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어학회 2021년 가을정기학술대회 발표 신청안내
※ 아래의 모든 발표는 학술대회 당일 실시간 줌 발표로 진행됩니다.
A. 일반 연구발표
1. 길이: (구두발표) 20분 발표/5분 질의응답
2. 초록: a. 자유형식으로 한글 500자 내외의 요약문(채택이 될 경우 그대로 편집하여 발
표집에 게재),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발표 신청시 간략한 초록을 제출하시는 경
우에는 정한 기일까지 발표집용 요약문 다시 제출 요망
b. 파일명: 저자_날짜.hwp (예: 홍길동_0412.hwp,
공동 발표의 경우: 홍길동_임꺽정_0412.hwp)
c. 유의 사항: 별도의 페이지에 다음의 예시와 같이 겉표지를 만들어 기입
e.g.
1. 발표 언어(한국어 혹은 영어 여부 명기): 한국어
2. 발표자 성함(국문, 영문 성함 공기) : 김00 / 0.0. Kim
3. 소속(직장 및 국가): 000대, 대한민국 / oooooo Univ., Republic of Korea)
4. 발표제목(발표언어로): 한국 중고등학생들의 영어독해에서 어휘지식과 문법인식의 역할
(The Roles of Vocabulary Knowledge and Syntactic Awareness in Korea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English Reading Comprehension--국문논문인 경우 영문 제목은 기입
안해도 무방)
5. 이메일주소/전화번호: eu*****1@****com/ 010-0000-0000
6. 발표신청분야(택1): (i) 음성학 및 음운론 (

)

(ii) 통사론 및 형태론 (

)

(iii) 의미론 및 화용론 (

)

(iv) 영어교육 및 응용언어학 ( √ )
(v) 사회언어학, 담화분석,
(vi) 전산언어학, 그 외 (

)

B. Workshop
1. Workshop을 진행하시고자 하는 분께서는 Workshop의 주제, 진행방식 및 구성, (발표)
참가인원, 예상 소요 시간 등에 대한 내용을 자유로이 기술하신 제안서(A4용지 1매정
도) 제출 요망; 파일명은 Workshop_저자_날짜.hwp로 작성 요망
2. 위의 일반연구발표에서의 유의사항과 같이 별도의 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기입하시어
제출 요망
C. 신진학자 연구발표
1. 최근 1년 이내에 박사학위논문을 취득한 신진학자의 박사학위논문 발표로 본인이 신청
하시거나 회 원님들의 국내/외 후배, 제자 분들의 발표 적극 추천 요망
2. 초록: 학위논문의 초록을 제출; 파일명로 신진학자_저자_날짜.hwp로 작성 요망
3. 위의 일반연구발표에서의 유의사항과 같이 별도의 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기입하시어
제출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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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일정>
발표 신청 초록 접수 마감일: 2021. 9. 20.
발표 여부 통보: 2021. 9. 30. (예정)
학술대회일: 2021. 11. 13. (11:00 AM ~ 5:00 PM 예정)
발표 신청 초록 및 모든 관련 문의는 kasell.conference@gmail.com로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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