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비교한국학회 뉴스레터(20180621)
국제비교한국학회 회원님들께.
더위가 성큼 다가온 가운데 2018년 1학기를 마무리하고 계시겠습니다. 이번 해 학회의 두
번째 소식을 회원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1) 학술지 26권 1호 발간 및 발송
학회지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26권 1호가 2018년 4월 30일에 발간되어
이번 주 중에 회원님들께 발송되었습니다. 학회지의 구성은 ‘특집 기획’, ‘비교한국학의 쟁점
과 전망’, ‘일반논문’, ‘비교한국학 리뷰’ 등으로 세분화되었습니다. 특집 기획과 비교한국
학의 쟁점과 전망에서는 한국 문학을 포함하여, 프랑스에서의 아시아문학 번역과 수용에 관
한 여섯 편의 프랑스 학자들의 논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리뷰에는 진태원의 을의 민주주의
- 새로운 혁명을 위하여에 대한 서평 논문이 게재되었습니다. 혹시 학술지를 받지 못하시
면 학회메일(newiacks@empas.com)이나 고재봉 총무간사의 메일(993061@hanmail.net)로 연락
주십시오. 바로 배송해드리겠습니다.

(2) 학술지 26권 2호 투고 안내
2018년 8월 30일 발간 예정인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26권 2호의 원고
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투고 마감일은 2018년 6월 30일입니다.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투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투고 논문은 JAMS2.0 시스템을 통해 접수합니다. 투고/심사/게재와 관련
된

전반적

사항은

학회메일(newiacks@empas.com)이나

박현익

편집간사의

메일

(chsuscamp@naver.com)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3) 국제비교한국학회 제36회 국내 학술대회 개최
다가오는 7월 7일(토)에 경희대학교 청운관에서 다음과 같이 제36회 국내 학술대회를 개
최합니다. 문학과 사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새롭고도 풍성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합니다. 많은 회원님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학회 참가비는 1만원(현금)입니
다. 단, 석사과정, 박사과정 재학 중인 대학원생은 무료입니다.
주제: 문학의 정치사회학, 그 국제적 변화의 양상들: 문학과 인문학, 문학과 사회과학의 새로운 접점을
모색하며(International Changes in the Political Sociology of Literature: To find new points of
contact between literature and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날짜: 2018년 7월 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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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 청운관)
일정

발 표
13:30~
13:45

및

내 용

1. 문학의 비화해성을 둘러싼 몇 가지 쟁점들
13:30~

13:45~

15:05

15:05

고

개회사: 홍정선(국제비교한국학회 회장)
제1부 : 한국문학의 정치사회학

1부

비

발표자 : 한래희(숭실대) / 토론자 : 강용훈(인천대)
2. 도시빈민의 세대론적 특성과 구원의 방식 : 윤대녕의 <피

사회자:
오형엽
(고려대)

에로의 집>에 나타난 세대현상을 중심으로
발표자 : 김정남(관동대) / 토론자 : 최강민(우석대)
중간휴식

15:05~
15:20

중간휴식
제2부 : 문학의 정치사회학, 그 국제적 변화의 양상들
1. 문학의 정치적 특수성과 사회성에 대한 복합적
관점 : 자크 랑시에르와 피에르 부르디외를 중심으로

2부
15:20~
15:20~

17:20

17:20

발표자 : 정의진(상명대) - 토론자 : 최용호(한국외대)

사회자:

2. 치유인문학으로 읽는 몸의 시학: 앤 색스턴과 최승자 비교

도윤정

연구

(인하대)

발표자 : 정은귀 (한국외국어대 영문학) - 손나리(서울시립대)
3. 재일조선인의 자서전과 일본사회
발표자 : 이한정(상명대) - 토론자 : 신승모(동국대)

종합토론

17:20~
17:50

좌장: 김동식

종합토론

(인하대)

(4) 제38회 국제 학술대회(2019년 4월) 발표자 모집
내년 4월 19일(금)-20일(일)(예정)에 중국의 산동대학교에서 제38회 국제비교한국학회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주제는 미정이나 자유 주제 세션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
니다. 많은 분들이 참가하셔서 뜻 깊은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발표자와 학
술대회 진행 인원 등 한국에서 출발하는 인원을 최대 2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학술대회에 발표자로 참가할 의향이 있으시면 성함, 소속, 연락처, 발표 논문 (예상) 주
제와 간단한 내용(A4 반 페이지 정도)을 학회메일(newiacks@empas.com)로 7월 31일까지 보
내주시길 바랍니다. 메일 제목에 ‘국제학술대회 발표’라고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상 공식일정은 학술대회 하루 혹은 하루 반과 산동대학에서 제공하는 웨이하이의 북양
해군기지 답사입니다. 이 공식일정 후에 곡부와 태산 지역에 대한 자체 답사여행이 있을 예
정입니다. 총 4박 5일로 예상합니다. 자체 답사여행 일정이 부담스러운 분은 일찍 귀국하셔
도 됩니다(참가 신청 시 이 점 알려주십시오). 총비용은 왕복 항공권 20만원 정도, 답사여행
비 3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학술대회 기간 중의 식비와 호텔 숙박비는 산동대에
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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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게재료 조정 안내
학회의 재정 상황을 개선하고 신진연구자의 투고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 4월 이사회에서 
비교한국학 논문의 기본 게재료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기로 결정하여 26권 2호(8월 30일 발
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행
일반 논문 (전임)
일반 논문 (비전임)

100,000원

조정
150,000원
좌동

교내 연구비 지원 논문

200,000원

300,000원

교외 연구비 지원 논문

300,000원

좌동

학회의 학술활동에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 부탁드립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방학을 맞이하
시길 기원합니다.
2018년 6월 21일 국제비교한국학회 회장 홍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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