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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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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별

총 사업비

(백만원)

구분

1차년도

(`13.3

~`14.2)

2차년도

('14.3

~'15.2)

3차년도

('15.3

~'16.2)

4차년도

('16.3

~'17.2)

5차년도

('17.3

~'18.2)

6차년도

('18.3

~'19.2)

7차년도

('19.3

~'20.2)

국고지원금 369 369 369 369 369 369 369

총 사업기간 2013.3.1. ~ 2020.2.29.(84개월)

1차년도 사업기간 2013.3.1. ~ 2014.2.28.(12개월)

작성자 사업단장 (인)

확인자 산학협력단장 (인)

확인자 총장 (인)

본인은 『BK21 Plus』신규사업 지원을 신청서와 같이 신청하며, 지원이 결정될 경우 관련 법령, 귀 재단과의

협약, 귀 재단이 정한 제반 사항 등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소정의 사업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청서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만약 허위 사실이나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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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요약문>

지원분야의

중요성

(미래가치)

본 사업단의 핵심 목표는 한국어문학을 통해 소통과 융합의 인문정신을 현실 속에 구현하는 것

이다. 우리는 문화어문학을 통해 이 목표를 실천하고자 한다. 우리 사업의 미래가치는 다음

과 같다.

1. 한국어문학의 위기 극복과 대안 모색

그동안 한국어문학은 전문성의 강화라는 학문적 흐름 속에서 현실과 유리되어 버린 점이 매우

뚜렷하다. 그 결과 한국어문학을 현실과 직결되는 살아 있는 학문으로 발전시키지 못했다. 우리

는 이를 깊이 반성하면서, 한국어문학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한국어문학이 실생활과 함께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2. 한국어문학 연구의 방법론적 혁신

문화어문학은 어문학에 대한 문화론적 접근을 의미한다. 이는 텍스트 중심의 정태적 연구에서

행위 중심의 동태적 연구로, 이론 중심의 관념적 연구에서 생활 중심의 문화론적 연구로 한국어

문학 연구의 방향을 전환하자는 제안이다. 문화어문학의 최종 목표는 물론 인간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데 있다.

3. 영남이라는 단위 설정과 비교를 통한 지역적 확산

교육과 연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지역 단위를 영남으로 설정한다. 이것은 본 사

업단의 지리적 근접성도 염두에 둔 것이지만, 영남은 한국의 전통 문화가 가장 잘 보존된 지역이

며, 다양하고 질 높은 어문학 자산을 다량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영남지역 어문학 자

산의 문화어문학적 특성 구명과 함께 비교문화학적 관점에서 여타 지역으로 연구 범위를 확산해

갈 것이다.

4. 한국어문학의 실용주의적 가치 구현

본 사업단은 영남지역의 어문학 자산을 문화론적 관점에서 연구 교육하고 그 결과물을 일반 대

중과 함께 향유하는 문화어문학을 구현할 것이다. 우리는 한국의 어문학자산을 활용하여 현대

인의 생활에 유의미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향유 가능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5. 어문학 연구를 통한 영남문화의 재발견 및 한국어문학의 세계적 위상 강화

본 사업단은 영남을 포함한 한국어문학 자산의 연구를 통해 영남문화의 재발견을 시도할 것이

다. 우리는 영남의 어문학 자산에 대한 문화적 가치를 연구하여 이를 한국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자원으로 활용할 것이다. 영남지역은 한국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다량 확보하고 있어 세계인이

주목하고 있다. 영남에 대한 문화어문학적 접근은 한국어문학의 세계화를 위해 의미 있는 방법

이 될 것이다.

사업 목표

본 사업단에서는 국제성을 겸비한 실용적 문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중심어

문화어문학 방법론적 혁신 영남지역

실용주의 탈경계 한국어문학 자산

동태적 연구 국제화 현장 기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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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남지역 문화어문학 전문 연구 인력 양성

본 사업단은 문화어문학적 연구방법론을 적용해서 영남지역 어문학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

고 질서화하고, 이를 통해 영남지역에서 생성된 어문학 자산을 문화적 측면에서 연구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2. 영남지역 어문학 자산의 실용화 인력 양성

본 사업단은 영남지역 어문학 자산을 활용하여 현대인에게 필요한 교육자원을 개발하고, 이것

을 이용한 문화콘텐츠와 문화정책을 개발한다. 아울러 지방 정부의 지역문화 정책 수립에 유용

한 컨설팅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3. 영남지역 어문학 자산의 국제화 전문 인력 양성

본 사업단은 영남지역의 어문학 자산을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해 국제학술지에 현지어로 작성된

논문을 게재하고, 어문학 자산을 영어 등 다양한 언어로 번역하며, 국제화 시대에 유용한 문화

콘텐츠 개발 인력을 양성한다.

교육역량 영역

본 사업단은 한국어문학을 문화적 측면에서 새롭게 접근하여, 위기에 봉착한 한국어문학의 활

로를 찾자는 의도에서 출발한다. 본 사업단의 교육 비전은 국제성을 겸비한 실용적 문화 전문 인

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교육역량을 강화시키는 방향을 설정했다.

1. 교육비전 및 목표 : 본 사업단은 어문학 교육의 방법론적 혁신을 통해 한국어문학의 실용적

가치를 구현하며, 영남지역 어문학 자산에 대한 문화론적 접근을 통해 이를 실천한다. 우리는

텍스트 중심 교육의 한계를 벗어나 융합적․탈경계적 관점에서 교육함으로써, 국제성을 겸비한

실용 전문 인력을 양성할 것이다.

2.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 그동안 우리는 지역 어문학 교육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본 사업단은 이를 강화하기 위해, <문화어문학 연구>, <영남지역 어문학 연구> 등과 같은 공통

이수과목을 신설하고, 기존 과목 가운데서도 문화어문학 관련 과목을 심화시켜 나갈 것이다. 특

히, 학․석사 연계 전공을 통한 실무 인력 양성 과정과 석․박사 문화어문학 전문 연구 인력

양성 과정이라는 투트랙 제도를 만들어 맞춤형 교육이 가능케 했다. 또한 타 대학에서 찾기 어

려운 공동지도교수제를 마련하여 융복합적 창의적 인재 육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3. 인력양성 계획 및 지원방안 :우리는 우수 대학원생 조기 확보를 위해 학석사 연계과정을

만들었으며, 대학원생 인턴십 및 장학제도를 확충하였다. 특히 본 사업단은 대학원생 졸업자의

취업 강화를 위해 유관 기관과의 인턴십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한편, 사업단 내에 취업 정보

센터를 설치할 방침이다.

4. 인력의 연구수월성 : 우리는 대학원생의 연구 실적을 제고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

- 2 -



울여 왔다. 그 결과 1인당 평균 0.6편이라는 높은 실적을 거두었다. 본 사업단이 설정한 연도별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동안 시행해 오던 우수학술논문상 등을 확대 실시할 것이다.

우수한 신진연구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선발 기준과 평가 기준 등을 엄격히 하여 사업단의 경쟁

력을 강화할 것이다.

5. 교육의 국제화 전략 : 본 사업단은 본교에서 시행하는 국제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

는 한편, 그동안 학과에서 자체 운영해 온 국제화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어

문학 자산의 세계화 인력을 양성할 것이다. 구체적 방안으로, ㄱ) 대학원생의 국제 저명 학술지

논문 게재 지원 제도 마련, ㄴ) 해외 연구 벤치마킹을 위한 장단기 연수 기회 제공, ㄷ) <유학생

을 위한 한국어 논문 쓰기> 강좌 개설 등을 세워 놓았다. 이를 통해 본 사업단의 국제화 역량을

함양할 것이다.

연구역량 영역

우리는 최근 10여 년 동안 학과를 중심으로 쌓아온 지역 어문학 연구의 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문

화어문학이란 틀로써 한국어문학 연구의 새 지평을 개척하고자 한다. 본 사업단의 연구역량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사업단의 연구비전 및 달성 전략 : 본 사업단은 한국어문학 연구의 창조적 계승, 영남

지역 문화에 대한 재발견, 학문의 실용적 가치 구현, 한국 문화어문학의 세계화라는

4대 연구 비전을 갖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단 내 연구 인력의 역량을 집중화하는 추

진전략을 세웠다. 또한 소속 대학원생이 문화어문학 연구 역량을 갖추도록 체계적 교육과정을

구축하였다. 우리는 영남지역을 대상으로 자료의 질서화, 이론 개발 및 연구, 실용

화 및 세계화라는 단계별 연구 전략을 마련했다.

