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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연초에 소식지를 통해 인사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한 학기 잘 마무리하셨지요? 

2021년 한국언어학회 여름 학술대회를 8월 12일(목)에 실시간 비대면 
포맷으로 개최합니다. 

디지털 혁명, AI 혁명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AI 기술
이 언어 연구와 어떤 상관성을 갖는지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인공지능 
시대의 언어 연구”라는 주제로 토론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AI 기반 연구와 
뇌과학적 연구를 탐구하는 두 편의 기조강연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언어학
적 주제를 다루는 31편의 논문이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학술대회는 언어학회와 성균관대 영어영문학과 4단계 BK21 교육연구
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기조강연을 수락해 주신 신효필 교수님
과 이혜문 교수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식과 내용을 겸비한 완
성도 높은 학술대회를 준비해 주신 김종복 조직위원장님과 이한정 프로그램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와 토론을 맡아 수고하실 상임이사 선생님들께도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회원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학술대회의 성공을 위한 필
요충분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름 학술대회를 널리 알려주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학술대회가 모두에게 유익하고 뜻깊은 만남의 장이 되기
를 기원합니다.

2021년 7월 1일

한국언어학회 회장 이민행 배상 



- 3 -

Ⅰ 학술대회 일정

1  세션 구성

  ❍ 일반세션: 언어학 전 분야의 주제에 관한 발표 (총 13편) 
  ❍ 특별세션: 다음의 세부 주제에 관한 발표 (총 16편)
    - 딥러닝 기반 언어 분석의 현황과 전망 / 인공지능과 인간의 언어인지
  ❍ 일반 및 특별세션 발표: 발표 20분 및 토론・질의응답 10분
  ❍ 기조강연: 발표 45분 및 토론・질의응답 15분 (총 2편)

 2  일정표  

※ 발표장 온라인 주소는 추후 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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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박유경(서울대)
3. 김정민(한국외대)

4. 조성혜(UPenn)
5. 장하연(부산외대)
6. 민귀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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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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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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홍옥(제주대)
    김회경
    (Binghamton U)
    이상근(고려대)
17. 정유정(고려대)
    이상근(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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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정대호(한양대)
이예식(경북대)

김나연(성균관대)
고희정(서울대)

강승식(국민대)
홍정하(서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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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인철(경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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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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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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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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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기조강연

1  기조강연 1

❍ 11:05-12:05
  ❍ 제 1 발표장
  ❍ 사회: 류병래(충남대) 

2  기조강연 2

❍ 16:40-17:40
  ❍ 제 1 발표장 
  ❍ 사회: 이선영(사이버한국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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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자 토론자 발표 제목

 10. 신효필(서울대) 홍문표(성균관대)
Investigating Fine-grained Linguistic 
Knowledge in Pretrained Language 

Models

발표자 토론자 발표 제목

 31. 이혜문(성균관대) 박명관(동국대) 제2언어습득 이론과 연구방법: 
행동주의에서 뇌과학 기반 연결주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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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일반세션 발표 

1  일반세션 1

❍ 9:30-11:00
  ❍ 제 1 발표장  
  ❍ 사회: 이정훈(서강대) 

2  일반세션 2

  ❍ 13:00-15:00
  ❍ 제 1 발표장
  ❍ 사회: 김일규(강원대) 

3  일반세션 3

❍ 13:00-15:00
  ❍ 제 2 발표장  
  ❍ 사회: 권익수(한국외대) 

발표자 토론자 발표 제목

1. 명정희(서강대)
이정미

(서울대)

 한국어 양태 구문의 의미해석 과정

2. 임동식(홍익대)
   허세문(부산대)
   박유경(서울대)

 한국어 증거성 형태소 ‘-더’의 추론적 특성

3. 김정민(한국외대)
염재일

(홍익대)
 영어・한국어 자가대립현상에 대한    
 인지언어학적 분석

발표자 토론자 발표 제목

11. 강초롱(서울대) 정대호
(한양대)

 Subject-object Asymmetries in Korean      
 Argument Ellipsis

12. 박성은(이화여대)  Tense in Subordinate Clauses

13. 채희락(한국외대)
이예식

(경북대)
 Stativity and Negation: With Reference to   
 –i/-ka and –ul/-l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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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세션 4

  ❍ 15:05-16:35
  ❍ 제 1 발표장
  ❍ 사회: 최인철(경북대) 

발표자 토론자 발표 제목

14. 김정수(경희대)
    김경민(고려대) 김나연

(성균관대)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on the        
 Nature of Korean Null Clausal Complements

