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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 2학기 정기학술대회를 국제학술대회 성료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난 11월 28일(토) 충남대학교에서 우리 학국언
어정보학회의 2017년 2학기 정기학술대회를 <언
어와 정보 연구의 최근 쟁점과 동향>이라는 주
제로 개최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학술대회는 충
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와 대학인문역량강회사
업단과 공동으로 주최하여 국제학술대회로 개최
하게 되어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언어정보학회는 1980년 창립된 서울형식문
법이론연구회를 모태로 역대 임원진과 여러 회
원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의 덕택
으로 지난 37년간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습니
다. 우리 학회는 PACLIC이라고 하는 아시아태
평양 언어-정보-전산 국제학술대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0년부터는 해
마다 봄 혹은 가을에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해 오
고 있습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위하여 특별히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Chin-Woo Kim 명예교수님과 일
본 동경대학교 Yoshiki Mori 교수님을 초청하였습니다. 이 두 초청 연사와 더불어 국내에
서 아홉 명의 언어학자들이 언어와 정보 분야의 최신 쟁점과 연구동향에 대하여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하게 됩니다. 초청 연사 및 발표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하는 데에 많은 분들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먼저 학술대회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에 애를 써 주신 정한민 프로그램위원회 위원장 및 프로그램위원회
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권익수, 류수린, 박종철, 유은정, 이영주, 전종섭, 정미애, 최인철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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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조직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은영 선생님을 비롯한 이용훈,
안성민, 진두현, 이돈아, 임보람 선생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에 언급
하지만 결코 작지 않은 수고를 해 주신 우리 학회의 총무이사이신 송상헌 교수님께도 깊
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한국언어정보학회 회장
충남대학교 류병래 드림

2. 월례 발표회 (12월)
► 12월 월례 발표회가 12월 2일 (토) 오전 9시 30분부터 한국학술협의회 (대우학술재단) 7
층 세미나1실에서 있습니다. 각 발표의 제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강아름 (고려대): Two types of speaker’s uncertainty over the epistemic space in Korean
강초롱 (서울대): Copy theory of movement and pf conditions on spell-out

-

오은정∙송상헌 (상명대∙인천대): On Korean speakers’ knowledge of unaccusativity in
English

► 12월 월례발표회 일정 및 발표요지문은 본 소식지의 하단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3. 회원 가입 및 회비 납부 안내
► 우리 학회는 회원 여러분들께서 납부하신 회비로 운영됩니다. 원활한 학회 운영을 위해
연회비를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비납부를 위한 계좌정보 및 각 연회비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KB국민은행 270901-04-205159 김윤신 재무이사(한국언어정보학회)
- 연회비: 정회원 40,000원, 준회원 20,000원, 기관회원 100,000원
► 2017년 11월 20일 현재 연회비를 납입해 주신 회원 여러분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혹,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 누락된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정회원 2년납(2017-2018): 강정구 (KMIC Global), 김윤신 (인천대), 김한샘 (연세대),

-

-

남승호 (서울대), 류병래 (충남대), 송상헌 (인천대), 육청민 (한림대), 이기황
(Daumsoft), 이용훈 (충남대), 장석진 (서울대), 조성은 (영남대), 채희락 (한국외대),
최재웅 (고려대), 홍민표 (명지대)
정회원 1년납(2017): 박은영 (충남대), 서지혜 (한국외대), 이정민 (서울대), 박현준
(충북대), 조주연 (서울대), 오은정 (상명대), 유기윤 (세종대), 정재현 (충북대), 황은
하 (배재대), 이영주 (서울여대), 손광락 (경북대), 이진석 (한국외대), 박선우 (계명
대), 강아름 (고려대), 손가연 (이화여대), 예선희 (중앙대), 김아림 (한국외대)
준회원 1년납(2017): 이돈아 (충남대), 임보람 (충남대), 진두현 (충남대), 정진우
(KAIST), 김정호 (KAIST), 이민철 (연세대), 최지명 (연세대), 채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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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 주소록은 연중 관리되고 있습니다. 주소 및 이메일, 전화번호가 바뀌신 분은 변경
된 내용을 ksli20172018@gmail.com로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주
변의 교수님들과 신진학자 및 대학원생들이 신입회원으로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적인 홍보를 부탁 드립니다.

