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자 모집 안내문>
2022년 6월 16일~ 18일
온라인 학술대회 개최 날짜

마감기한 2022년 4월 4일
제 8회 SQIP(Society for Qualitative Inquiry in Psychology) 연례 학술대회
Society for Qualitative Inquiry in Psychology (SQIP) 8th ANNUAL CONFERENCE

오는 2022년 6월 16일, 17일, 18일 SQIP(Society for Qualitative Inquiry in sychology)에서
3일간 온라인으로 연례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다양한 국가와 배경의 질적연구자들
(새로운 연구자와 노련한 연구자 모두)를 환영합니다.
한국에서의 많은 질적연구자 분들이 참석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위하여 컨퍼런스 등록비와 시차를 포함한 운영 시간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아래 발표 안내문을 참조하시어 많이 신청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Society for Qualitative Inquiry in Psychology (SQIP) 학회
Society for Qualitative Inquiry in Psychology (이하 SQIP)는 현재 APA(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산하에 있는 미국 학회로서 질적연구의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SQIP는 미국, 유럽, 아시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성균관대학교 도승이
교수(교육학과)가 한국 준비위원(Members of the local ‘2022 SQIP-Conference Planning Team for
East Asia’)으로 있습니다.
SQIP 는 심리학에서 질적 연구의 형식과 응용을 풍부하게 하고 반영하기 위한 포럼 역할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연구자와 실무자에게 다양한 이론과 방법(예: 내러티브, 담론, 생활사,
현상학, 민족지학, 사례 연구, 포커스 그룹, 시각적 표현, 공연, 행동 연구)을 통해 질적 연구의
발달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에 따른 연구의 방법론적, 이론적, 철학적 탐구를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질적 탐구의 활성화, 학습의 촉진, 여러 나라의 정보 교환의 장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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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상세 안내>
라운드 테이블 토론 (80 분)
(모더레이터 1명, 토론자 3 ~ 4명)
o 라운드테이블 토론 프로포절: 토론 주제를 포함한 초록, 각 토론자 별 초록 제출.
o 프레젠테이션은 학술대회 4주 전에 미리 녹화하여 제출.
o 각 토론자는 5분 이내의 발언 시간을 갖습니다.
o 모든 라운드테이블 토론은 녹화 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o 라운드 테이블 토론 프로포절 시 제안서 작성자는 각 토론자로부터 참여 의사를 받으셔야 하며,
제출된 프로포절은 참여자들의 동의 하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심포지움 (80 분)
(의장, 발표자 3 ~ 4명)
o 심포지움 프로포절: 심포지움 주제를 포함한 초록, 각 발표 별 초록 제출.
o 심포지움은 A, 혹은 B의 형식으로 기획해주시길 바랍니다.
o A :페이퍼 1(15 분.); 페이퍼2 (15 분.); 페이퍼 3 (15 분.); 페이퍼 4 (15 분.); 질의응답(20 분).
o B: 페이퍼 1 (20 분.); 페이퍼 2 (20 분.); 페이퍼 3 (20 분.); 토론자 발언 (10 분.); 질의응답 (10
분).

페이퍼 제출 (15 분)
o 보내주신 페이퍼는 세션별 주제에 따라 그룹으로 묶여 게시됩니다.
비디오 발표 (5 분)
o
o

발표를 녹화해서 학술대회 4주 전에 제출.
녹화하여 보내주신 영상은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간주합니다.

제출 가능한 주제: 질적 연구방법의 발전, 효과적인 질적 연구방법 교육을 위한 전략과 실행,
관심사를 질적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획기적으로 탐구하는 법, 질적 연구의 수행 및 보고에
수반되는 윤리적 문제, 심리적 삶과 사회적 관계에서의 다양한 의미 및 표현과 같은 다른
방향에서의 참여도 환영합니다. 다학문적 관점과 전 세계 모든 지역의 학자 및 학생분들의
발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SQIP은 심리학 과학에서 유럽 중심의 헤게모니를
재구성하고 재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에 역사적 전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질적
탐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의 대학원생 및 신진 학자를 환영합니다.

