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심리학회 학술연구 공모전 접수 기한 연장 안내
- 2022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분과 심포지움 구두발표 -

2022년 한국여성심리학회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성평등 문제’를 주제로
연구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선정된 연구주제로 2022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의 한국여성심리학회
분과 심포지움에서 구두 발표를 진행하고, 발표된 연구 중에서 우수한 연구물

을 선정하여 상금과 함께 시상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성평등 문제와 관련된 주제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계획하고
계시는 회원님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5월 23일까지 여성심리학회
(ewomanpsych@daum.net)로 계획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연구 주제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대중화로 인해 개인의 삶의 양태와 교류 양식이 지속
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 간 연결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 한편, 변화 과정에서 일부 집단이
소외 또는 배제되거나 오프라인 상의 문제가 온라인 상으로 확장되는 등
위험성 역시 내포하고 있습니다. 본 심포지움에서는 특히 성평등 문제와 관련
하여 디지털 시대로 전환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과 문제점들을
두루 살피고, 변화하는 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성평등 문화 개선을 위한 기술의 활용 가능성,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다양한 여성군(예: 전업주부, 워킹맘, 경력중단여성,
청년기 여성 등)의 삶에 대한 연구, (범죄, 섭식장애 등) 사이버 상으로 확산된
사회 문제에서의 성차, (SNS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동과 관계 양상에서의
성차, 사이버 공간상의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사용 양태, 진로 탐색 및 취업
과정에서 디지털 활용 양식에서의 성차, 디지털 전환기 노동 시장에서의 성별
격차 등 다양한 주제 영역에 대해 함께 살펴볼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2. 운영 계획 및 일정
본 공모전은 간략한 연구계획서 심사를 통해 발표팀을 미리 선정합니다. 선정
된 연구팀에서는 계획서에 맞춰 연구를 진행하신 후 연구결과를 2022년 한국
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의 분과 심포지엄에서 온라인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운영 일정 계획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계획서 접수 후 발표 대상
연구로 1차 선정된 연구팀에는 보다 자세한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일정

내용

비고

4/25 ~ 5/23

연구계획서 접수

5/27

발표팀 1차 선정

∙ 발표팀 선정 결과
개별 공지

7/18 ~ 7/22

연구 결과 접수

∙ 초록 및 발표용PPT
접수

7/25 ~ 7/29

적합성 심사

연차학술대회 기간 중
(8/18 ~ 8/20)

온라인 구두 발표

∙ 첨부된 양식에 맞춰
작성 후 이메일 접수

∙ 구체적인 발표 일정은
추후 공지

3. 신청 방법
∙ 연구계획서 접수 기간 : 2022년 4월 25일 ~ 5월 23일 오후 5시까지
∙ 신청 자격 : 발표팀의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중 1인 이상은 한국
심리학회 (준/정)회원이어야 하며, 한국심리학회 연회비를
완납하여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연구계획서는 반드시 첨부된 양식을 참고하여 지정한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한국여성심리학회(ewomanpsych@daum.net)
에 이메일로 제출해주십시오.

4. 참가 혜택
발표에 참가한 연구팀에게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제공됩니다.
수상팀

상장

상금

한국여성심리학회지:여성
심사료 및 게재료 지원

2022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참가비 면제

최우수상 (1팀)

O

30만원

O

O

우수상 (2팀)

O

20만원

O

O

장려상 (미정)

O

10만원

X

O

5. 유의사항
∙ 발표자는 반드시 기간 내 학술대회 사전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연구계획서 제출 후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연구계획
변경을 신청하신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타 학회에서 이미 발표된 연구물(포스터/구연/학술지 게재 등)은 본 심포지움
본 심포지움에 중복하여 발표할 수 없습니다.
∙ 최우수상 및 우수상을 수상한 연구는 반드시 1년 이내에 학술논문으로 완성
하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에 게재가 이루어져야 하며, 기간 내 게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상 자격이 취소됩니다. 논문 게재 시점에 저자 중
최소 1명 이상이 한국여성심리학회의 정회원이어야 하고, 정회원은 학회비
미납분이 없어야 하며, 본 공모전과 관련한 사사표기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여성심리학회(ewomanpsych@daum.net)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