2. 연구진의 구성 : 참여 교수는 모두 7인이며, 연구와 행정 역량을 갖춘 사업 단장과 문화어문

학을 통한 한국어문학의 변화를 열망하는 교수로 구성되어 있다. 신진연구인력은 박사급 3인으

로 한국어문학의 세 분야를 망라하였다. 참여 연구진의 역할은 크게 자료 조사 및 질서화, 이론

개발 및 연구, 실용화 및 국제화 부문으로 분과를 나누어 배정했으며, 연구진의 역량을 집중하

는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3. 연구의 국제화 현황 및 계획 : 본 사업단이 속한 경북대학교에서는 KNU AH 학술 지원 사업

(A&HCI 논문 게재를 목표로 연구 지원), 영어 논문 교정 서비스 등을 통하여 인문학 전공 교수들

의 해외 논문 투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적극 활용하면서, 사업단 내부

에 ㄱ)국제 저명 학술지 논문 게재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운영, ㄴ) 국제 공동세미나 개최 지원,

ㄷ) 국제 학술대회 개최 지원 제도를 만들어 국제 학술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4. 참여교수 연구역량 강화 방안: 본 사업에 참여하는 교수들의 연구 논문 실적은 매우 우수하

고, 높은 연구비 수주 실적과 산학 협력에서 성과를 쌓아 왔다. 본 사업단은 참여교수의 연구역

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단 내에 업적평가 제도를 만들어 우수 연구논저 산출을 꾸준히

유도하는 한편, 참여 교수들의 국내외 학술활동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였다.

기대효과

본 사업단의 연구 및 교육의 기대 효과를 학문적 측면, 교육적 측면, 사회적 측면으로 나누어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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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문적 측면에서, 문화어문학은 한국어문학 연구 방법론의 혁신에 기여할 수 있다. 우리는

텍스트 중심의 연구 방법론에서 탈피하여 어문학 자산이 생성된 문화 환경 및 어문학 속에 내포

된 문화적 요소를 융합적으로 탐구한다. 문화어문학은 어문학 연구의 결과물이 우리의 현대적

삶에 유의미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교육적 측면에서, 문화어문학은 한국어문학 자산을 새롭게 해석하고 그 가치를 재발견함으

로써 새로운 교육 자원을 제공할 것이다. 한국어문학 자산에 대한 융합적 연구의 결과물은 대학

교육은 물론 초중고 교육과정에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것은 한국어문학 자산에 내포

된 실용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길이기도 하다.

3. 사회적 측면에서, 문화어문학은 국내적으로는 영남지역 어문학의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하

고, 국제적으로는 한류의 지속과 한국어문학의 세계적 위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본

사업단은 영남지역의 어문학 자산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통해 지역의 어문학 자원이 세계와 소

통할 수 있음을 보여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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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본 그림1> 영남지역 문화어문학 연구 인력 양성 사업단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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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지역 문화어문학 연구 인력 양성 사업단 개요

교육

역량

영역

교육과정 혁신 

계획

▪ 문화어문학 관련 교과목 신설 및 심화

▪ 투(TWO) 트랙 운영 체계 구축

▪ 전공 간 ≪공동지도교수제≫ 실시

▪ ≪대학원국어국문학과학사운영내규≫ 및 ≪연구윤리규정안내서≫ 구비 

국제성을 

겸비한 

실용적 

문화 전문

인력 양성

대학원생 확보 

및 배출 계획

▪ 학·석사 연계과정 신설

▪ 학부·대학원 공동 학술활동 강화

▪ 학부생을 위한 전문가 초청 특강 개최

▪ 학부생을 위한 진로 안내 시스템 운영

▪ 인턴십 교육 프로그램 도입

▪ 취업정보센터 운영 강화

▪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 실무 인력 및 연구 인력 취업 기회 확대

대학원생 연구 

수월성 향상 

계획

▪ ≪학위논문우수상≫ 제도 도입

▪ ≪우수학술논문상≫ 확대 시행

▪ 연구논문계획서 공모전 시행

▪ 내·외국인 ≪쌍방향 멘토제≫ 실시

▪ 현장 학습 프로그램 운영

교육의 국제화 

전략

▪ <영문학술논문작성법> 교과목 신설

▪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논문 작성법> 교과목 신설

▪ 대학원생 해외 연수 지원

▪ 국제 학술대회 참가 및 논문 게재 지원

▪ 해외 석학 초청 강연 확대

연구

역량

영역

연구 추진 

전략

▪ 연구 분과별 역할 분담

▪ 권역 설정에 따른 연구 추진

▪ 구성원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연구

▪ 연구 결과의 단계적 발표와 검증

▪ 협력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문화어문학 

정립

참여 교수

연구 역량 

향상 계획

▪ 국내외 우수학술지 논문 게재 단계별 목표 수립 

▪ 참여 교수 연구 실적 평가 제도 도입

▪ 피인용지수 평가를 활용한 연구 논문의 질적 향상 도모

연구의 국제화 

전략

▪ 국제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 해외 석학 초청 공동 세미나 개최

▪ 국제 학술대회 개최

▪ 국제 공동 연구를 위한 세미나 지원



Ⅰ 사업단 현황

1 사업단 구성

1.1 사업단장

T_1_1:성명 T_1_2:한글 D_1_3:백두현 T_1_4:영문 D_1_5:PAEK DOO HYUN

T_2_1:소속기관 D_2_3:경북대학교 D_2_4:인문대학 D_2_5:국어국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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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업단 대학원 학과(부) 현황

<표 1-1> 사업단 대학원 학과(부) 교수 현황 (단위: 명, %)

T_1_1:기준

일

T_1_2:대학

원

학과

(부)

T_1_3:전체 교수 수(임상,교육,

분교, 기금 제외)

T_1_8:기존 교수 수(임상,교육,

분교, 기금 제외)

T_1_13:신임 교수 수(임상, 교육,

분교, 기금 제외)

T_1_18:임상, 교육, 분교, 기금

교수 수

T_2_3:전체

T_2_4:참여
T_2_7:참여

비율

(%)

T_2_8:전체

T_2_9:참여
T_2_12:참여

비율

(%)

T_2_13:전체

T_2_14:참여
T_2_17:참여

비율

(%)

T_2_18:전체

T_2_19:참여
T_2_22:참여

비율

(%)

T_3_4:전임 T_3_5:겸임 T_3_6:계 T_3_9:전임 T_3_10:겸임 T_3_11:계 T_3_14:전임 T_3_15:겸임 T_3_16:계 T_3_19:전임 T_3_20:겸임 T_3_21:계

D_4_1:2013

0619

D_4_2:국어

국문

학과

D_4_3:9 D_4_4:7 D_4_5:0 D_4_6:7
D_4_7:77.7

8%
D_4_8:8 D_4_9:6 D_4_10:0 D_4_11:6 D_4_12:75% D_4_13:1 D_4_14:1 D_4_15:0 D_4_16:1 D_4_17:100% D_4_18:0 D_4_19:0 D_4_20:0 D_4_21:0 D_4_22:0%

<표 1-2> 사업단 대학원 학과(부) 대학원생 현황 (단위: 명, %)

T_1_1:기준일

T_1_2:대학원

학과(

부)

T_1_3:대학원생 수

T_2_3:석사 T_2_6:박사 T_2_9:석․박사 통합 T_2_12:계

T_3_3:전체 T_3_4:참여
T_3_5:참여비

율%
T_3_6:전체 T_3_7:참여

T_3_8:참여비

율%
T_3_9:전체 T_3_10:참여

T_3_11:참여비

율%
T_3_12:전체 T_3_13:참여

T_3_14:참여비

율%

D_4_1:201306

19

D_4_2:국어국

문학과
D_4_3:26 D_4_4:9 D_4_5:34.62% D_4_6:19 D_4_7:7 D_4_8:36.84% D_4_9:0 D_4_10:0 D_4_11:0% D_4_12:45 D_4_13:16 D_4_14: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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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부문별