<모집 기한 및 방법 안내>
제출 기한: 2022년 4월 4일 (April 04, 2022).
제출 링크: Click here
문의사항 : sqip2022@gmail.com /sursan@hanmail.net
SQIP 2022 학술대회 상세사항 페이지: http://sqip.org/sqip-2022-conference/
SQIP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groups/QualPsy
*모든 제출자는 제목(10단어 미만)과 초록(250단어 미만)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물 접수 확인 메일은 교신저자에게 이메일로 전송됩니다.
*프로그램 위원회 결정은 2022년 4월에 발송됩니다.
*귀하가 지정한 시간대에 대한 환경설정을 포함하여 승인된 제출 일정에 관한 세부정보는
5월에 발송될 예정입니다. 다가오는 6월 온라인 공간에서 뵙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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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비용 안내>
학술대회 발표자: 발표자는 SQIP 회원으로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회원 등록 후 학술대회 참가비는
무료입니다(SQIP 회원 등록 비용은 비회원 학생 $9, 비회원 일반 $33).
학술대회 참가자: SQIP 2022 연례 학술대회 참가비는 비회원 학생 $9, 비회원 일반 $33입니다. SQIP 회원
등록 시 학술대회 참가 무료이며, SQIP 회원 등록 비용은 학술대회 참가비와 동일합니다.
SQIP 회원등록 링크: http://sqip.org/membership/

<운영 시간 안내>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위하여 3일 동안 각기 다른 시간대에 학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매일 9:00-20:00에 개최하되, 시간대 기준을 날짜별로 돌아가며 적용하는
것입니다.
날짜
1일차
2일차
3일차

기준
UTC+9
한국/일본 시간 기준
UTC+1
중부 유럽 + 중부/서아프리카기준
UTC-6
멕시코 + 미국 중부/시카고 시간 기준

1일차 6월 16일 오전 9시 한국 현지 시간 =UTC+9(한국/일본 시간 )기준
2일차 6월 17일 오전 9시 =UTC+1(중부 유럽 + 중부/서아프리카)기준
3일차 6월 18일 오전 9시 =UTC-6(멕시코 + 미국 중부/시카고 시간)기준
*2022년 여름 동안 일본/한국과 중부 유럽(노르웨이에서 알제리, 나미비아까지) 사이에는
7시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중부 유럽과 시카고 시간 사이에는 7시간의 시차가 있습니다(미국
중부 표준시 - 멕시코에 도달)
3개의 컨퍼런스가 개최되는 국가들 간에는 7시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참가자분들께서
시간을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수 있도록 현재 표준 시간대 변환 링크를 첨부합니다.
https://dateful.com/time-zone-converter 6월 16-18일의 3일 회의에서 현지 표준 시간대를 현지
시간으로 변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날짜는 현지 표준 시간대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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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erence Announcement
CALL FOR PROPOSALS
*June 16th to 18th, 2022*
VIRTUAL

DEADLINE EXTENDED to APRIL 04, 2022
Society for Qualitative Inquiry in Psychology (SQIP) 8th ANNUAL CONFERENCE
The Society for Qualitative Inquiry in Psychology (SQIP) will hold its annual conference
virtually over three days, June 16th, 17th, and 18th, 2022. The theme of this year’s conference
is The Internationalization of Qualitative Psychology, and in the spirit of this theme, we
endeavor to engage both new and seasoned participants from a diverse range of countries
and backgrounds. Therefore, to encourage robust and diverse participation, we are planning
to hold each day from 9:00-20:00 specific to different time-zones: Starting day 1 at 9:00am
local time=UTC+9 (Japan/Korea-Time); Starting day 2 at 9:00am local time=UTC+1
(central Europe + Central/Western Africa; and starting day 3 at 9:00am local time=UTC-6
(Mexico + Central-US/Chicago-Time). We particularly encourage attendees who provide
perspectives about conducting qualitative inquiry in the Global South. In support of these
aims, registration fees for the conference will take into consideration participants’ access to
resources.
In addition to a number of solicited roundtable discussions that we will be arranging, we invite
you to submit proposals for consideration in the following presentation formats:
Roundtable Discussions (80 min)
(1 moderator and 3 or 4 discussants)
o A roundtable discussion proposal requires a roundtable abstract and an abstract for each of the
participants.

