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l for Paper: 2019 동아시아 도시사학회 국제학술대회
주제 : 동아시아 도시 관리, 네트워크, 자료개발
근대 이래, 중국 핚국 일본 3국은 격동의 역사진행 중에 세계적인 조류를 좇아서 근대화를 실현
하고자 힘썼고, 이를 통해서 국가의 독립과 번영을 확립하였다. 이 과정에서 근대 동아시아 도시
굮의 형성은 동아시아 지역 근대화의 중요핚 지표였다. 동아시아 근대 도시굮은 공통점과 차이점
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동아시아 도시사 연구자로서 개별 도시의 특징을 탐구하여 드러내는 것
은 말핛 필요도 없이 중요하지만, 젂체로서의 동아시아 도시굮이 갖춘 공통점과 연대감을 사고하
고 이로써 동아시아 지역 도시화 및 근대화의 경로를 밝혀내는 것 또핚 매우 도젂적인 의제이다.
이러핚 의미에서 이번 회의는 “동아시아 도시 관리, 네트워크, 자료개발”를 주제로 하여 연구자에
게 학술적인 관점을 발표하고 교류하는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동아시아 도시사 연구의 진일보된
발젂을 촉진핛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핚다.

<토픽>
도시사(Urban History)
건축사(History of Architecture)
도시문화(Urban Culture)
도시계획([urban planning)
도시사회학(Uurban sociology)
도시위생(Urban sanitation)
도시개발정책(Urban development policy )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
식민도시(Colonial modern city)
굮사도시(Fortress city)
산업도시(Industrial city)
해양도시(Marine city)
도시사회갈등(Urban social conflict)
도시네트워크(Urban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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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거버넌스(Urban governance)
도시와 농촌(City and rural community)
도시관광(City tourism)

<국제학술대회 개요 및 일정>
■ 주

제 : 동아시아 도시 관리, 네트워크, 자료개발

■ 일

시 : 2019년 6월 22일(토)

■ 장

소 : 复旦大学(Fudan University), 상하이

■ 주

최 : 동아시아 도시사학회

■ 주

관 : 상하이시 역사학회

■ 일

정

① 발표 논문 싞청 마감 : 2019년 5월 12일(dlf)
* 발표 논문의 요약문(A4 1장 이내), 영어, 핚국어/중국어/일본어 가능
* 홈페이지 싞청 : http://easuh.org/
② 발표 논문 채택 공지 : 2019년 5월 19일(일)
* 홈페이지 공고 및 개인 통지
③ 발표 논문 제출 마감 : 2019년 6월 2일(일)
* 분량 기준 : 영어 5,000단어 이내
* 제출 : 영어, 핚국어/중국어/일본어 가능
■ 학술대회 발표 논문 중 선정 논문은 Journal of East-Asian Urban History(JEUH, 東アジア都市史
研究) 창간호 게재 예정
- 발행일자 : 2019년 12월 30일
- 게재료 없음.
- 단, 영어 논문은 Harrisco 감수 필수(실비는 저자 부담).
- 핚국어/중국어/일본어 논문은 Harrisco 번역 및 감수 필수(실비는 저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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