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한국언어학회

여 름 학 술 대 회  일 정 표

일    시  :  2021년 8월 12일(목) 9:20 ~ 18:00  

진행방식  :  비대면 방식 (실시간 Zoom 접속)

주최/주관 :  한국언어학회

            성균관대 영어영문학과 4단계 BK21 교육연구단

후    원  :  한국연구재단 일반공동사업 연구과제

            (딥러닝 모델에 기반한 한국어 언어능력 탐구)



❍ 온라인 발표장

    - 제 1 발표장
회의 번호: 988 5335 4341
초대링크  
https://skku-edu.zoom.us/j/98853354341?pwd=dGlLbXN2VkdNRVR
CVTN0SlRwbW1Pdz09
암호: 262851

    - 제 2 발표장
회의 번호: 861 3931 8658
초대링크
https://yonsei.zoom.us/j/86139318658?pwd=R2NOdG1WYWRWRGRJ
bnljaEJpT0hHZz09
암호: 551965

    - 제 3 발표장 
  회의 번호: 815 1287 3016

초대링크
https://yonsei.zoom.us/j/81512873016?pwd=SVpncDlFSWxOeUtFTj
ZkajVuRUNDdz09
암호: 011995

    - 예비방 
      (만약에 발표장에 문제가 생기면 예비방으로 오시면 됩니다.)

회의 번호: 862 4724 0318
초대링크 
https://korea-ac-kr.zoom.us/j/86247240318?pwd=UUFpK0IrR0llc3J
HYnFpNlliOXVLQT09
암호: np^FTBnDv4



오전 1부
9:20-
9:25

       개회사: 이민행(연세대, 대회장)        사회: 송상헌(고려대)
제 1 발표장

9:30-
11:00

 세션
발표장

일반 세션 1
제 1 발표장

특별 세션 1
제 2 발표장

특별 세션 2
제 3 발표장

사회 이정훈(서강대) 오미라(전남대) 손현정(연세대)

발표

1. 명정희(서강대)
2. 임동식(홍익대)
  허세문(인하대)
  박유경(서울대)
3. 김정민(한국외대)

4. 조성혜(UPenn)
5. 장하연(부산외대)
6. 민귀선(성균관대)
   이혜문(성균관대)

7. 강병규(서강대)
8. 김한샘(연세대)
9. 이종현(서울대)
   신정아(동국대)
   박명관(동국대)

토론 이정미(서울대)
염재일(홍익대)

전종호(서울대)
정원일(동국대)

박민준(덕성여대)
장세은(한국해양대)
윤홍옥(제주대)

오전 2부

11:05-
12:05

10. 기조강연 1: 신효필(서울대)    
사회: 류병래(충남대)                토론: 홍문표(성균관대)

제 1 발표장

오후 1부

13:00-
15:00

 세션
발표장

일반 세션 2
제 1 발표장

일반 세션 3
제 2 발표장

특별 세션 3
제 3 발표장

사회 김일규(강원대) 권익수(한국외대) 박시균(군산대)

발표
11. 강초롱(서울대)
12. 박성은(이화여대)
13. 채희락(한국외대)

14. 김정수(경희대)
    김경민(고려대)
15. 박상희(덕성여대)
    김정수(경희대)  
16. 정유정(고려대)
    이상근(고려대)
17. 윤홍옥(제주대)
    김회경
    (Binghamton U)
    이상근(고려대)

18. 유현조(서울대)
    정유남(중앙대)
    송영숙(경희대)
    김민수(바이칼AI)
    윤기현(바이칼AI)
19. 김유진(LG전자)
20. 권도연(동국대)
21. 최릉운(동국대)

토론 정대호(한양대)
이예식(경북대)

김나연(성균관대)
고희정(서울대)

강승식(국민대)
홍정하(서강대)



❍ 프로그램 관련 문의: 이한정 프로그램 위원장 (hanjung@skku.edu)
❍ 기타 학술대회 관련 문의: 송상헌 총무이사 (sanghoun@korea.ac.kr)

오후 2부

15:05-
16:35

 세션
발표장

일반 세션 4
제 1 발표장

특별 세션 4
제 2 발표장

특별 세션 5
제 3 발표장

사회 권경준(성균관대) 이해윤(한국외대) 최영주(조선대)

발표

22. 고언숙(조선대)
    Margarethe
    McDonald(U of 
    Ottawa)   
23. 임선희(동국대)
24. 남윤주(건국대)
    백준오(Brigham
    Young U)
   김영주(경희대)
   홍우평(건국대)

25. 구건우(동국대)
26. 박현준(동국대)
27. 문성민(University 
    Paris Nanterre)
   

28. 김지혜(한남대)
    이용훈(충남대)
29. 양희선(동국대)
    정원일(동국대)
30. 전수경(동국대)
    정원일(동국대)

토론 김세영(한양대)
최혜원(이화여대)

정효진(성균관대)
강아름(한경대)

정유진(고려대)
이승아(이화여대)

오후 3부

16:40-
17:40

31. 기조강연 2: 이혜문(성균관대)    
사회: 이선영(사이버한국외대)            토론: 박명관(동국대)

제 1 발표장
17:40-
17:55

  연구윤리 교육: 김종복(경희대, 연구윤리위원장)  사회: 임동식(홍익대)
제 1 발표장

17:55-
18:00

       폐회사: 김종복(경희대, 조직위원장)        사회: 임동식(홍익대)
제 1 발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