4. “언어와 정보” 22권 1호 논문 모집
► 마감일: 2017년 12월 31일 (일)
► 출판일: 2018년 2월 28일 (수)
►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시는 회원분께서는 학회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 홈페이지
(http://ksli.jams.or.kr)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 논문 심사료와 게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심사료: 40,000원 (2인 심사 기준, 추가 심사시 20,000원씩 추가)
- 논문 게재료 (2인 심사, 30쪽 분량 기준):
1) 연구비 수혜 논문: 300,000원 (심사료 포함 총 340,000원)
2) 연구비 수혜를 받지 않은 일반논문: 200,000원 (심사료 포함 총 240,000원)
- 참고
1) 논문 출판 시 편집비를 따로 받지 않음.
2) 논문의 분량은 최종 조판 기준 20쪽을 기준으로 하되, 30쪽까지는 별도의 추가 금액
을 받지 않으나, 31쪽부터는 쪽당 10,000원을 게재료에 추가.
► 접수 마감일에 맞추지 못하시는 경우, 편집위원장인 송민영 교수님께 미리 연락해 조율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ongmy@dongguk.ac.kr)
► 현재까지 출판된 “언어와 정보” 논문들은 아래 우리 학회 홈페이지 공간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ksli.or.kr/board.php?board=journal&command=body&no=1
►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인용을 당부드립니다.

5. 우리 학회 참가/지원 국제학술대회 안내
► ASIA DATA WEEK 2017(ADW 2017)이 11월 20일(월)-24일(금) 제주, 롯데호텔 & 리조
트에서 “Connecting Asia through Data” 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이 국제학술대회는 11월
16일(목)-22일(수) 열리는 IoT Data Alchemist Hackathon 경진대회와 연계되어 개최되고, 11
월 22일(수)-24일(금) 동일 장소에서 열리는 AIRS 2017 (The 13th Asia Information Retrieval
Societies Conference, 제13차 아시아정보검색학술대회)로 이어져 언어정보처리와 데이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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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관련 최근의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최신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
입니다. 우리 한국언어정보학회는 헤커톤 경진대회에서 우리 학회 회장 명의의 상을 수여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ADW 2017 홈페이지 http://www.asiadataweek.org/와 Hackathon
http://iot.kisti.re.kr/adw2017/hackathon/index.html 에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 LREC 2018 (11th Conference on Language Resources and Evaluation)이 Phoenix Seagaia
Resort, MIYAZAKI, JAPAN에서 MAIN CONFERENCE: 9-10-11 MAY 2018, WORKSHOPS
and TUTORIALS: 7-8 & 12 MAY 2018 일정으로 개최됩니다. 우리 한국언어정보학회는
LREC 2018 국제학술대회에 지원 학회로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학회의 국제적
명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
여를 부탁드립니다. LREC 2018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Conference web site:
http://www.lrec-conf.org/lrec2018/lrec2018.htm에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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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관 학회 안내
► The 13th Workshop on Asian Language Resources가 위 LREC 2018과 연계하여 내년 5월
7일 일본 미야자키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http://www.jaist.ac.jp/project/alr13/index.html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8-01-10 paper submission deadline
- 2018-02-15 notification of acceptance
- 2018-02-28 camera ready copies due
► 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의 국제학술대회(HPSG 2018)가 내년 6월 29일부
터 7월 1일까지 일본 동경대학교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초록의 마감일은 내년 2월 1일(목)입니다.
- http://phiz.c.u-tokyo.ac.jp/~hpsg2018/
본 학술대회는 6월 30일, 7월 1일 양일간 진행되며, 하루 전날인 6월 29일에는 The
Workshop on the Clause Structure of Japanese and Korean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초청 연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 Daisuke Bekki, Ochanomizu University
- Yusuke Kubota, University of Tsukuba
- Makoto Kanazawa, National Institute of Informatics, Tokyo
- Doug Arnold, University of Essex
► 세계언어학자대회(International Congress of Linguists, http://www.icl20capetown.com/)가
5년마다 개최되는데 Seoul(2008), Geneva(2013)에 이어 2018년에는 남아프리카 Cape Town
에서 2018년 7월 2일(금)-6일(화)까지 언어의 역동성(The Dynamics of Language)을 주제로
열립니다. 현재 논문 초록을 모집하고 있으며 연장된 마감일은 8월 31일(목)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http://icl20capetown.com/index.php/2016-06-20-10-33-33/abstracts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August 31, 2017: Extended Deadline for abstract submission
- October 31, 2017: Notification of abstract acceptance
- July 2-6, 2018: ICL 20
7. PACLIC Steering Committee 위원 교체 보고
► 지난 2017년 9월 16일 9월 월례회 자리에서 긴급 회의를 통하여 우리 학회를 대표하여
PACLIC Steering Committee에서 활동할 위원으로 김종복 전임 회장님(경희대학교)을 선출
하여 PACLIC Steering Committee에 보고하였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채희락 전임 회장님(한
국외국어대학교)께서 위원으로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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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17학년도 2학기 2차 월례 발표회 일정표 및 초록
날짜