1 사업단의 교육 비전 및 목표

1.1 교육 비전 및 목표

---------------------------------------------------------------------------------------------------------------------------------------------------------------------------------------------------------------

1. 과제 선정 이유와 배경 : 한국어문학의 위기 극복과 그 대안 모색

그동안 한국어문학 연구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 그러나 최근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한국어문학은 현

실과 직결된, 살아 있는 학문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본 사업단은 이러한 현실을 깊

이 인식하고, 문화어문학을 통해 당면한 한국어문학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 문화어문학은 텍스트

중심의 정태적 연구에서 벗어나, 한국어문학 자산을 동태적이면서 동시에 문화론적 관점에서 바라보자는 제

안이다. 이 제안은 어문학의 본질이 생활과 떠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자각에서 나온 것이다. 본 사업단은 문

화자산이라는 관점에서 영남의 어문학 자산이 지닌 가치를 연구하고, 이를 통해 한국어문학의 교육과 연구

를 혁신시키고자 한다. 본 사업단은 한국어문학의 변화를 추동하는 진원지가 되어, 실용적 능력과 국제화

능력을 겸비한 문화어문학 연구의 전문 인력을 양성할 것이다.

1) 왜 문화어문학인가

문화어문학은 어문학에 대한 문화론적 접근을 의미한다. 문화어문학은 우리 시대 어문학 연구의 한계

를 극복하기 위해 창안된 새로운 연구방법론이다. 이는 텍스트 중심의 정태적 연구에서 행위 중심의 동태

적 연구로, 이론 중심의 기존 연구에 바탕을 두면서 여기서 한걸음 나아가 생활 중심의 문화론적 연구로 한

국어문학의 연구 방향을 전환하자는 제안이다.

문화어문학 연구는 외적 접근과 내적 접근의 두 가지 방법론으로 이루어진다. 외적 접근은 언어와 문학이

생성될 수 있었던 당대의 문화를 파악하는 방법이며, 내적 접근은 언어와 문학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당대의

문화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문학 창작을 위한 동인(同人) 활동과 문예지 발간 등에 대한 연구가 전

자에 해당한다면, 지명(地名)의 변화에 내포된 사상사적 함의 등에 대한 연구는 후자에 해당한다. 이는 물

론 어문학을 통한 당대의 문화연구로 귀결된다.

어문학 자산은 관점에 따라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연구적 관점에서 보는 연구자산, 교육적 관점에서 보는

교육자산, 사회적 관점에서 보는 문화자산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문화어문학은 어문학을 문화자산으로 보

는 관점에 정초해 있는바, 이 관점에 기반하여 한국어문학 자산을 연구하고 교육한다. 나아가 문화어문학

의 최종 목표는 연구와 교육의 지평을 넘어서서 인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이러한 점에서 문화어

문학은 다음과 같은 인식과 목표를 지닌다.

- 어문학 연구의 방법론적 혁신을 통해 한국어문학이 당면한 침체를 극복하고자 한다.

- 어문학의 학문적 고립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학문 내외적 연계망을 갖춘다.

- 어문학이 지닌 문화적 요소와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대중과 함께 향유하고자 한다.

- 문화어문학 연구의 최종 목표는 '오늘날'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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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어문학의 이론적 배경

문화라는 말은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대체로 정신적이고 추상적인 차원에서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차원으로

그 의미가 변화되어 왔다. 탈식민주의 담론이나 민족주의 비판론이 제시되면서, 문화는 구체적이고 일상적

인 차원, 미시적이고 개인적인 관점에서 정의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를테면, 유럽 문화나 국민
문화처럼, 문화를 추상적인 대단위로 보는 관점보다 특정한 소집단의 문화들(cultures)로 정의함으로써, 다

양한 하위 집단의 문화(여성, 노인, 청소년, 지역 등)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미국에서는 신문화사(New Cultural History), 프랑스에서는 심성사(histoire des

mentalites), 독일에서는 일상사(Alltagsgeschichte)가 등장하여 새로운 학문적 흐름을 형성하였다. 이 학

문적 흐름들은 대중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학문의 중심 소재로 담아내었으며, 방법론적 측면에서는 공적

인 측면보다 사적인 측면을, 분석적 서술보다 이야기체 서술을 지향하였다. 한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연구

가 진행되면서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 대중들의 구체적인 생활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국어문학의 경우 이에 대한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수행되어 일정한 연구사적 흐름으로 나타난 바

가 없다.

문화어문학은 관점에 따라 문화학(Culturology)의 하위 분류체계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즉 문화어문학은

문화인류학, 문화철학, 문화사회학, 문화정치학, 문화과학 등 이미 존재하고 있는 학문분야와 병렬관계를

이루며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화학이 사회 구성원에 의해 이루어진 생활양식 및 그 과정에서 성립된

물질적․정신적 현상들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한다면, 문화어문학은 어문학 자산을 통해 이러한 제반 요소

를 파악하고 그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다.

문화어문학은 한국어문학 자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이론적 바탕으로 한다. 여기에는 그동안 한국어문학

연구가 수행해왔던 실증주의와 구조주의를 한편으로 계승하면서, 방법론적 혁신을 통해 이를 극복하자는 의

도가 잠복해 있다. 계승은 어문학의 전문성을 계승하자는 것이며, 극복은 실용과 생활의 차원에서 한국어문

학을 새롭게 이해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어문학은 구체적 삶에서 유리된 한국어문학 자산을 다시 우리

들의 삶으로 환원시킴으로써, 현대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할 것이다.

3) 대학의 비전과 연계한 문화어문학

본 사업단이 소속되어 있는 경북대학교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과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두고 있다. 그 전략과 중장기 계획은 대학 연구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연구 성과 창

출, 글로벌 수준의 대학원 교육을 통한 창의적 리더형 인재 양성, 산학협력의 견실화를 통한 영남지역의 거

점 국립대로서의 대외역할 수행, 혁신적 제도 개선을 통한 연구 친화적 환경 조성 등이다. 본 사업단에서

제시한 영남지역의 문화어문학은 바로 이러한 대학의 비전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것으로, 대학의 비전을

어문학적 측면에서 실행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연구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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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 비전 : 한국어문학 교육의 방법론적 혁신

<확장본 그림2> 사업단의 교육 비전

1) 텍스트 중심 교육의 한계 극복

본 사업단은 어문학이 현실과 밀착되어 있는 학문, 즉 살아 있는 학문인 활학(活學)이 되도록 하고자 한

다. 그동안의 한국어문학 연구가 전문성의 미명 하에 형해화(形骸化)의 길을 걸었다면, 우리의 연구는 여기

에 문화적 생명력을 부여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한국어문학 교육과 연구는 언어와 문학 텍스트에 내재된

언어적인 특성과 문학성을 구명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오히려 일상생활과 어문학을 분

리시키는 결과를 빚었다. 문화어문학은 어문학 생성의 외적 문화 요소와 함께 어문학에 내포된 다양한 문

화 요소를 포착하고 연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나아가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일상

생활에서 다시 어문학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 학문과 일상의 소통, 이론과 현장의 소통을 지향하는 문화

어문학은 한국어문학 교육과 연구를 혁신하는 대표적 방법론이 될 것이다.

2) 미시사적 접근 방식의 교육

거시사적인 연구방법은 중앙의 정치 제도와 문화를 강조하며, 역사의 보편 구조나 과정에 주목한다. 이 연

구방법은 전체를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하였지만, 비주류와 지방, 일상과 생활을 소외시키

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인간의 삶이 사회와 문화의 복합성에 기반해 있고, 여기에 기반하여 어문학이 생성

되었다고 볼 때 미시사적 연구와 교육은 인간의 삶을 구체적으로 복원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본 사업단

의 문화어문학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예리하게 포착하여 한국의 어문학, 그 가운데서도 영남지역의 어문학

을 구체적으로 다룬다. 이로써 지역의 생활문화와 결부된 어문학이 구체적으로 해명될 수 있을 것이다.

