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와 사회』 제27권 3호 원고 모집 안내

안녕하세요, 한국문화사회학회원 여러분.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인 『문화와 사회』 제27권 3호 원고를 모집합니다.
『문화와 사회』는 오랫동안 사회과학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던 ‘문화’를 다시금 학문의 중심부
로 끌어와 사회학 내 문화 관련 논의들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문화 연구자들의 학문적,
정서적 유대를 창출할 수 있는 학문적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창간된 한국문화사회학회의
학술지입니다. 일상생활과 다양한 문화의 영역들을 적극적으로 탐구하여 우리사회의 사회·문화
적 현상과 이론적 지형을 이해하는데 통찰력을 제공하는 연구논문을 게재하고 있으니 학회원
분들의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논문투고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한국문화사회학회 홈페이지(http://www.socul.or.kr)의 학
술지/투고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문화와 사회』 제27권 3호 원고 접수 마감일
§

원고 접수 마감일: 2019년 10월 15일
(단, 원고 마감일은 투고 편수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

학회지 발간일: 2019년 12월 31일

2. 원고 주제
§

자유 주제: 다양한 방법론적 접근을 통해 문화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와 사회적 사실에
대한 문화적 접근에 닿아있는 참신한 연구 논문

§

서평: 최근 3년 간 발행된 문화사회학 관련 단행본과 간행물에 대한 서평

3. 원고 제출 및 기타 문의 연락처
§

『문화와 사회』는 한국연구재단의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JAMS)를 통해 투고와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논문 투고는 학회 홈페이지(http://www.socul.or.kr)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셔서 [학
술지/투고]란의 <원고 제출 및 게재 절차>를 참고하신 다음, 홈페이지 첫 화면 좌측에
있는 <온라인논문투고> 배너를 통해 투고하시면 됩니다.

§

원고 제출 시 한국문화사회학회 원고 집필 요령을 꼭 준수해 주십시오.
(학회 홈페이지 참조 http://www.socul.or.kr)

§

온라인논문투고 문의: 편집위원회 soculedit@daum.net 학회 총무 socul2005@daum.net

4. 논문투고 및 심사절차에 따른 회원가입, 연회비 및 게재료에 대한 안내
1) 회원가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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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를 투고하실 수 있는 정회원이 되시려면,
첫째, 학회 홈페이지에서 웹회원으로 먼저 가입하시고,
둘째, 신규가입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내용을 작성하신 후 socul2005@daum.net으로
제출하십시오.
(* 신청서 다운로드: http://www.socul.or.kr/modules/doc/index.php?doc=join&___M_ID=44)

셋째, 신규가입비(3만원)와 연회비(아래 2항 참조)를 납부하여 주십시오.
(* 입금계좌: (농협) 302-1259-9949-61 | 예금주: 김봉석 (한국문화사회학회))

2) 연회비 납부
원고 투고시 모든 저자(공동저자 포함)는 당해 연회비를 납부한 "일반회원(정회원)"이어야
합니다.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나 당해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아래 계좌로 납부
하시면 됩니다. 일반회원 중 "준회원(대학원생 이하)"의 경우 정회원(비정규직)에 해당하는
연회비를 납부하셔야 원고 투고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만 가입되어 있는 "웹회원"(무료회원)은 원고를 투고하실 수 없습니다. 원고 투고
를 원하시는 경우, 신규가입신청서와 신규등록비, 당해 연회비를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금계좌: (농협) 302-1259-9949-61 | 예금주: 김봉석 (한국문화사회학회)

§

연회비: 전임(정규직) 6만원, 비전임(비정규직) 3만원, 투고를 목적으로 가입하는 대학원
생 3만원(투고목적이 아닌 경우 연회비 2만원)

3) 심사료 및 게재료 납부
<문화와 사회> 학술지 특성상 다양한 주제의 논문이 투고되어,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편집위원회 회의를 거쳐 26권 2호부터 투고자에게 심사료를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심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심사료 입금: (농협) 302-1259-9949-61

| 예금주: 김봉석 (한국문화사회학회)

(1) 전임(교수, 연구원 등 정규직)인 경우 6만원
(2) 비전임(대학원생 등 비정규직)인 경우 3만원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경우, 게재료를 아래 계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게재료 입금: (농협) 302-1259-9949-61

| 예금주: 김봉석 (한국문화사회학회)

(1) 연구지원금을 받은 경우 40만원
(2) 연구지원금이 없는 경우 전임(정규직) 20만원, 비전임(비정규직) 10만원
§

게재료 영수증: 영수증이 필요하시면 총무(socul2005@daum.net)에게 문의하십시오.

기타 논문투고에 관한 문의사항은 편집위원회(soculedit@daum.net)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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