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구대회

――일본근대문학의 인터섹션――
발표자모집
【개요】
세계 각지에서 전개되고 있는 일본근대문학연구와 국내 연구활동과의 접속・연계를
촉진할 목적으로 제 2 회 국제연구대회를 개최합니다. 해외에서 근대문학을 연구하는
연구자 분들에게 연구발표의 기회를 제공하며, 또한 해외 연구자와 해외 연구동향과의
접속・연계를 지향하는 일본 국내의 연구자 분들에게도 패널발표의 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획의 취지】
〈일본〉과 〈일본어〉의 경계를 넘어서 일본근대문학연구를 둘러싼 네트워크를 모색
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연구대상이 일본어 텍스트라 하더라도, 연구
언어가 다기하며, 연구 공간도 세계각지에 각각의 독자적인 형태로 편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상은 그러한 연구활동이 지역과 언어의 제약 속에서 상호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지역주의적인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감안하여 일본근대문학회에서는 2013 년 12 월 1 일에 국제연구대회〈일본
근대문학의 인터페이스〉를 개최하여 다행히도 많은 연구자,참가자 분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2015 년 11 월 22 월 제 2 회 국제연구대회〈일본근대문학의 인터섹션〉을 개최하
여 한층 심화하고자 합니다. 이전과 같이 다양한 발표가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도 이
기회를 살려 더 적극적인 연구교류의 길을 개척하기 위해 란찌미띵을 계획중입니다.
본 기획은 일본근대문학회라는 연구의 장이 이러한 세계각지에서 축적된 〈일본근대
문학〉에 관한 연구활동의 다양한 인터페이스로서 기능하기를 지향하는 시도입니다. 이
것은 일본의 국내/해외라는 구분에 내재되어 있는 일본/일본어중심의 히에라르키의 구
조를 정면으로 문제 삼는 것이 됩니다. 적극적인 참가를 부탁 드립니다.
【응모방법과 보내는 곳】
 2015 년 11 월 22 일, 와세다대학 본부캠퍼스에서 개최.
 발표내용은 자유. 단,일본근대문학 또는 문학연구에 관련한 내용.
 발표형태는 개인발표 또는 패널발표.
 회원・비회원 관계없이 응모가능. 단, 응모자가 많은 경우 선출을 하겠습니다. 그

때는 회원･비회원 관계없이 기획 취지에 더 알맞는 발표를 우선합니다.
 발표언어는 개인발표･패널발표 모두 일본어(단 패널발표에 한하여, 발표자 측에

서 일본어 통역을 준비할 수 있는 경우, 언어는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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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시간은, 개인발표 30 분(＋질의 15 분 정도), 패널발표 패널당 2 시간~2 시간

30 분 정도(패널의 인원제한은 두지 않고, 패널내의 인원・구성은 임의로 함)
 발표비용은 무료. 발표자(통역자 포함)의 여비・
숙박비・인쇄비 등의 제 경비는 모

두 본인 부담으로 함.
 발표자 응모기간은 개인・
패널 모두 2015 년 4 월 1 일~4 월 31 일(필착)을 마감으

로 합니다. 마감후 한달 정도로 발표를 해주시는지 응모자 분들에게 통지하겠
습니다. 채택 여부에 관한 질문은 받을 수 없습니다. 회장・발표 순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가 임의로 배정하겠습니다. 이 점 미리 양해 말씀 드립니다.
본 웹사이트 게재의 응모용지와 발표요지(개인발표의 경우는 일본어로 400 자 정도,
패널의 경우는 일본어로 패널 전체의 요지와 패널발표자 각 참가자 각각의 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의 것(1500 자 정도)를, 이메일이나 보통우편(당일 필착)으로 본 학회의 다
음의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획에 관한 상세한 회장・일시 등이 결정되는 대로 HP 등을 통하여 알려드리겠으
며, 폭넓게 발표자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발표의 기회를 활용하실 수 있기
를 바라며, 많은 응모 부탁 드립니다.
응모처:
■이메일：kindaiiin2014[[at]]gmail.com

※[a]を＠に置き換える ※[a]를＠로 바꾸어 주

십시오.
■우편: 〒169-8050
東京都新宿区西早稲田１-６-１ 早稲田大学教育学部

和田敦彦研究室内

日本近代文学会事務局
※우편을 보내시는 곳이 통상의 연구발표와 다르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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