3) 융합적․탈경계적 관점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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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문화어문학이라는 새로운 관점과 연구․교육 방법론을 제안한다. 우리 사업단에서는 한국어문학

자산을 특정 시기의 독립된 존재물로 한정시켜 접근하지 않고, 초시대적 가치를 지닌 문화 현상이라는 관점

에서 연구와 교육을 일관성 있게 진행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전공 연구자들이 자신

의 관점에서 주장하는 바를 발표하는 것이 지금까지 <춘향전> 연구의 관행이었다. 그리고 <고전소설론>이

나 <구비문학론> 시간이 아니면 학생들에게 <춘향전>을 가르칠 수 없는 것도 지금까지 교육의 관행이었다.

문화어문학'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대안 마련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우리 사업단은 한국

어문학자산에 대하여, 탈경계 인문학(trans-humanities)적 연구와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문화

어문학의 길을 만들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교육적 실천은 다음과 같다. 동학가사의 문학적 연구를 진행하는 대학원생을 가사문학

전공교수와 국어사 전공교수가 공동지도함으로써, 동학가사의 문학성에 융합된 언어적 요소의 특성을 고려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문화어문학적 관점에서 하회별신굿탈놀이를 연구하는 경우, 국어학 및 고전문학,

현대문학 전공 교수가 대학원생을 공동지도함으로써, 하회별신굿탈놀이의 언어적, 사상적, 연극적 특징에

대한 복합적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가는 것이다. 이는 완판본 판소리계 소설 작품을 연구할 때, 작

품 내적․외적 분석과 아울러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의 특성이 소설 작품에 어떻게 융합하여 작용하는지를 아

울러 고찰하는 것과 같다.

4) 실용적 가치를 실현하는 교육

최근 한국어문학 연구가 현실과 유리되면서 소위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과 함께 대중으로부터 외면받

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것은 그동안의 학문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다. 어문학 텍스트의 문헌학적 접근이나 어문학의 자율성에 입각한 전공 내적 연구는 높은 전문성을 확보하

였다. 이러한 전문성이 인간의 생활과 맞물릴 때 비로소 연구와 교육의 가치가 획득될 수 있다고 본다. 바

로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본 사업단은 일반 대중들과 소통할 수 있는 한국어문학을 만들고, 나아가 세계

인이 공감할 수 있는 한국어문학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 연구를 실천하고자 한다. 즉 한국어문학의 실

용주의적 시각을 명확히 견지하면서 이를 교육현장에서 성실히 실천하자는 것이다.

5)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문화어문학 교육

영남지역은 한국의 전통이 가장 잘 보존된 지역이다. 이러한 영남지역의 특성은 한국학을 지역적 차원에서

가장 본격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어문학의 혁신을 영남지역에서 시

작하자는 발상은 단순히 본 사업단이 지닌 영남에 대한 지리적 근접성에 입각한 것은 아니다. 본 사업단이

영남지역에 주목한 것은 영남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풍부하고 하회마을, 양동마을과 같은 생활문화

적 세계유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문화어문학 교육은 한편으

로 표준화와 획일화에 의해 매몰된 영남의 문화적 특성을 재발견하고, 다른 한편으로 세계인에게

한국어문학의 보편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기여할 것이다.

3. 교육 목표 : 국제성을 겸비한 실용적 문화 전문 인력 양성

1) 문화어문학 전문 연구 인력 양성

(1) 문화어문학의 연구방법론 개발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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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단은 문화어문학이라는 창발적(創發的) 연구방법론을 보다 정치하게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전문 연구자를 양성할 것이다. 문화어문학은 한국어문학이 당면한 어문학 교육과 연구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창안된 새로운 연구방법론이다. 텍스트 중심의 정태적 연구에서 행위 중심의 동태적 연구로 전환하

고, 이론 중심의 연구에서 생활 중심의 문화론적 연구로 연구의 방향을 전환하자는 것이 문화어문학의 제안

이다. 문화어문학이 지닌 이러한 연구사 내지 교육사적 비전에 따라 보다 정치한 연구방법론의 개발과 함

께 이를 수행해 낼 수 있는 전문 연구 인력 확보가 요구된다. 본 사업단에서는 바로 이러한 인력을 양성해

낼 것이다.

(2) 영남어문학 자료의 질서화 인력

본 사업단에서는 지역의 어문학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질서화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할 것이다.

모든 연구가 그러하지만 문화어문학 연구 역시 체계적인 자료수집에서 출발한다. 문화어문학이 연구 대상으

로 하는 자료의 범위는 구술자료와 문헌자료를 포함하며, 지역에서 창작․전승․소통․향유되는 모든 어문

학 자산을 포괄한다. 그뿐만 아니라 식민지 시기 만주 등 해외로 이주한 지역민의 어문학 자산 또한 교육

과 연구의 범위 안에 포섭된다.

(3) 영남 문화어문학의 연구 인력

본 사업단은 우선 영남지역에서 생성된 어문학 자산을 문화적 측면에서 연구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이것은 영남지역을 하나의 문화공간으로 인식하는 데서 출발한다. 여기서 나아가 영남문화의 보편성

과 특수성에 영남의 어문학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는 부분까지 연구한다. 본 사업단이 양성한 연구 인력

은 영남의 어문학 자산에 내포된 영남문화의 특성을 예각화하고, 미래의 영남문화 내지 한국문화 발전에 중

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영남의 어문학 자산을 세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2) 영남지역 어문학 자산의 실용화 인력 양성

(1) 지역 어문학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인력

본 사업단은 지역 어문학을 활용하여 현대인에게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인력을 성할 것이다. 예

컨대, 어문학 자산에 대한 교육과 연구를 통해 프로그램 기획자(PM), 공연문화축전 기획자(PD)를 양성할

수 있다. 오늘날 확산일로에 있는 스토리텔링 사업은 대체로 이런 연구에 근거한 것이다. 최근 경상북도 일

원에서 인기리에 시행되고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면

서 본 사업단은 중고등학생이나 일반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은 물론이고 현재 지방정부에서 경쟁적으

로 개발하고 있는 힐링을 위한 길 건설에도 어문학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사업단은 여기

에 활용될 수 있는 유능한 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지역 어문학 향유를 위한 콘텐츠 개발 인력

신라문화와 가야문화에 기반한 영남문화는 매우 풍부한 어문학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영남지역은 ≪삼국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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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는 어문학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퇴계학파와 남명학파를 기반으로 한 선비사회, 그리고 한말 동학운

동과 근대전환기의 의병활동 등 다양한 차원에서 한국 문화를 주도하면서 관련 어문학 자료를 생산하고 축

적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를 과학 기술 등을 활용한 콘텐츠로 개발하여 향유하는 것은 아직 초보적 단

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사업단은 어문학 자산을 과학 기술과 접목해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길러낼 것이다.

(3) 지역문화 정책의 컨설팅 전문 인력

지역과 밀착되어 있는 본 사업단은 지방정부의 문화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

성하고자 한다. 현재 영남지역에서는 전통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사업이 벌어지고 있다. 안동의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 영양군의 전통음식학교 건립, 종가문화 및 구곡문화와 관련된 사업 등이 그것이다.

이처럼 영남지역에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이 지역에서 전통이 가장 확실하게 살아 있기 때문

이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공무원이나 문화기획자들에게 본 사업단은 문화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여기

에 필요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관학 혹은 산학의 협력이 이루어지게 할 수가 있다. 본 연구

단은 바로 여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3) 영남지역 어문학 자산의 국제화 전문 인력 양성

(1) 국제적 수준을 갖춘 전문 연구 인력

영남의 문화어문학을 세계로 알리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국제학술지에 자신의 연구 성과물을 싣는 것

이다. 따라서 본 사업단은 국제학술지에 현지어로 작성된 논문을 실을 수 있는 전문 인력을 기른다. 영어

와 중국어, 그리고 일본어는 그 대표적인 언어라 하겠는데, 본 사업단은 대학원생이 전공과 부합되는 언어

를 선택하여 관련 학술논문을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교육한다. 특히 영어로 된 학술논문의 게

재는 연구의 성공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이므로, <영어 논문작성법> 강좌를 개설하여 영어 논문 작성 교육

을 체계적으로 수행해 나가고자 한다.

