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문화정책 국제 컨퍼런스
2016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ultural Policy Research

일시 : 2016년 7월 5일(화) - 9일(토)
장소 : 숙명여자대학교

문화정책 국제 컨퍼런스(International Conference on Cultural Policy Research)는 문화정책
의 이론과 실천에 대한 연구 성과와 실행 사례를 발표하는 국제회의로, 동 분야에서 가장
유서 깊고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세계 대회입니다. 본 컨퍼런스는 문화정책 및 관련 분야
의 주요 이슈와 함께 문화정책의 사회적 영향과 역할, 의미 등을 다학제적인 접근을 통해
폭넓게 논의합니다.
각국의 문화정책학계 간 국제 네트워크 수립과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문화정책 국제 컨퍼
런스는 1999년 노르웨이 베르겐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격년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뉴질랜
드 웰링턴(2002), 캐나다 몬트리올(2004), 오스트리아 비엔나(2006), 터키 이스탄불(2008),
핀란드 위베스퀼레(2010), 스페인 바로셀로나(2012), 독일 힐데스하임(2014)에서 개최되었
고, 매회 약 50여개국, 500여명의 학자, 연구자, 전문가가 참여하여 300여편의 논문을 발표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 독일 힐데스하임 대회에서 차기 개최지로 선정되어 2016년 아시
아 최초로 제9회 문화정책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이 컨퍼런스는 전 세계의 문화정
책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이며, 현 시대의 문화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영
감을 제공할 것입니다.

ICCPR 2016 공식 홈페이지: http://iccpr2016.sm.ac.kr

주요 학술 행사 소개
Ⅰ. 일반 학술 부문(Paper Sessions)
일반 학술 부문(Paper Sessions)은 전 세계 문화정책 및 관련 분야의 학자, 연구자, 전문가,
대학원생이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연구논문 요약문을 제출하면 엄
중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통과된 논문이 대회에서 발표하게 됩니다.
2016년 1월 20일(수)까지 요약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2016년 3월 1일(화)까지 심사결과가
공지됩니다. 선정된 논문은 반드시 2016년 6월 1일(수)까지 원고 전문(full paper)을 ICCPR
공식 홈페이지로 제출합니다.
Ⅱ. 주제 부문(Thematic Sessions)
주제부문(Thematic Sessions)은 특정 주제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주제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하고, 향후 주제와 관련한 문화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다양한 국제조직과 학술조직이 단체로 참여하여 토론회를 운영합니다. 주제 부문 제안 대
표자는 주제와 발표자, 토론자를 선정하여 컨퍼런스 공식 홈페이지에 제출합니다. 운영위
원회는 이를 심사 후 선정여부를 확정합니다.
주제 부문 제안 대표자는 운영계획서를 2016년 1월 20일(수)까지 ICCPR 2016 공식 홈페이
지에 제출합니다. 컨퍼런스 주최 측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제 부문 개최와 관련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제출된 운영계획서는 엄중한 심사를 거치게 되며, 심사 결과는
2016년 3월 1일(화)까지 공지 예정입니다. 선정된 주제 부문 참가자는 2016년 6월 1일(수)
까지 완성된 모든 원고 전문을 ICCPR 공식 홈페이지에 제출합니다.
Ⅲ. 종합 토론(Plenary Sessions)
종합 토론(Plenary session)은 5~6명 내외의 패널이 하나의 주제에 대하여 5분 내외로 논쟁
적인 토론을 주도하며 관객도 토론에 참여합니다. 종합 토론의 주제 및 패널은 ICCPR
2016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자세한 내용은 2016년 2월에 공지됩니다.

※ 학술대회 발제 주제 영역
International relationships
 Foreign cultural policy, cultural
diplomac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Comparative cultural policy
 Cultural policy in different regions of
the world
 Cultural policy and globalization
Arts, artists
 Artist policy
 Theatre and music policy

Social transformation
 Cultural policy and processes of
transformation
 Digital culture and cultural policy
 Cultural policy and cultural diversity /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Arts education
 Infrastructures of the arts, arts education
and arts landscapes
 Cultural policy and arts education /
Mediation of arts

Cultural industries
Social development
 Arts policy, cultural policy and
development
 Cultural policy and development
policy
 Cultural policy as welfare policy
 Creativity and the city
 Culture, art and economy
 Cultural policy, religion and secularism

