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4차 코리아학 국제학술토론회 

The 14th ISKS International Conference of Korean Studies 

 

 일시 / Dates :  2019년 8월 18일(일)－20일(화) / August 18(Sun)－20(Tues), 2019 

 장소 / Venue : 체코, 카렐대학교 / Charles University, Czech Republic 

 언어 / Language :  한국・조선어, 영어 / Korean, English 

 주최 / Co-organized : 국제고려학회 /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카렐대학교, 프라하 한국학 연구소 

    /Prague Centre for Korean Studies, Charles University 

 

 

 논/론문 모집  Call for Papers  

 

국제고려학회는 “제 14 차 코리아학국제학술토론회”를 2019 년 8 월 18 일(일)-20 일(화) 체코 

카렐대학에서 개최하며 이와 관련하여 이하의 분과에서 발표할 론/논문을 모집합니다. 이번 

토론회가 회원 여러분들께서 그 간에 거두신 코리아학에 관한 최신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자리가 되기를, 또한 세계 각지에서 활약하시는 학회 회원 여러분들 간의 친목을 돈독히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ISKS) announces the 14th ISKS International 

Conference of Korean Studies to be held from August 18 (Sun.) to 20 (Tues), 2019 at the Charles 

University in Czech Republic. The conference aims at bringing together academics and 

researchers from around the world for a rewarding exchange of insights, views and the latest 

achievements in Korean Studies.  

The organizing committee of the conference invites all ISKS members to participate in the 

conference and to present papers in one of the following sessions. 

 

 

1. 분과  Sessions 

 

역/력사  History 언어  Linguistics 사회  Sociology     교육  Education 

문학  Literature 경제  Economics 법률  Law 정치  Politics 

경영  Management 종교  Religion 철학  Philosophy 민속  Folklore 

문화  Culture 예술  Art 심리  Psychology  

과학기술  Science & Technology 기타  Others  

 

2. 제출서류  Application 

 



 

론/논문 발표를 희망하시는 분은 표지, 초록(1,000-1200 자)을 각 1 매(총 2 매)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표지에는 다음 내용을 명기해 주십시오.  

Presentation proposals should be made with a title page and a one-page abstract (300-400 

words). The title page needs to include the following information.  

 

① 논/론문제목  Title of the paper 

② 론/논문 작성자 직함과 성명  Title(Prof. / Dr. / Mr. / Ms.) and Name(s) of the author(s) 

③ 소속  Affiliation 

④ 이메일  E-mail address 

⑤ 우편주소  Postal address 

⑥ 전화번호   Phone number 

⑦ 발표 언어  Language for presentation (Korean or English) 

 

신청 및 서류 제출은 E-mail로만 가능하며 2018 년 11 월 30 일 (금)까지 isks14th@isks.org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이내에 접수 확인 메일이 송신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논/론문 초록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심사결과를 2019 년 1 월 

18 일(금)까지 알려 드립니다. 발표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2019 년 5 월 31 일 (금)까지 론/논문의 

전문 (3 만자 이내) 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Submissions should be made electronically to isks14th@isks.org no later than November 

30(Fri.), 2018. Receipt of applications will be acknowledged via e-mail within six working days. 

The abstracts will be reviewed and the acceptance of proposals will be notified by January 18 

(Fri), 2019 . Approved paper presenters are required to submit a full paper (5,000 words or less 

in length) by May 31 (Fri), 2019. 

 

 [문의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contact] 

국제고려학회 본부사무국 /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Tel : +81-6-7660-8045 / Fax : +81-6-7660-7980 

  E-mail : isks14th@isks.org 

  URL: http://www.isks.org/office/head/conf2019.html 

 

회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Your participation is strongly encouraged and will be deeply appreciated.  

 

    연재훈  국제고려학회 회장  

    Jaehoon Yeon  

    President,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제마넥 마렉, 카렐 대학교 조교수, 프라하 한국학 연구소 부소장 

Marek Zemanek, 

    Assistant professor, Vice-director,  

    Prague Centre for Korean Studies, Charles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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