(2) 어문학 자산의 번역 연구 인력

한국어문학을 세계에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는 작품을 현지어로 번역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문학번역원 등 관련 기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연구 인력들 또한 석사과정 때부터 꾸준한 번역 연습

을 하여야 한다. 오늘날 많은 외국인이 국내 대학원에서 학위과정을 밟고 있고 그 수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되는바,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본 사업단에서 연구한 결과를 외국어

로 번역하는 작업은 한편으로는 어문학을 중심으로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한국의 어

문학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방법이 된다.

(3) 국제화를 위한 문화콘텐츠 개발 인력

2000년 이후 한류가 세계의 다양한 나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이 점점 높

아져가고 있고, 지방 자치단체에서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면서 우선 외

국인을 위해서 영남 어문학 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삼국유사》에 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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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신라인의 사랑이야기는 물론이고, 《음식디미방》에 서술된 조선시대 음식이야기, 무흘구곡에 남아 있

는

선비들의 풍류와 강학, 동학가사와 하회별신굿탈놀이에서 읽을 수 있는 민중들의 저항과 인간애 등의 다양

한 이야기들은 영남이라는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향유된 것이지만 세계적 보편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영남 어문학 자산의 연구를 위한 전문 국제화 인력이 절실히 요청되는바, 본 사업단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

하는 인력을 길러낼 것이다.

<확장본 그림3> 교육 목표 및 기대 효과

4. 기대 효과

1) 학문적 측면 : 한국어문학 연구의 방법론적 혁신

문화어문학은 방법론적으로 어문학 연구를 혁신하는 측면이 있다. 즉 문화어문학은 텍스트 자체에 대한 주

석학적 해석과 작품 자체의 이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문학 생성의 외적 문화 환경과 함께 어문학 속

에 담긴 내적 문화를 탐구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

이다. 여기에는 어문학이 중심이 되지만 학문과 일상, 이론과 현장이 소통하는 회통성(會通性)이 존재한

다. 이러한 방법론적 혁신을 통해 텍스트 중심의 한국어문학 연구가 지닌 고립성을 탈피하며, 대중과 연대

하며 그 의미를 극대화하는 활학(活學)으로서의 역할을 한국어문학 연구에 부여할 수 있다.

2) 교육적 측면 : 한국어문학의 실용화 전문 인력 양성

한국어문학은 다양한 실용적 가치를 확보하고 있다. 모든 어문학 자산이 생활 속에서 생성된 것이라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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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어문학 자체가 생활을 위한 하나의 도구이며 수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사업단이 수행하고자 하는

문화어문학은 궁극적으로 어문학을 어문학 본연의 자리, 즉 생활 속에서 향유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

는다. 언어로 구성된 서정과 서사의 세계를 활용한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일반인을 위한 사회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할 수 있다. 이미 만들어진 것도 있으나, 본 사업단에서 양성된 전문 인력이 체계적

인 지식을 갖고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수행해 나갈 수 있다.

3) 사회적 측면

(1) 국내적 측면 : 영남지역 어문학의 문화적 가치 극대화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문화어문학의 교육과 연구는 이 지역에서 생성된 어문학 자산에서 문화적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생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할 것이다. 첫째, 어문학을 활용한 기초자료 및 콘텐츠를 지역

의 도서관이나 문학관 등에 제공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문화와 관련된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

료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교육 프로그램 및 문화체험코스를 개발하여 영남지역의 지방자치단체나 문화해

설사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민들은 영남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하게 될 것이며, 실질

적으로는 문경새재의 과거길 복원과 같은 문화체험 관광코스 개발 등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2) 국제적 측면 : 한류의 지속과 한국어문학의 세계적 위상 강화

영남지역은 한국의 전통문화가 상당히 유지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것은 영남지역이 한국학 혹은 한국어문학

의 세계화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사업단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면서, 영

남지역 어문학에 대한 문화론적 접근을 통해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것이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학 작품의 번역뿐만 아니라, 방문한 외국인들을 위한 이야기가 있는 체험코스 등을 다양하게 개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어문학에 대한 문화론적 접근은 본 사업단에 이미 구비되어 있는 세계 대학과

의 연계망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어문학에 대한 문화론적 접근을 통해 한류가 지속될 수 있고, 세

계 속에서의 한국어문학의 위상이 강화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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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2.1 교육과정 구성/운영 현황 및 계획

2.1.1 교과과정의 구성 및 운영 계획의 우수성

-------------------------------------------------------------------------------------------------------

1. 현행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의 현황

1) 현행 교과과정 구성의 현황 : 한국어문학 연구의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 교육과정

현재 본 대학원 국어국문학과의 교육과정은 국내 대부분의 대학과 마찬가지로 고전문학 전공, 현대문학 전

공, 국어학 전공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영역의 전공강좌는 모두 89개로 국어국문학 연구의 다양

한 분야를 망라할 만큼 양적으로 충분하게 운영되고 있다.

- 고전문학 분야 : 26개 전공강좌

- 현대문학 분야 : 22개 전공강좌

- 국어학 분야 : 41개 전공강좌

(1) 현행 석사 교육과정의 교과목

- 공통 교과목 : <석사학위논문연구>

- 고전문학 분야

: <문학연구방법론>, <한국시가운율론>, <고전시가작품론>, <고전소설작품론>, <향가 및 여요론>, <한

국고전문학배경론>, <한국설화문학론>, <시조 및 가사론>, <판소리계소설론>, <한국고전문학발달사연구>

- 현대문학 분야

: <현대문학연구방법>, <문예비평연구>, <한국현대시작품연구>, <한국현대소설작품연구>, <한국현대문

학비평사>, <한국현대작가연구>, <한국현대희곡론>, <한국현대연극사>, <한국현대시사>

- 국어학 분야

: <국어학연구방법론1>, <국어음성학연구>, <국어음운론연구1>, <국어형태론연구>, <국어통사론연구

1>, <국어의미론연구1>, <국어어휘론연구>, <국어사연구>, <언어학사연구>, <중세국어연구>, <현대국어연구

>, <국어방언론연구1>, <국어자료처리연구>, <국어사문헌연구> <사회언어학연구>, <인지언어학연구>, <한국

어문화론연구>, <국어문화콘텐츠연구>

(2) 현행 박사 교육과정의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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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교과목 : <박사학위논문연구>

- 고전문학 분야

: <한국문학문헌연구>, <한국문학사상연구>, <한국시가사연구>, <한국한문학연구>, <한국민요연구>, <

조선조서사문학연구>, <한국무가연구>, <한국고전문학제재연구>, <한국고전문학사연구>, <한국고전시가작가

연구>, <한국고전소설작가연구>, <한국구비문학연구>, <한국고전비평연구>, <한국고전소설연구> <한국신화

연구>, <한국고전소설사연구>

- 현대문학 분야

: <한국현대시연구방법론>, <한국현대시사상연구>, <한국현대문학론 특강>, <한국현대소설사연구>, <한

국현대문학연구사론>, <한국현대소설구조연구>, <한국비교문학특강>, <한국현대희곡사연구>, <한국현대연극

론연구>, <한국현대소설론특강>, <한국현대문학사상연구>, <문화론연구>, <한국현대작가론특강>

- 국어학 분야

: <국어학연구방법론2>, <일반언어학연구>, <국어음운론연구2>, <국어통사론연구2>, <국어의미론연구

2>, <국어음운사연구>, <국어형태사연구>, <국어어휘사연구>, <국어문법사연구>, <국어학사연구>, <고대국

어연구>, <근대국어연구>, <국어방언론연구2>, <화법이론연구> <심리언어학연구>, <차자표기론연구>, <국어

문자론연구>, <대조․비교언어학>, <한자음 및 운서연구>, <국어정보학연구>, <국어문화자원연구>, <국어정

책론연구>, <사전편찬학연구>

이러한 교과과정 속에는 본 사업단이 그간 주력해 온 지역 어문학자산의 문화론적 접근을 포함한다. 또한

지역 거점대학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 방언 연구, 한국어문화론 연구, 각종 구술 자원에 대한 연구가 포함

되어 있다. 하지만 교과목의 양적인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단의 지역어문학 자산의 실용화, 국제화

를 위한 교과목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후술하기로 한다.

