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계한국어대회 「1분과 한국어학 포스터 발표 공모」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한국어학 관련 전공자 여러분.
세계한국어대회 사무국은 한국어학 전공자들에게 그간의 성과를 발표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한국어학 활성화 및 신진 학자 육성에 기여하고자 한국어학
전공자를 대상으로 「1분과 한국어학 포스터 발표 공모」를 진행합니다. 한국어에 대한
학문적 열정을 가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참여 방법
○ 신청 기간: 2020년 9월 21일(월) ~ 11월 4일(수), 24:00까지(한국 시간 기준)
○ 참가 자격: 국내외 한국어학에 관심이 있는 관련 전공 대학원생 이상의 연구자
○ 발표 주제: 한국어학 관련 전 주제 및 한국수어학 관련 주제
(음성학/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화법학, 말뭉치 언어학/자연어 처리론, 사회언어학/방
언학, (한)국어사, 담화화용론, 텍스트언어학, 문자론, (한)국어정책학, 한국수어학 등)
* 한국어교육과 국어교육 관련 주제는 제2분과에서 따로 모집하므로 제외함.
○ 제출 양식
․ (초록 작성 분량) 에이포(A4) 용지 1매 제출
*

첨부 파일명: 투고자명_초록명_소속.hwp

․ (작성 언어) 한국어
․ (제출 서류) 포스터 발표 신청서(붙임 1) 1부,
포스터 초록(1매 내외)(붙임 2) 1부,
개인정보 동의서(붙임 3) 1부
․ (전문 작성 분량) 에이포(A4) 용지 8매 이내, 참고 문헌 포함
* 포스터 발표 전문 제출은 초록 심사 결과 선정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예정
○ 선정 결과 통보: 2020년 11월 2주
○ 포스터 발표 전문 제출
․ (작성 분량) 포스터 발표 전문: 에이포(A4) 용지 8매 이내, 참고 문헌 포함
․ (제출 기간) 2020년 11월 16일(월) ~ 12월 5일(토)
․ (포스터 발표 일시) 2020년 12월 22일(화), 09:30 ~ 18:30 * 2020 세계한국어대회‘ 2일차
* 초록 심사 결과 선정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 1 -

○ 포스터 제작
․ (제작 기간) 2020년 11월 16일(월) ~ 12월 5일(토)
* 추후 별도 안내(초록 심사 결과 선정자에 한함)
․ (제작 방법) 발표자별로 제출한 포스터 파일을 바탕으로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일괄 제작
* 포스터 제작은 세계한국어대회 사무국에서 담당
○ 제출 방법: 2020 세계한국어대회 누리집(www.wockl.org)의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관련 서식
(붙임) 내려 받아 작성 후 전자우편(wckl2020.div1@gmail.com)으로 기한 내 제출
* 추후 선정된 작품의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저작권 동의는 필수임.
○ 심사 및 선정 방법
․ (심사 기간) 2020년 11월 2주 예정

․ (심사 방법) 한국어학 전문가(한국수어학 포스터는 한국수어학 전문가)에 의한 심사 및 선정
․ (심사 기준) 발표 내용의 타당성, 체계성,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
․ (결과 발표) 2020년 11월 2주 예정
* 2020 세계한국어대회 누리집(www.wockl.org) 게시, 해당자 전자우편으로 개별 안내
* 심사 결과 해당자에 한해 별도 안내 예정
○ 선정 시 혜택
․ (신진학자 학술장려상) 국립국어원 원장상
․ 시상식: 2020년 12월 23일(수) * 2020 세계한국어대회 3일차(폐회식)
* 투고한 논문의 경우, ‘2020 세계한국어대회’ 운영 및 홍보 등에 활용 예정
○ 참여 방법 및 문의
‘2020 세계한국어대회’ 제1분과 사무국
전자우편:

wckl2020.div1@gmail.com

+82-2-550-268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전화번호(국내:

02-550-2684,

국외:

붙임 1

2020 세계한국어대회 「포스터 발표 공모」 신청서
제1분과 한국어학 포스터 발표 공모 신청서

논문
제목

성명

소속 및 직위

1

저자

2

3

4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발표자
연락처

전자우편
(e-mail)

본인은 2020 세계한국어대회 「1분과 한국어학 포스터 발표 공모」 참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2020 세계한국어대회 공동 조직위원장 귀하

월

일

붙임 2

2020 세계한국어대회 「1분과 한국어학 포스터 발표 공모」 초록 [양식]

[논문 초록 양식]
* 분량(1매)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십시오.
* 한글 또는 워드 파일로 제출해 주십시오.
* 안내문을 모두 삭제하고 제출해 주십시오.

제목(중고딕, 진하게, 14pt, 가운데)

저자명1(소속, 직급), 저자명2(소속, 직급),..(중고딕, 12pt, 오른쪽)
1.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결론 및 제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도록 작성.
2. 본문 내용은 신명조, 10pt, 줄간격 160%, 장평 95%, 자간 -5%, 들여쓰기 10pt로 작성.

[논문 초록 예시]

제목
O O O (소 속 직 급 )

내용

핵심어(keyword):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양식

붙임 3

2020 세계한국어대회 「1분과 한국어학 포스터 발표 공모」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일반 개인정보) 2020 세계한국어대회 사무국은 2020 세계한국어대회 「1분과 한국어학 포스터
발표 공모」관리 및 운영, 시상 등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알려드리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집‧이용 목적) 심사, 정보 안내, 포스터 제출자 관리, 운영 및 기타 공모 관련 업무 추진
(수집 항목) 소속, 성명(한글), 연락처, 생년월일, 전자우편
(보유‧이용기간) 2020 세계한국어대회 포스터 발표 논문 공모 이후 3개월까지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고지) 포스터 제출자는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
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2020 세계한국어대회
「포스터 발표 공모」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제3자 제공 동의) 2020 세계한국어대회 사무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제3자(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대행업체)에게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받는 자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대행업체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받는 자의 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입상자 전원의 입상 기록 확인, 상장 제작 및 성과 확산

보유 목적 소멸 시까지

입상자의 입상 기록 확인 및 입상 결과 성과 확산

보유 목적 소멸 시까지

입상자에게 결과 알림 및 상장 발송

포스터 발표 운영 종료 시까지

제공 개인정보 항목
성명
(한글, 로마자)
생년월일

전자우편(e-mail)

소속

연락처(휴대전화)

주소
※ 개인: 작성자 정보로 작성 / 단체: 대표자 정보로 작성
본인은 위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2020 세계한국어대회 「1분과 한국어학 포스터 발표 공모」를 위한 개인정
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0.
작성자:

.

.
(서명)

2020 세계한국어대회 공동 조직위원장 귀하

붙임 4

2020 세계한국어대회 「1분과 한국어학 포스터 발표 공모」 전문 [양식]

[논문 전문 양식]
* 분량(8매 이내, 참고 문헌 포함)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십시오.
* 한글 또는 워드 파일로 제출해 주십시오.
* 안내문을 모두 삭제하고 제출해 주십시오.

제목(중고딕, 진하게, 14pt, 가운데)

저자명1(소속, 직급), 저자명2(소속, 직급),..(중고딕, 12pt, 오른쪽)
1.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결론 및 제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도록 작성.
2. 본문 내용은 신명조, 10pt, 줄간격 160%, 장평 95%, 자간 -5%, 들여쓰기 10pt로 작성.

[논문 초록 예시]

제목
O O O (소 속 직 급 )

내용

핵심어(keywor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