시간

발표자

발표제목

09:30
10:20

강아름 (고려대)

Two types of speaker’s uncertainty over
the epistemic space in Korean

사회

Break (10분)
12/2
(토)

10:30
11:20

강초롱 (서울대)

Copy theory of movement and pf
conditions on spell-out
Break (10분)

11:30

오은정∙송상헌

12:20

(상명대∙인천대)

On Korean speakers’ knowledge of
unaccusativity in English

월례발표회 오시는 길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8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526) 7층
- 지하철 4호선 회현역 4번 출구 서울역 방향 50미터
- 지하철 1호선 서울역 8번 출구 퇴계로 방향 50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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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원
(경희대)

Two types of speaker’s uncertainty over the epistemic space in Korean
Arum Kang (Korea University)
The main goal of this paper is to propose a novel paradigm of the split epistemic uncertainty,
based on two morphologically related particles in Korean: inka in wh-indefinites vs. nka in
modalized questions. Previous literature assumes the interrogative-indefinite affinity as a
reflex of a semantic relation amongst interrogative markers and indefinites by introducing a
set of propositional alternatives (Alternative Semantics: Kratzer & Shimoyama 2002; AlonsoOvalle 2006; Alonso-Ovalle & Menéndez-Benito 2010, inter alia). However, I challenge these
claims by showing that there is a novel paradigm of epistemic ignorance which is not captured
by means of propositional alternatives. I suggest a novel analysis, as originally proposed in
my doctoral dissertation (Kang 2015), showing how the semantics of (i)nka variants is
sensitive to speaker’s epistemic model (Giannakidou 1995 et seq.). In particular, I show that:
(i) the common denominator of nka and inka is that they both express speaker’s epistemic
indeterminacy; but (ii) the crucial difference arises from distinct epistemic spaces. The division
on epistemic states will lead us to assume that there is a binary distinction between the types
of alternatives that (i)nka introduces (i.e., propositional alternatives for nka vs. individual
alternatives for inka). The division is further supported by the fact that there is a requirement
of strict dichotomy with regard to the notion of speaker’s epistemic uncertainty which gives rise
to the distinct semantics.

Copy theory of movement and pf conditions on spell-out
Chorong Kang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study, I investigate the question why in some cases an element is pronounced in the
position where it is interpreted while in other cases, there is a discrepancy between the
position for interpretation and the position for pronunciation. To investigate this issue, I will
first discuss a relation between agreement and movement. Inspired by Reverse Agree
(Wurmbrand 2012), I will clarify a condition of movement. Based on the suggested relation
between agreement and movement, I will propose three different types of movement: phrasal
movement, parasitic phrasal movement, and parasitic head movement. Furthermore, based on
the Copy theory of movement, I will discuss PF constraints that play a role in copy-selection
for pronunciation. Based on the system developed, I will provide a typological study in two
representative cases of movement: (i) subject agreement/movement and (ii) whagreement/movement. This system provides a new approach for the typology of in-situ
subjects and in-situ wh-phrases. In the proposed system, in-situ subject/wh-phrases are the
results of either parasitic movement or low-copy pronunciation in phrasal movement. An insitu phrase generated by parasitic movement does not have a copy in a higher position, so it
cannot take a high scope. Furthermore, since the phrase does not undergo movement, it is
7