o Note that discussants’ presentations will have to be available pre-recorded four weeks
before the conference; and each discussant will summarize their presentation in no more
than five minutes at the start in their moderated sessions.
o All Roundtable discussions will be recorded and made publicly available. Authors of a
proposal should have secured a commitment to take part from each of the participants
o Submitting proposals will serve as agreement for all participants.
Symposia (80 min)
(Chair + 3 or 4 presenters)
o A symposium proposal requires a symposium abstract and an abstract for each of the papers.
o Symposia might be organized as follows:Paper 1(15 min.); Paper 2 (15 min.); Paper 3 (15
min.); Paper 4 (15 min.); Questions & Discussion (20 min) - - or:
o Paper 1 (20 min); Paper 2 (20 min); Paper 3 (20 min); Discussant’s remarks (10 min);
Questions & Discussion (10 min).
Individual Papers (15 min)
o Note that individually submitted papers will be grouped into thematic sessions

Videos (5 min)
o Note that videos will have to be submitted pre-recorded four weeks before the conference.
Submission of videos will serve as agreement that they will be made publicly available.
Possible topics for submissions might include: advances in qualitative approaches; strategies and
practices for effective instruction in qualitative methods; innovative uses of qualitative methods
to study topics of current interest; and ethical issues attendant on the doing and reporting of
qualitative research. Other engagements with the multiple meanings and expressions of
psychological life and social relations are also welcome, as are submissions from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s and scholars and students from all regions around the globe. In
particular, we invite graduate students and emerging scholars from areas where qualitative
inquiry may be developing in close connection to historical traditions, with an eye toward
reconfiguring and reshaping Euro-centric hegemony in the psychological sciences.
Click here to submit proposals electronically by March 15, 2022 April 04, 2022. All submissions
require a title (not to exceed 10 words), and an abstract (not to exceed 250 words). Please contact
sqip2022@gmail.com with any questions.
Conference details and registration information will be posted at http://sqip.org/sqip-2022conference/ as they become available. Acknowledgment of the receipt of your submission will be
sent by e-mail to the corresponding author. Program Committee decisions will be sent in April
2022. Details regarding the scheduling of accepted submissions - including your preference for the
time-zone-slot that you indicated - will be sent in May.
To join SQIP, please visit: http://sqip.org/membership/
If you are not currently a SQIP member, but would like to receive SQIP newsletters and
community information, you are invited to join our Facebook group:
https://www.facebook.com/groups/QualPsy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in virtual space in June!
Jeanne Marecek, Linda McMullen, Peiwei Li, Kim Khánh Nguyễn Nalpas– Program Committee
Michael Bamberg, SQIP President
*During the summer of 2022, there will be a time difference between Japan/Korea and central
Europe (from Norway to Algeria to Namibia) of seven hours, and another seven hours between
central Europe and Chicago time (US Central Time - reaching into Mexico). Starting the
conference on June 16th at 9:00 am (local time in Japan/Korea) means that it still is 19:00 <7:00
pm> local time the day before in Chicago/Mexico City; and starting on June 18th at 9:00 am (local
time in Mexico City or Chicago) means that it already will be 22:00 <10:00 pm> at night in
Japan/Korea. We hope that seven hours difference between each of the three conference centers
will make it easier for participants to calculate their own place in time in relation to those three.
Click here https://dateful.com/time-zone-converter to convert your local time-zone to the local
times at the three conference days for June 16-18; and note that those days are local time-zone days.

SQIP 2022 ANNUAL CONFERENCE – FEE STRUCTURE (proposal)
FOR PRESENTERS:
In order to present at the SQIP Virtual Conference 2022, you have to be a member. Membership fees and
conference registration fees are the same. Note that for SQIP members, there are no conference fees.
FOR ATTENDEES:
The conference fees for student attendees (who are not SQIP-members) are $9. Other non-SQIP members
pay $33. If you are interested in taking advantage of the member rate, join SQIP as Student (for $9), or as
Affiliate (for $33) at http://sqip.org/membership/ Once you complete the member application, you can
immediately register as a member for no fe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