2) 현행 교과과정 구성의 특성

(1) 문화어문학 교육 및 연구와 유관한 현행 교과목

본 사업단이 소속된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는 영남지역의 문화어문학 연구 인력양성의 기반이 될 수 있

는 관련성 높은 과목들을 이미 개설하여 운영해 왔다. 다음에 제시한 과목들은 본 사업단의 인력양성 목표

를 달성하는 토대이다.

- 지역 언어의 수집과 자료 처리, 분석 교육

: <국어방언론연구1>, <국어방언론연구2>, <사회언어학연구>

- 지역 언어 자산의 실용화와 문화산업화 교육

:<한국어문화론연구>, <국어문화콘텐츠연구>, <국어문화자원연구>, <국어사문헌연구>

- 조사된 언어 자료의 분석 및 질서화를 위한 교육

: <국어정보학연구>, <사전편찬학연구>

- 지역 언어 자산의 정책적 활용 모색을 위한 교육

: <국어정책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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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학을 대상으로 한 문화론적 접근 교육

: <문화론연구>

- 세계의 지역문학으로서의 동아시아 근대문학 탐색 및 교육

: <한국비교문학특강>

- 문학이 생성된 당대의 문화와 배경 탐색 및 교육

: <한국고전문학배경론>

- 현장과 구술 어문학 자산에 대한 교육

: <한국민요연구>, <한국무가연구>, <한국구비문학연구>, <한국문학문헌연구>, <판소리계소설론>

(2) 문화어문학 교육을 위한 교수 채용과 교과목 운영

본 사업단이 소속된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는 2010년 지역과 인문학이 겪고 있는 지금의 위

기를 극복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어학 분야에 문화어문학 분야 신규 교수를 채용한 바 있다. 현재

국어국문학의 위기를 학문과 일상, 이론과 현장의 괴리와 소통 부재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하

나의 대안으로서 문화어문학을 설정한다고 할 때, 문화어문학은 지역 어문학 교육과 연구의 혁신을 주도하

는 방법이 될 것이다.

2010년 문화어문학의 교육과 연구를 실현하기 위해 초빙된 김덕호 교수는 언어 자산의 실용화 분야 전문가

로서, 현재 <한국어문화론연구>, <국어문화콘텐츠연구>, <국어문화자원연구> 등의 과목을 강의하고 있으

며, 지역어문학 자산의 산업화와 관련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3) 현행 교과과정의 문제점

현행 교과과정은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가 그간 지향해 온 지역어문학 연구, 어문학 자산의 문화론적 접

근을 반영함에도 불구하고 1) 실용적 성격의 교과목이 부족하다는 점, 2) 세부 전공 간 융합 교과목이 부족

하다는 점, 3) 학․석사 교육과정의 유기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1) 실용적 성격의 교과목 부족

본 학과의 현행 교육과정은 주로 한국어문학의 이론이나 연구사 중심의 강좌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다. 연구사나 이론 중심의 강좌는 연구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연구 결과

를 활용하고 실용화하는 방법론에 대한 교과목은 부족한 편이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사업단의 목표

를 달성할 수 있는 문화어문학 관련 교과목을 추가적으로 개설․확대하여 기존의 교과목과 함께 운영할 필요

가 있다.

(2) 세부 전공 간 융합 교과목 부족

세 하위 전공 영역이 지나치게 독립된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서 상호간의 학문적 이해와 연계가 부족하다.

타 대학의 대학원 국어국문학과와 마찬가지로 본 학과의 교육과정 역시 고전문학 전공, 현대문학 전공, 국

어학 전공으로 영역이 나누어져 있다. 이로 인해 대학원생들은 대부분 학위과정 중 자신이 속한 전공과목만

을 수강하게 된다. 물론 타 분야 전공과목의 수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가령 문학전공 대학원생은 한국

문학사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안목과 감각을 익히기 위해 현대문학이나 고전문학 전공의 구분을 두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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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각 전공과목을 두루 수강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이 전반적인 현상은 아니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

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학․석사 교육과정의 유기성 미흡

현행 대학원 교과목 중에는 학사 과정을 마치고 석사 과정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연관성을 가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과목간의 유기성이 다소 부족하다. 따라서 현재의 교육과정으로는 본 사업단이 지향하는 문화어문

학 인력양성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교과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2.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의 개선 계획

1) 교육과정 구성의 개선 계획

(1) 사업단의 목표 달성을 위한 공통 이수 교과목 신설: 문화어문학 교육 및 연구 기반 마련

현행 교과과정에서는 새로운 연구 방법론과 실용화를 위한 교과목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세부 전공 간의 단

절을 극복하면서 사업단이 지향하는 인력양성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한국어문학의 문화론적 접

근을 위한 공통이수 과목 개설이 필요하다.

- 2014학년도에 문화어문학 관련 이론을 이해하고 실제 연구사례를 검토하여 연구방법론을 익히기 위한 관

련 교과목을 신설한다.

- 본 사업단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의 경우 신설된 4과목(석사 6학점, 박사 6학점)을 반드시 이수토록 한다.

㉮ 석사과정 신설 필수 교과목

- <문화어문학연구>

이 강좌에서는 문화어문학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한국어문학 연구의 방법론적 혁신을 위한

이론을 탐구한다. 이 강좌를 통해 한국어문학이 부딪힌 위기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

태도를 갖게 한다.

- <문화어문학현장실습>

문화어문학과 관련된 현장과 문화산업화 유관 기관 등을 찾아가서 현장을 직접 체험하거나, 문화산업

및 지역어문학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서 실무자들의 생생한 현장 경험을 듣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박사과정 신설 필수 교과목

- <영남지역어문학연구>

: 지역어문학이 지닌 의미와 가치를 이해함으로써 한국어문학의 내적 보편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동시에

구명하여 한국 문화 발전에 대한 시각을 확장한다.

- <한국어문학문화콘텐츠개발>

: 한국어문학의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이론 학습과 실습을 통해 어문학의 풍요로운 자산을 (디지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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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콘텐츠화하는 안목과 실무 능력을 배양한다.

㉰ 석․박사 공통 교과목

- <영문학술논문작성법>

: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학술지나 영문 학술지에 논문을 제출할 수 있도록 <영문학술논문작성법>

을 강의하여 영문 학술논문 작성 능력을 기른다.

<신설 예정 교과목 편성표>

과정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석사

문화어문학연구  Cultural Language and Literature 3

문화어문학 현장 실습  Fieldwork of Cultural Language and Literature 3

박사

영남지역 어문학연구  Cultural Language and Literature of Yeongnam province 3

한국어문학 문화콘텐츠 개발  Cultural Contents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3

공통

영문학술논문작성법  Academic papers in English Cartography 3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논문작성법
 Academic papers in Korean Cartography for Foreign Student 3

문화어문학 관련 공통이수 과목은 본 사업단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의 경우 석사 6학점, 박사 6학점을 반드

시 이수하도록 한다. 이들 과목들은 석․박사 과정 필수 이수 교과목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문화어문학 관련

연구를 위해 석사과정에 진입한 대학원생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2) 분야별 심화 교과목 편성: 문화어문학 연구 역량 강화

문화어문학 교육과 연구를 위해 신설되는 5개의 교과목 외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과목 중 문화어문학 유

관 과목은 심화 교과목으로 편성하여, 사업단 소속 대학원생들이 신설 교과목과 심화 교과목을 통해 연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교과목 담당교수는 문화어문학의 기본 이론 탐색과 심화 연구가 가능하도

록 상호 협조하여 교과목을 운영한다.

