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는 1989년 10월에 제1회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한글날 전후에 개최하고 있는데 지난 30년 동안

계속되고 있으며 올해로 30번째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본 학술대회의 주제인 언어정보처리는 비단 전산언어학이나

언어학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분에에서도 매우 중요한 분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인간의 대부분의 지식이 언어로 표현되어 있기에

대량의 비정형화된 언어로부터 세상의 지식을 추출하고 가공할 수 있는 언어정보처리 기술은 차세대 초연결, 초지능 사회 구축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자연언어처리 기술 기반의 기계번역, 대화체 질의응답 시스템, 대화시스템, 정보검색, 말뭉치

구축, 시맨틱웹, 텍, 딥러닝, 그리고 빅데이터분석 분야뿐만 아니라 인간의 언어정보처리 원리와 이해를 위한 언어학과 뇌인지

언어정보처리 분야까지 발표 논문의 주제를 확장하였습니다.

최근 딥러닝과 딥러닝기반의 자연어처리가 방대한 텍스트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활용하기 위한 언어처리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산학관연을 아우르는 언어처리 학술교류의 장으로써 맡은바 소임을 다해오고 있는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에 오셔서 그간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학문 발전을 위한 활발한 토론을 하며 자리를 빛내 주시길

희망합니다.

인사말

 자연언어처리
 한국어정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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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양식 : 대회 홈 페이지(자료실) 에서 제공하는 논문 양식 (HWP 파일)
• 원고분량 : 2쪽 ~ 6쪽 (단, 구두 발표는 3페이지 이상)
• 심사용 논문에는 저자정보(이름, 소속, 이메일 등), 사사정보(acknowledgement)를 일절 표기하지 않습니다.
• 논문 접수는 학술대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논문 제출 시스템으로 제출 바랍니다.
• 국내외 다른 학회나 학술대회에 제출하여 심사 중이거나 게재되었던 논문은 제출할 수 없습니다.
• 구두 발표된 논문 중에서 우수 논문으로 선정된 논문은 한국정보과학회 논문지 및 한국인지과학회지에 게재를 추천하고 별도의 상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학술대회 홈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khclt.org)

• 논문접수마감: 9월 10일 (월)
• 심사결과통보: 9월 17일 (월)
• 최종논문제출: 9월 24일 (월)
• 사전등록 기간: 9월 18일 (화) ~ 9월 28일 (금)

The 30th Annual Conference on Human & Cognitive Language Technology

제30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일시 : 2018년 10.12(금) ~13(토) 장소 : 고려대학교 홈페이지 : http://khclt.org

 기계번역
 텍스트 마이닝
 정보검색
 질의응답
 정보추출
 문서요약

 문서분류
 감정분류
 온톨로지
 시맨틱웹
 언어학
 인지과학

 언어지식 획득 및 구축
 언어습득 및 발달
 언어코퍼스 분석
 EEG 기반 언어분석
 Eyetracking 기반 언어분석
 기타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관련 분야

• 한국정보과학회 언어공학연구회 위원장
- 이상곤(전주대학교)

• 한국인지과학회 회장
- 최세영 (서울대학교)

주요 일정
• 주관: 한국정보과학회 언어공학연구회
• 주최: 한국정보과학회, 한국인지과학회
• 논문 및 학술 대회 조직 관련 문의: 2018hclt@gmail.com

관련 문의

HCLT2018

논문 모집 분야

논문 작성 방법

행사 위원회
• 조직위원장

- 임희석(고려대학교)

• 학술위원장
- 김학수(강원대학교)
- 이도길(고려대학교)
- 심원목(성균관대학교)

http://khcl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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