insensitive to movement constraints (e.g. island constraints). By way of contrast, an in-situ
phrase generated by a low-copy pronunciation in a movement chain shows “high” behaviors
in addition to sensitivity to movement constraints. I will show how the two theoretically
possible in-situ subjects/wh-phrases are realized in languages.

On Korean speakers’ knowledge of unaccusativity in English
Eunjeong Oh (Sangmyung University)
Sanghoun Song (Incheon National University)
It has generally been assumed that intransitives are classified into two classes, unaccusatives
and unergatives, which have distinct syntactic and semantic properties. The single argument
of unaccusatives is base-generated in object position whereas the single argument of
unergatives originates in subject position (Burzio, 1986; Perlmutter, 1978). Semantically,
while the former bears a Theme role, the latter bears an Agent role. Despite such differences,
the single argument of these two types of intransitives surfaces in subject position, thereby
being identical on the surface. The unaccusative-unergative distinction is presumably
universal, but languages vary as to the syntactic and morphological reflexes of such a
distinction. Given the cross-linguistic variation, a learnability problem naturally arises for
the L2 acquisition of unaccusativity.
This talk addresses Korean speakers’ knowledge of unaccusativity/unergativity in L2
English. More specifically, this talk will address the questions of (1) whether Korean speakers
are sensitive to the unaccusative/unergative distinction in English; and (2) whether they are
able to distinguish unaccusatives from transitives. With respect to the acquisition of
unaccusativity, L2 researchers’ interests have primarily centered around the issue of
unaccusative-unergative distinction. That said, we believe that to have a thorough picture of
the phenomenon, a more fundamental question is whether Korean speakers are able to
distinguish unaccusatives from transitives. This reasoning hinges on the well-known
overpassivization of unaccusatives. Overpassivization refers to a phenomenon defined as nontarget-like passivization of intransitives by L2 learners. Interestingly, ungrammatical passive
unaccusatives (e.g., *An accident was happened) are frequently produced and judged as
acceptable by learners from various L1 backgrounds (thus, these errors are language
universal rather than language specific). By contrast, unergatives are rarely passivized. For
such disparity, the most influential L2 account proposed is Yip’s Transitivization Hypothesis
(1990, 1995), which states that unaccusatives are represented as underlying transitives in L2
learners’ grammar. From this hypothesis, the acceptance of ungrammatical transitives (e.g.,
*We disappeared our heads), rejection of correct unaccusatives (e.g., Our heads disappeared), and
acceptance of ungrammatical passive unaccusatives (e.g., *Our heads were disappeared) are
predicted.
In order to investigate the two questions, we employed the toolkit OpenSeame and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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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point Likert scale. 173 adult Korean speakers (31 beginners/ 59 intermediates/ 31
advanced) participated in the study. Three types of verbs were employed in the task:
unaccusatives, unergatives, and transitives. Each type was represented by seven verbs, which
were selected based on frequency analyses of learner corpora. Korean learners’ knowledge of
unaccusative-unergative distinction was tested, using diagnostics such as overpassivization
(*A baby was cried. vs. *A boy was disappeared.), causativization (*A coach ran students. vs. *A
magician disappeared a bird.), and compatibility with a purpose clause (*A kid was run to catch
a ball. vs. *A boy was appeared to eat a snack.). Korean learners’ knowledge of unaccusativetransitive distinction was tested by comparing the rate of a by agent phrase between
transitives and unaccusatives. Researchers have argued that unaccusativity is a semantically
determined, but syntactically represented phenomenon (Levin & Rappaport Hovav, 1995).
Along these lines, this talk also considers two semantic properties, telicity and animacy, which
are frequently argued to be associated with unaccusativity/unerga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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