- 문학 분야 심화 교과목

: <한국비교문학특강>, <문화론연구>, <한국고전문학배경론>, <판소리계소설론>, <한국문학문헌연구>, <

한국민요연구>, <한국무가연구>, <한국구비문학연구>

- 국어학 분야 심화 교과목

: <방언론연구>, <국어자료처리연구>, <국어사문헌연구>, <한국어문화론연구>, <국어문화자원연구>, <국

어문화콘텐츠연구>, <사전편찬학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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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운영 교과목표>

연번 과정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1 박사 문화론 연구  Studies in Theory of Culture 3

2 석사 한국어문화론연구  Study in Korean Language Culture 3

3 석사 국어문화콘텐츠연구  Study in Contents of Korean Language Culture 3

4 박사 국어문화자원연구  Study in Resources of Korean Language Culture 3

5 석사 국어자료처리연구   Study in Processing of Korean Data  3

6 석사 국어사문헌연구   Study in Literature on the History of Korean Language  3

7 석사 한국고전문학배경론   Studies in Korean Classic Literary Background  3

8 석사 판소리계소설론  The subject of study on Pansori novels 3

9 석사 사회언어학연구   Study in Sociolinguistics in Korean  3

10 석사 국어방언론연구1   Korean Dialectology1  3

11 박사 국어방언론연구2   Korean Dialetology2  3

12 박사 국어정책론연구  Study in Korean Language Policy 3

13 박사 한국문학문헌연구   Study of Korean Literary Text  3

14 박사 한국민요연구   Study of Korean Folksongs  3

15 박사 국어정보학연구  Study in Korean Language and Information 3

16 박사 한국무가연구   Studies in Korean Shaman-Songs  3

17 박사 한국구비문학연구   Studies in Korean Oral-Literature  3

18 박사 사전편찬학연구   Studies in Lexicography  3

(3) 학․석사 연계 문화어문학 관련 교과목 구성: 우수 대학원생 확보 및 양성

문화어문학과 관련된 학사과정의 교과목을 문화어문학 분야 학․석사 연계 과목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과목

을 학부생들이 이수하도록 한다. 이러한 노력은 우수한 대학원생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고, 전공

에 대한 전문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취업률을 높이는 데 일조할 수 있다.

- 지원 방법 : 학․석사 연계과정 교과목 수강 학생 대학원 진학 시 전액 장학금 지원

- 기대 효과 : 우수 대학원생 조기 확보, 취업률 제고

- 학부과정 연계 교과목 지정 (5과목)

: <비교문학>, <한국구비문학>, <한국문학사상론>, <한글문헌의이해>, <한국어문화론>

(4) 외국인 유학생 연구 능력 배양을 위한 교과목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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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논문작성법>을 대학원 공통 교과목으로 신설하여 운영하는 한편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시켜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논문 작성 능력을 배양하여 학술 문장 기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학술 문장 기술 능력 배양은 본 사업단의 연구 결과물을 유학생 자국어로 번역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지도함으로써 본 사업단의 세계화 지향에 일조할 수 있다.

(5) 교과과정 중 25% 이상의 문화어문학 관련 과목 확보

본 대학원 교육과정 교과목은 기존 석․박사과정 교과목 89개 강좌에 6개 교과목을 신설하여 총 95개 강좌

로 운영하고, 기존 교과목 중 18개 교과목을 심화과정으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 문화어문학 공통 이수 교과목 : 4개 강좌 <문화어문학연구>, <문화어문학현장실습>, <영남지역어문학연

구>, <한국어문학문화콘텐츠개발>

- 문화어문학 공통 이수 교과목 : 1개 강좌 <영문학술논문작성법>

- 유학생 공통 이수 교과목: 1개 강좌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논문작성법>

- 문화어문학 심화 과정 교과목 : 18개 강좌

2) 교육과정 운영의 개선 계획

<확장본 그림4> 교육과정 운영의 개선 계획



- 23 -

(1) 투(TWO)트랙 운영 체계 구축

㉮ 학․석사 연계 전공을 통한 실무 인력양성 과정 운영

본 사업단이 소속된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는 학사․석사과정에 문화어문학과 연계할 수 있는 전문가 과정

을 운영한다. 학․석사 연계과정을 마친 학생은 대학 본부에서 시행하는 현장 실무 인턴 과정을 거치게 한

후 유관 기업체와 문화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추천한다. 특히 학부 과정에서 연계 교과목(5과

목)을 수강한 학생이 대학원 과정에 진학할 경우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여 우수 대학원생 조기 확보 제도를

만든다. 이러한 노력은 우수 인력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고, 전공에 대한 전문 능력을 강화하여 취업률을

높이는 데 일조할 수 있다.

㉯ 석․박사 문화어문학 전문 연구 인력양성 과정 운영

문화어문학 관련 연구를 위해 대학원 석사 과정에 진입한 대학원생은 필수적으로 지정된 교과목과 전공 내

유관한 과목을 일정 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를 통해 문화어문학과 연관성이 높은 학위논

문 및 학술지 논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함으로써 본 사업단이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2) 학과 내 전공 간 《공동지도교수제》운영: 융복합의 창의적 인재 육성

학과 내에서 전공 간 《공동지도교수제》를 운영하여 전공 간 장벽을 뛰어넘는 융․복합의 창의적 인재를 육

성한다. 《공동지도교수제》는 본교 학위 수여규정 36조 ②항에 학과장은 1.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이 대학교 교원 1인 이외에 협동연구기관에서 소정의 경력을 갖춘 연구원 1인을 추천한 경우나, 2.

국가인정 자격증 취득 또는 국가 정책과제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2인을 공동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본 학과에서는 이러한 본교 학위 수여규정에 의거하여, 문화어문학 관련 논문을 작성하는 학생에 대해 핵

심 전공을 지도하는 책임 지도교수와 논문 내용과 관련성이 있는 다른 전공 교수를 공동지도교수로 위촉함

으로써 융합적 방법을 살린 창의적 논문이 산출되도록 지도할 것이다.

예컨대 영남지역의 민요를 연구하는 학생은 구비문학을 전공하는 교수가 지도교수가 되고, 영남지역의 방언

을 연구하는 교수가 공동지도교수가 된다. 공동지도교수는 영남지역 방언의 언어학적 특징을 고려한 민요

분석을 통해 영남지역 민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구명하는 논문이 되도록 지도한다. 하회 탈춤의 연행성(演

行性)을 연구하는 현대문학 분야의 대학원생의 경우, 희곡 전공 교수가 지도교수가 되고 탈춤 대사의 구술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국어학 전공 교수가 공동지도교수가 된다.

- 고전문학 전공 대학원생

: 고전문학 전공 지도교수 1인 / 논문 주제 관련 국어학 혹은 현대문학 전공 공동지도교수 1인

- 현대문학 전공 대학원생

: 현대문학 전공 지도교수 1인 / 논문 주제 관련 국어학 혹은 고전문학 전공 공동지도교수 1인

- 국어학 전공 대학원생

: 국어학 전공 지도교수 1인 / 논문 주제 관련 문학 전공 공동지도교수 1인

3. 강의평가 환류 실적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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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설과목 전체에 대한 강의평가 실시

본 대학의 개설 과목에 대한 강의평가는 이미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모두 온라인상에 공개

되고 있다. 본 사업단에 개설될 대학원 과목에도 엄격한 강의평가를 실시할 것이다. 이를 위해 마련한 구체

적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사업단 내 개설 과목에 대한 강의평가 실시 및 결과의 온라인 공개

- 학생의 성적 확인을 위한 필수조항으로서 강의평가제를 강제로 시행

- 강의 진행 도중 강의 중간평가 실시

- 중간평가 결과 반영을 통한 강의운영의 내실화

- 현재 본 대학 개설 전 과목의 강의평가 실시 및 결과의 온라인 공개

- 현재 강의평가 실시 비율 100%

2) 개설과목 전체에 대한 강의평가 환류 시스템 구축

현재 본 대학에서는 개설과목 전체에 대한 강의평가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여 강의의 질을 높이기 위해 환

류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강의평가 결과가 교육방법 혁신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강의평가의

환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은 담당교수의 강의운영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확보함으로써 강의

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 사업단이 개설하는 전 과목의 강의평가 결과를 BK21플러스사업단 홈페이지에 공개함

3) 신설 문화어문학 관련 교과목의 강의평가 및 환류 확대

본 학과는 단계적으로 강의평가 결과를 인터넷상에 공개함으로써 대학원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할 것이다.