Politics
 Politics of cultural policy
 Cultural policy and values
 Historiographies of cultural policy
 Implicit cultural policy
 Intellectuals and cultural policy
 Media and politics, media policy
 Politics of memory
 Cultural policy and conflict

ICCPR 2016 주요 일정

•
•
•
•
•
•
•
•
•

논문 요약문 제출 마감 : 2016.1.20.(수)
온라인 등록 오픈 : 2016.2월 中
논문 요약문 심사 결과 통보 : 2016.3.1.(화)
조기 등록 마감 : 2016.4.1.(금)
논문 제출 마감 : 2016.6.1.(수)
일반 등록 마감 : 2016.6.1.(수)
발표자 등록 마감 : 2016.6.1.(수)
문화현장견학 신청 마감 : 2016.6.1.(수)
현장추가등록 : 2016.7.5(화)~7.9.(토)

논문 출판

2016 문화정책 국제 컨퍼런스는 SSCI급 문화정책 논문집인 ‘국제 문화정책 저널(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과 협력 개최됩니다. 컨퍼런스 종료 후, 컨퍼런스
운영위원회(Scientific Committee)는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논문 중 일부를 선정해 국제문
화정책저널 투고를 권장할 예정입니다. 투고를 권장 받은 저자는 이후 보완, 수정한 논문
을 국제문화정책저널에 투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고 권장 받은 논문도 저널에 투
고된 다른 논문들과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투고를 권장 받지 않은 논문들도
자유롭게 국제 문화정책 저널의 투고가 가능합니다.

등록 방법
Ⅰ. 컨퍼런스 세션 참가자* 및 청취자
조기등록
(2016.04.01까지)

정기등록
(2016.06.01까지)

Country A**

320,000원 (약 250 Euro)

400,000원 (약 320 Euro)

Country B/C**

200,000원 (약 160 Euro)

270,000원 (약 210 Euro)

Country A***

170,000원 (약 130 Euro)

230,000원 (약 180 Euro)

Country B/C*** 130,000원 (약 100 Euro)

180,000원 (약 140 Euro)

구분

일반

학생
* 컨퍼런스 세션 참가자는 발표자, 토론자, 발제자, 좌장 등을 가리킵니다. 모든 참가자는
반드시 컨퍼런스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학생 참가자로 등록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학생증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Country A/B/C는 세계은행이 국민총소득(GNI)를 기준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cf. http://www.isa-sociology.org/table_c.htm)
*** 학생 참가자로 등록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학생증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Country
A/B/C는 세계은행이 국민총소득(GNI)를 기준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cf. http://www.isa-sociology.org/table_c.htm).

Ⅱ. 기관 참가자*
구분

등록비 (2016.06.01까지)

기관 등록

1,000,000원 (약 800 Euro)

* 발제자, 토론자, 좌장 등으로 컨퍼런스 세션에 참가하는 분은 기관 참가자로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 등록비의 포함 사항
•
•
•
•
•

개회식 및 환영리셉션 참가
폐막식 및 갈라 디너 참가
컨퍼런스의 모든 세션 참가
컨퍼런스 학회장 내 다과 및 식사 제공
컨퍼런스 프로그램 제공

※ 등록비의 비포함 사항
•
•
•
•
•

항공비 및 한국 내 교통비
숙박비
비자 및 여행보험
현장리서치 참가
그 외 추가 사항

문 의
2016 문화정책 국제 컨퍼런스 집행위원회 사무국
성명
김세준

소속
숙명여자대학교 문화관광학부 교수,
문화예술경영연구센터장

담당

이메일

기획/운영(국내)

ksj_iccpr2016@sookmyung.ac.kr

홍기원

숙명여자대학교 정책산업대학원 교수

기획/운영(해외)

hkw_iccpr2016@sookmyung.ac.kr

김세훈

숙명여자대학교 문화관광학부 교수

아시아 네트워크

ksh_iccpr2016@sookmyung.ac.kr

사무운영

cmk_iccpr2016@sookmyung.ac.kr

차민경

2016 문화정책 국제 컨퍼런스 사무국장
숙명여자대학교 문화관광학부 강사

김새미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연구교수

편집운영

kim.saemee@gmail.com

김가혜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운영기획

gabby@gokams.or.kr

최윤희

숙명여자대학교 문화관광학부 박사과정

사무운영

hanmu-83@hotmail.com

송안나

숙명여자대학교 문화관광학부 박사과정

사무운영

arisong1105@hanmail.net

※ 대표 이메일 : iccpr2016@sookmyung.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