15. 박상희(덕성여대)
    김정수(경희대)

 Mismatches in Right Peripheral Ellipsis and
 Gradience in Judgments

16. 윤홍옥(제주대)
    김회경
   (Binghamton U)
    이상근(고려대)

고희정
(서울대)

 How Much Korean is Article-less: Testing   
 the Likelihood of Omission/Obligatoriness of  
 the Korean Anaphoric Marker ‘ku’ Using    
 Rating and Cloze Test 

17. 정유정(고려대)
    이상근(고려대)

 Exploring Patterns of Bridging Relations in  
 Korean, an Article-less Language

발표자 토론자 발표 제목

22. 고언숙(조선대)
    Margarethe 
    McDonald(U of 

Ottawa)
김세영

(한양대)

 Not All Input is Equal: The Efficacy of Book  
 Reading in Infants’ Word Learning is  
 Mediated by Child-Directed Speech

23. 임선희(동국대)
 L2 영어교과서의 Deep Contextualized Word   
 Representations

24. 남윤주(건국대)
    백준오
    (Brigham
    Young U)
    김영주(경희대)
    홍우평(건국대)

최혜원
(이화여대)

 Word Order Preferences in Competition:     
 ‘Time before Place’ vs. ‘Long before Short’  
 in Korean Sentence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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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특별세션 발표 

1  특별세션 1

❍ 9:30-11:00
  ❍ 제 2 발표장  
  ❍ 사회: 오미라(전남대) 

2  특별세션 2

❍ 9:30-11:00
  ❍ 제 3 발표장   
  ❍ 사회: 손현정(연세대) 

  

발표자 토론자 발표 제목

4. 조성혜(UPenn) 전종호
(서울대)

 Computational Approach for Measuring   
 Speech Incoherence in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5. 장하연(부산외대)
 신경망 모델 학습을 통한 조음 정보의 음운 
 자질 표상 연구

6. 민귀선(성균관대)
정원일

(동국대)
 Korean EFL Learners’ Processing of   
 English Number Morphemes: An ERP Study

발표자 토론자 발표 제목

7. 강병규(서강대)
박민준

(덕성여대)  딥러닝 기반 중국어 분석의 현황과 전망

8. 김한샘(연세대)
장세은

(한국해양대)  자동 요약을 위한 말뭉치 구축의 현황과 전망 

9. 이종현(서울대)
   신정아(동국대)
   박명관(동국대)

윤홍옥
(제주대)

 (AL)BERT Down the Garden Path:   
 Psycholinguistic Experiments for 
 Pre-trained Language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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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세션 3

 ❍ 13:00-15:00
  ❍ 제 3 발표장 
  ❍ 사회: 박시균(군산대) 

4  특별세션 4

❍ 15:05-16:35
  ❍ 제 2 발표장 
  ❍ 사회: 이해윤(한국외대) 

발표자 토론자 발표 제목

18. 유현조(서울대)
    정유남(중앙대)
    송영숙(경희대)
    윤기현
    (바이칼AI) 

강승식
(국민대)

 한국어 개체명 인식의 현황과 전망

19. 김유진
    (LG전자)

 문장의 형태-의미적 자질을 바탕으로 한 의문문  
 자동유형 판별

20. 권도연(동국대) 홍정하
(서강대)

 Linguistic Knowledge and Transferability of  
 Contextual Representations 

21. 최릉운(동국대)  Performance of Parts of Speech Tagger

발표자 토론자 발표 제목

25. 구건우(동국대)
    김동현(동국대) 정효진

(성균관대)

 L2 영어교과서 코퍼스의 Direct Probe:       
 Studying Representations without Classifiers

26. 박현준(동국대)
 Pre-trained 언어모델에 기반한 L2 교과서의  
 형태통사적 지식에 관한 연구

27. 문성민
   (University 
   Paris Nanterre)

강아름
(한경대)

 How Does BERT Address Polysemy of     
 Korean Adverbial Postpositions –ey, -eyse, 
 and -(u)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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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16:35
  ❍ 제 3 발표장
  ❍ 사회: 최영주(조선대) 

발표자 토론자 발표 제목

28. 김지혜(한남대)
    이용훈(충남대) 정유진

(고려대)

 A Sentiment Analysis of Men’s and 
 Women’s Speech

29. 양희선(동국대)
    정원일(동국대)

 Verbal Subcategorization Learning in 
 L2-BERT

30. 전수경(동국대)
    정원일(동국대)

이승아
(이화여대)

 EFL 교과서로 학습된 L2 BERT에서 나타난 
 술어-논항의 의미적 관계에 관한 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