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十屆西太平洋韓語教學暨韓國學國際學術會議
제10회 서태평양 한국어교육/한국학 국제학술회의
The 10th Western Pacific－Asia Conference on Korean Studies
「國外韓語教育與韓國學研究新方向之探索」
(Critical Issues in Upgrading Korean Studies Abroad)
敬愛的各位學者與先進，首先感謝您參加本次由文化大學韓國語研究中心
所舉辦之「第 10 屆西太平韓語教學暨韓國學國際學術會議」，本次會議是以韓
國語學與韓國語教育為中心，以更細分化專業領域來期望能達到更集中的各項
論文專業發表。為了確保會議順利進行，以下有幾項非常重要的事項，煩請您
一一閱讀後，還望不吝回復，敝單位將會盡快協助安排與進行，感謝您的支持。
1.會議相關
(1)會議日期: 6 月 20 日(一) 09:00~16:20
(2)進行方式: GOOGLE MEET
<1>請事先設置 GOOGLE 帳號以利進行。
<2>請按照附件檔案中的網址連結進入會議現場。
<3>發表者除個人發表之外, 並各評論一篇其他學者之論文。為了順利會議進
行，請各發表者收到其他學者論文之後，盡快製作討論文。
<4>因不可避免情況之下必須使用錄影發表的話，請事先告知，並於 6/10
(一)以前繳交影像檔案(需要個人 GOOGLE 雲端認證許可)
<5>主持者掌握會議進行時間，並於適當時間予以補充或建議。
(3)連結測試:6/17(五), 09:00-12:00, 13:00-14:00 (台灣時間)
2.論文相關
(1)論文題目截止日: 4/20(三)
(2)論文原稿截止日: 5/23(一)
(3)對方學者論文發送日: 5/23(一)-5/25(三)
(4)各討論文接收截止日: 6/10(五)
(5)論文格式: (參考附件)
3.要求事項
(1)請填妥領據，掃描後回傳檔案，並將正本寄回本單位。
住址: 臺北市 11114 陽明山華岡路 55 號 韓國語文學系
55, Hwa-Kang Rd., Yang-Ming-Shan, Taipei ,Taiwan 11114, R.
O. C
(2)請提供護照/居留證之掃描檔案。
(3)請提供個人資料。(如附件)
(4)請提供存摺影本。
4.其他事項:

(1)當日會議開始前 10 分鐘，敬請連線後進入。
(2)會議開始之前請務必確認網路連線是否順利。
(3)會議後寄送發表證明。
附件:
(1)B1-個人資料範本
(2)B2-論文格式
(3)B3-領據(有 V 地方填寫即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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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회 서태평양 한국학 국제 학술회의 공고
안녕하세요?
대만 중국문화대학교 한국어문학과 및 한국학연구센터에서 개최하는 「제
10 회 서태평양 한국학 국제학술회의」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
니다. 이번 학회는 한국어학과 한국어교육 영역에 중점을 두고 진행될 예정이며,
세분화된 영역으로 개최함으로써 더욱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학술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라며, 일정에
맞춰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협조와 격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1. 학술회 관련 사항
가. 학술회의 일시 : 2022 년 6 월 20 일(월) 09:00~16:20
나. 학술회의 진행방식: GOOGLE MEET
(1) 사전에 구글 계정 설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2) 첨부에 기재된 인터넷 주소로 접속하시면 회의장에 입장 하실 수
있습니다.
(3) 발표자는 개인 발표 외에 각각 한편의 논문에 대해서 논평하게
됩니다.당일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 될 수 있도록 발표자들은 다른 학
자들의 논문을 받은 후,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토론지를 작성해 주
시길 바랍니다.
(4)부득이한 상황으로 사전 영상으로 발표하실 분은 미리 알려주시고 영
상 자료를 6/10(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개인 구글 드라이브 초대
필요).
(5)사회자는 회의 시간을 엄수하여 발표 및 의견 교환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인터넷 사전 접속 점검 시간 :
6 월 17 일(금) 09:00~12:00, 13:00~14:00
(모든 시간 안내는 대만시간(GMT+8) 기준임을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2. 논문 관련 사항
가. 논문 주제 마감일 : 4 월 20 일(수)
나. 논문 원고 마감일 : 5 월 23 일(월)
다. 논평 대상자에게 논문 발송일 : 5 월 23 일(월) ~ 5 월 25 일(수)
라. 토론지 마감일: 6 월 10 일(금)

마. 논문형식 : 첨부 파일 참조
3. 개인 서류 요청 사항
가. 첨부하는 영수증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기재하신 후, 스캔 후 이메일
로 보내주시고, 원본은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발송 주소 : 臺北市 11114 陽明山華岡路 55 號 韓國語文學系 55, HwaKang Rd., Yang-Ming-Shan, Taipei ,Taiwan 11114, R.O. C
나. 여권 혹은 거류증(소지자에 한함) 사본을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
니다.
다. 개인이력을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 참조)
라. 통장사본을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사항
가. 당일 학술회의 시작 10 분전에 입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나. 학술회의 시작 전 인터넷 상태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발표 증명서는 학술회 종료 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1. B1-개인이력 양식
2. B2-논문형식 파일
3. B3-영수증(V 표시된 부분만 작성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