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정기사회학대회 공고문

인사말
한국사회학회 회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2019년 정기사회학대회가 “공동체의 미래를 묻다”의 주제로 오는 12월 20일(금) - 21일(토) 양일간 고려대
학교에서 개최됩니다. 공동체는 사회학적 성찰의 본유적 논제이자 사회학의 가치를 담보하는 실천적 대상입니다.
21세기 초입을 경험한 작금의 국내외 상황은 공동체란 존재하는가의 질문을 던져야 할 만큼 녹록치 않습니다.
짚어 내야 할 지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어느 때보다 사회학적 해법에 대한 기대가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
다.
이번 사회학대회는 플레너리 세션, 일반 세션, 특별 세션, 대학원생 세션으로 구성됩니다. 플레너리 세션은
공동체의 미래를 묻는 세션 I, II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 상황이 요청하는 이론과 실천을 담아내는 특
별 세션도 다양하게 구성하려고 합니다. 분과 학회와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일반 세션에서는 다양한
논제가 발표될 것입니다. 학문 후속세대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학원 세션도 크게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2019년 한국사회학대회가 우리 사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 방향을 제시하는 열띤 토론의 장이 되도록 힘
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0월 30일
한국사회학회 회장 박길성 올림

1. 2019년 정기사회학대회 개요

< 2019년 정기사회학대회 안내 >
- 주제: 공동체의 미래를 묻다
- 일정: 12월 20(금) ~ 21일(토)
- 장소: 고려대학교
- 사전등록: 11월 11일(월) ~ 12월 13일(금)
- 발표 신청 기간: 11월 11일(월) ~ 11월 21일(목)
- 원고 제출 마감(요약문, 논문원문 모두 해당): 11월 11일(월) ~ 12월 6일(금)
< 정기사회학대회 홈페이지 개설 >
- 발표를 희망하는 연구자들께서는 2019년 한국사회학회 정기사회학대회 홈페이지(ksa2019.org)를 통해 발표
신청을 접수해주기 바랍니다.
< 2019년 정기사회학대회의 운영 조직책임 >
- 조직위원장: 한준(학회 부회장), 정기선(학회 부회장)
- 플레너리 세션 조직: 학회 회장단
- 특별 세션 책임: 심재만(고려대)
- 일반 세션 책임: 김재우(전북대)
- 대학원 세션 책임: 김상학(한양대)
- 진행 및 문의: 학회 사무실(02-722-8747, ksa8747@hanmail.net)
※ 특별 세션과 대학원 세션을 계획하시는 분은 각 세션 조직 책임자인 심재만 교수(고려대, jaemahn.shim@gmail.com)
와 김상학 교수(한양대, sanghag@hanyang.ac.kr)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조직위원회에서 결정 사항 >
1. 논문발표자는 2019년도 사회학회 회비를 완납하는 것으로 한다.
회비납부 계좌: 우리은행 142-163640-01-101 [예금주] 사단법인 한국사회학회
2. 발표 논문은 다음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표요약문은 필히 제출해야 한다.
1) 홈페이지 업로드용(PDF 파일 제작) : 『한국사회학』 기고 요령에 따른 논문원고A4 10-15매 내외 분량
2) 대회 자료집 수록용: 발표요약문 A4 2매 이내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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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정기사회학대회 일정>

12월 20일 (금)
9:30~

등록

10:30~12:00

개회식 및 플레너리세션 1: “공동체의 미래를 묻다”

12:00~13:30

점심 & 한국사회학회 이사회

13:30~15:30

일반세션 / 특별세션

15:30~15:50

휴식

15:50~17:50

일반세션 / 특별세션

18:00~19:00

총회

19:00~21:00

만찬
12월 21일 (토)

9:00~11:00

일반세션 / 대학원세션

11:10~12:30

플레너리세션 2: “학문·대학 공동체”

12:30~13:30

점심

13:30~15:30

일반세션 / 특별세션 / 대학원세션

15:30~16:00

휴식

16:00~18:00

일반세션 / 특별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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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제별 세션 및 세션 조직 책임자

아래 분과 및 주제별로 구분하고, 2019년 정기사회학대회 홈페이지(ksa2019.org)에 접속하여 발표신청을 한다.
세션 관련 사항은 각 주제별 세션 조직책임자에게 문의한다.

