고자 하시는
.

회원님들께서는 학회 공식 계좌(신 한은행 110-,1— 157770 최유진)로 입금하신
후 최유진 재무이사님의 메일(ⅲ 트
뇨으
旦
≤
≥
뇨Y쁘으쓰쁘旦⊆
꾜 )로 알려주시기 바람니
조 인숙
문의사항은
다. 또한
선생님 (01˛ 274— 1465,
회원
가입
ou垂 tte@hanm쑈 1.⑾ 에게 보내주십시오
.

창립 20주 년을 맞이하여 국제적인 학회로 발돋움하고 있는 우리 학회의
다양한 학술활동에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애정어린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

.

감사 합니다

.

2011년 6월 15일

국제비교한국학회장 이 소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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