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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지각인지학회 제 64 차 학술대회 
 

한국음악지각인지학회 (Korean Society for Music Perception and Cognition)의  

제 64 차 학술대회가 한국음향학회 추계학술대회와 함께  

오는 2020 년 11 월 4 일(수요일) – 6 일(금요일)에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 2020년은 국제 음향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Acoustics; ICA)에서 “국제 

소리의 해(The International Year of Sound; IYS 2020)”로 지정한 해입니다. 국제 

소리의 해(IYS 2020)는 지구상의 삶의 모든 측면에서 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이며, 국가 및 국제 차원에서 소리 관련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다양한 활동들로 구성됩니다.  

 

• 이번 한국음악지각인지학회(Korean Society for Music Perception and Cognition; 

KSMPC)의 제 64차 학술세미나는 이러한 국제 소리의 해(IYS, 2020)를 맞이하여 음악, 

음성, 음향 등 소리가 인간의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청각 지각과 인지, 그리고 이로 

인한 반응과 행동의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 이번 한국음악인지학회 64 차 학술세미나는 음향, 음악 커뮤니티의 확대와 활발한 

학술 교류 증진을 위한 장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음향학회 추계학술대회와 함께 

공동으로 개최되며,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영향에 따라 다수의 안전과 안위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학술대회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 이번 한국음악인지학회 64 차 학술세미나에서는 보다 많은 학생 및 연구자들에게 

발표 기회를 확대하고 장려하고자, 현재 구두/포스터 발표자를 공개모집 중 

입니다. 학술 프로그램을 위한 논문 접수 및 심사는 한국음향학회와 별도로 

독립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발표자 모집 지원 및 확장요약문(Extended Abstract) 제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음악지각인지학회 공식홈페이지 (https://www.ksmpc.kr/blog)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뒷장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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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portant Dates 

o 확장요약문(Extended Abstract) 제출: 2020 년 10 월 12 일 23 시 59 분까지 

§ 확장요약문 제출 시 파일명과 파일 형식 :  

‘KSMPC_구두 또는 포스터(제출자 해당사항기입)_제출자이름.pdf’  

파일 형식을 pdf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o 발표자 선정 결과 공지: 2020 년 10 월 19 일 

o 사전등록 기간: 2020 년 9 월 28 일 (월) ~ 10 월 26 일 (월) 23 시 59 분까지 

o 제 64 차 한국음악지각인지학회 학술대회 

§ 개최 일시: 2020 년 11 월 4 일 수요일 – 11 월 6 일 금요일 

§ 개최 형식: 비대면 학술대회(온라인) 

 

• <표 1> 제 64 차 KSMPC 등록비 규정       *구두/포스터 발표자도 등록비 납부 필요 

*학생: 학부/대학원생 포함 (입금 후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을 스캔하여 ksmpc1@gmail.com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원/ 연회비납부 여부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ksmpc1@gmail.com 로 [성함, 전화번호]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표 2> 신규회원가입 시 가입비 및 연회비 규정 

구분� 회원�신규�가입비� 회원�연회비� 납부�총액�

기존�

회원�

일반� -� 30,000 원� 30,000 원�

학생� -� 10,000 원� 10,000 원�

신규�

회원�

일반� 20,000 원� 30,000 원� 50,000 원�

학생� 면제� 10,000 원� 10,000 원�

 

구분 

사전등록 

기간 내  

등록 시 

사전등록 

기간 이후 

등록 시 

정회원 (2019 년 10 월 이후 연회비 납부하신 회원) 100,000 원 120,000 원 

정회원 (2019 년 10 월 이후 연회비 납부 내역이 없으신 회원) 130,000 원 150,000 원 

학생 회원 (2019 년 10 월 이후 연회비 납부하신 회원) 30,000 원 60,000 원 

학생 회원 (2019 년 10 월 이후 연회비 납부 내역이 없으신 회원) 40,000 원 70,000 원 

비회원 일반 150,000 원 200,000 원 

비회원 학생 50,000 원 8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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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방법 

o 계좌: 카카오뱅크 7979-18-71470 (예금주: 이교구) 계좌 

o 입금자명: 등록자 성함 + 전화번호 뒷 4 자리 (예: 홍길동 1234) 

o 위 계좌로 입금 후 아래 등록신청 링크를 클릭하여 작성 및 제출 

(신규회원가입도 아래 링크에서 신청) 

§ https://forms.gle/3QK9zAXKmGK4b7av7   

 

• 안내 사항 

o 2019 년 10 월 이후에 연회비를 납부하신 기존 한국음악지각인지학회 

회원분들께서도 이번 학술대회 참가를 위해서는 등록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한국음악지각인지학회 회원의 경우 연회비 납부일 이후 두 번의 예정된 학술 

대회에 무료로 참석 가능하지만 (2019 년 10 월 개정된 등록비 규정), 

한국음향학회와 공동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의 경우 등록자 전원에게 학회 내 

모든 학술 프로그램 /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전부 제공하므로 한국음향학회 

등록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이번만 해당 규정에 예외로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o 한국음악지각인지학회 신규 회원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 <표 1>의 등록비와 

별도로 <표 2>의 가입비와 연회비를 함께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표 2>의 

‘납부 총액’ 참조). 

o 한국음악지각인지학회 공식이메일 ksmpc1@gmail.com 로 요청하시면 확인 

후 한국음악지각인지학회의 공문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 납입비 영수증, 

이수증, 학회 개최 공문, 참가확인서, 기타 필요한 서류 형식 등). 

o 입금된 KSMPC 등록비는 학회 개최가 취소되지 않는 한 반환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

⦁문의:�한국음악지각인지학회�(http://www.ksmpc.kr�/�ksmpc1@gmail.com) 

 
 

2020 년 10 월 5 일 
 

한국음악지각인지학회 회장 이교구 

한국음악지각인지학회 부회장 박정미 

한국음악지각인지학회 학술위원장 이경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