Ⅰ분과(일반 세션)
이론

김봉석(성균관대)

livemodern@skku.edu

문화

왕혜숙(연세대)

wangwang@yonsei.ac.kr

사회사

박천웅(전북대)

chunwoong@jbnu.ac.kr

종교

임영빈(포스텍)

fcslim@hanmail.net

박수호(중앙승가대)

foramita@naver.com

조직/경제

심재만(고려대)

jaemahn.shim@gmail.com

도시/지역

정승안(동명대)

sovong@nate.com

범죄/일탈

장안식(고려대)

ansikchang@gmail.com

정보사회학

백경민(숭실대)

kbaek37@ssu.ac.kr

과학사회학

서지영(과학기술정책연구원)

science@stepi.re.kr

복지/평등

이철승(서강대)

chslee@sogang.ac.kr

젠더

이나영(중앙대)

nylee@cau.ac.kr

가족

송유진(동아대)

yjsong28@dau.ac.kr

다문화/소수자

설동훈(전북대)

dhseol@gmail.com

농촌

김흥주(원광대)

kanddol@wku.ac.kr

인구/노년

김주현(충남대)

haha0929@cnu.ac.kr

사회심리학

김상학(한양대)

sanghag@hanyang.ac.kr

홍성수(숙명여대)

sungsooh@gmail.com

동양사회/동양사상

Ⅱ분과(일반 세션)

Ⅲ 분과(일반 세션)

법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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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분과(일반 세션)
정치/사회운동

서찬석(중앙대)

sociochan@cau.ac.kr

산업/노동

황현일(경희대)

hyunil94@hanmail.net

사회계층/불평등

황선재(충남대)

sunjaeh@cnu.ac.kr

환경

홍덕화(충북대)

dhhong@chungbuk.ac.kr

글로벌리제이션
/인권

구정우(성균관대)

jkoo@skku.edu

국제관계/초국가

박우(한성대)

piaoyou34@gmail.com

이종희(선거연수원)

doreaner@daum.net

대학원생 세션

김상학(한양대)

sanghag@hanyang.ac.kr

특별 세션

심재만(고려대)

jaemahn.shim@gmail.com

한독사회학회

V 대학원생 및 특별 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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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9년 정기사회학대회 숙박 신청 안내

오는 12월 20일(금)~21일(토) 1박 2일간 고려대학교에서 개최될 2019년 정기사회학대회 숙박 신청에 대해 알
려드립니다. 학회에서는 정기사회학대회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고려대학교 CJ인터네셔널 하우스 10개의 객실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숙박을 원하시는 회원님들께서는 하단을 참조하시어 11월 22일(금)까지 정기사회학대회 홈페
이지(ksa2019.org)를 통해

신청해 주십시오.

< 신청 방법 >
∙ 정기사회학대회 홈페이지(ksa2019.org)에서 접수
- 신청 마감: 11월 22일(금)

< 숙박 정보 안내 >
∙ 고려대학교 CJ International House
- 숙박 장소: 고려대학교, CJ International House
- 전화번호: 02-3290-1555
- 주소: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안암학사 CJ I-house, 02841
- 약도 (https://reslife.korea.ac.kr:5008/v1/src/main/page.php?code=map)
∙ 고려대학교 위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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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교통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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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 International House 위치안내

∙ 숙박요금 안내
ROOM

TYPE

Studio TYPE
(싱글침대 1개)

규격

학회 가예약 객실수

요금

비고

25.5 m2
(7.7 PY)

10

60,000

1인 투숙 가능

감사합니다.
한국사회학회 2019년 정기사회학대회 조직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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