- 문화어문학 관련 과목 강의평가 공개

: BK21플러스사업단 홈페이지에 강의평가 공개

- 대학원 교과목 강의평가 결과 공개 실적 확대

- 강의 개선 점검을 위한 강의 중간평가 실시

- 중간평가 결과 반영을 통해 강의운영 내실화

4. 논문 작성법 강좌 확대 운영

1) 대학원생을 위한 논문 작성법 강좌 개설: 연구 윤리 규정을 준수한 우수 논문 작성법 지도

(1) 논문 작성법 강좌 개설 계획

㉮ <석사학위논문연구> 운영

본 대학원에서는 <석사학위논문연구>를 3학점씩 개설하여 논문 작성법을 지도하고 연구 윤리를 준수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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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지도교수의 개별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우리 대학원의 신입생이 입학한 뒤 연구 윤리 규정을 숙

지할 수 있는 안내서를 만들어 안내하고 있으며, <석사학위 논문연구> 교과목 수강 시 필수적으로 숙지하도

록 하고 있다.

㉯ <박사학위논문연구> 운영

본 대학원에서는 <박사학위논문연구>도 마찬가지로 3학점씩 개설하여 논문 작성법을 지도하고 연구 윤리

를 준수하도록 지도교수가 개별 지도를 하고 있다. 박사 과정의 재학생의 경우 학위 논문뿐만 아니라 학술

지 논문도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다른 저자의 논문을 인용하는 적절한 방법 등을 숙지하도록 공동 세미나

를 학기별로 시행한다.

(2) 연구 윤리규정 준수 지도 계획

본 대학원에서는 지도교수가 개별적으로 연구 윤리 규정을 지키도록 대학원생들을 지도해 왔다. 본 대학원

은 지도교수의 개별적 지도에 머무르지 않고 <연구윤리규정안내서>를 제작하여 대학원생들이 준수하도록 한

다. 또한 대학원생 연구 윤리 세미나와 윤리 교육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석하도록 하여 대학원생들이 국

제적 수준의 연구 윤리를 준수하도록 한다.

- 《연구윤리규정안내서》 제작 및 안내

: 연구 윤리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안내서를 만들어 학위논문연구 교과목 수강 시 필수 강의

- 연구윤리규정 준수를 위한 대학원생 세미나 개최

: 논문 인용 방법 등 연구윤리규정 준수를 위해 대학원생 세미나 연 2회(학기별 1회) 개최

- 대학의 연구 윤리 교육 참석

: 대학에서 실시하는 연구개발인력교육원(KIRD)의 연구 윤리 교육 대학원생 의무 수강

【별첨 1】연구윤리규정안내서

2) 국제화를 위한 논문작성 교과목 개설 계획

(1) 대학원생을 위한 <영문학술논문작성법> 개설

본 사업단에서는 지금까지 세미나 형태로 운영되어 왔던 영문 학술논문 작성법 세미나를 정규 교과과정

에 포함시킴으로써, 대학원생들의 국제 학술지 논문 투고를 장려할 계획이다. 이 강좌를 통해 논문의 작성

법은 물론 국제적인 연구 윤리지침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한다.

(2) 외국인을 위한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논문작성법> 개설

이 강좌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논문 작성 능력을 배양하여 연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이 강좌는 본 사업단뿐 아니라 전체 대학원 공통 교과목으로 신설하여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시키도록 노력

한다. 외국인 유학생의 학술 논문 작성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본 사업단의 연구 결과물을 유학생의 자국어

로 번역할 수 있다. 이는 본 사업단의 국제화 지향에 일조하는 방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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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학사관리제도 및 수준의 우수성

------------------------------------------------------------------------------------------------------

1. 학사관리제도의 현황

1) 대학원 입학 전형

현재 본 대학원은 석사․박사 공히 다음과 같은 절차의 입학전형을 실시하고 있다.

(1) 전․후기 분할 입학 전형

대학원 입학 전형을 전기와 후기의 두 단계, 전기의 경우 1,2차로 구분하여 시행함으로써 우수 인재를 확보

하는 다양한 전형을 실시하고 있다.

- 전기 1차: 필답시험 + 수학능력평가 + 구술시험

- 전기 2차: 수학능력평가 + 구술시험

- 후기: 수학능력평가+ 구술시험

(2) 전형의 유형에 따른 우수한 인재 확보

위의 세 가지 전형은 필답시험의 유무, 구술시험의 경중에 따라 변별성 있게 시행된다. 각 전형에서 수행되

는 전공 필답시험과 수학능력평가, 구술시험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전공 필답시험(전기 1차): 전기 1차 시험의 경우 전공과목에 대한 기초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120분에

걸친 필답시험을 치른다. 과락을 70점(100점 만점 기준)으로 하여 엄격하게 선발한다.

-수학능력평가(전 전형): 지원자에 대한 면접 평가를 통해 수학 능력과 자세를 검증한다. 지원자의 입학

동기․적성․인성 등을 파악하여 입학 후 지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 구술시험(전 전형): 지원자에 대한 면접 평가를 통해 전공 능력에 대한 심층적인 지식을 검증하고, 필답

시험에 준하는 전공 지식을 평가한다.

(3) 기본 학술 능력 측정을 위한 영어 공인 점수 및 영어 능력 시험

기초 영어 및 전공 관련 영문서적의 독해력을 측정하기 위한 영어 시험을 시행하되, 토익 750점 이상일 경

우 영어 공인 점수로 대체할 수 있다.

2) 지도교수 선정 과정

지도교수는 석사, 박사 과정 공히 제1학기 중에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1학기 종료 이전까지 위촉하

 여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지도교수의 선정은 대학원 내 학문 분과를 1차 기준으로 하며, 한 분

과 내부에서는 세부 전공을 고려하여 지도교수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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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입생 전공 선택 과정

-1단계: 본 대학원 신입생의 전공 선택은 입학시험의 전공 능력 측정 시험에서 1차로 이루어진다. 본 대학

원은 학문 분과별로 별도의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응시생들은 고전문학, 현대문학, 국어학 분과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시험을 치르게 된다.

-2단계: 입학전형을 통해 선발된 신입생들은 입학 이후 시험 과정에서 선택한 전공 분야 내부의 세부 전공

을 선택한다. 세부 전공은 대학원생이 학과 교수진들과의 개별 면담을 통해 결정되는데 첫 학기 중에 결정

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논문 제출 자격시험 및 종합시험 시행 과정

-외국어 시험: 논문제출 자격은 석․박사 과정 모두 외국어시험을 통과해야 주어진다. 합격 기준은 70점

이상(100점 만점)이다.

-전공 시험(종합시험): 외국어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는 종합시험 응시 자격이 부과된다. 전공 시험에서

석사 과정생은 수강 과목 중 3과목을, 박사 과정생은 수강 과목 중 4과목을 선택하여 시험을 치른다. 합격

기준은 과목별로 70점 이상(100점 만점)을 획득하는 것이다.

5) 논문 심사위원회 구성 과정

학위논문 심사위원회는 학위청구논문 공개발표 1개월 전에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이 구성하여 위

촉한다.

-석사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 심사 위원을 1인 이상 둔다.

6) 학위청구논문 공개발표와 심사과정

본 대학원의 학위청구논문 공개발표와 심사과정은 다음과 같은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 각 단계는 논문 제출

자격시험 및 외국어시험, 전공별 예비발표를 통한 전공별 자격 요건 검증, 전체 공개발표, 엄격한 심사와

논문 통과 판정 등을 특징으로 한다.

- 1단계: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논문 제출 자격시험) 단계

- 2단계: 논문계획서 예비발표 단계

석․박사 청구논문의 1차 심사는 공개발표로 진행된다. 공개발표는 논문심사위원과 대학원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진다.

- 3단계: 심사용 논문 접수와 논문심사 단계

㉠ 2차 심사 진행 여부 결정: 공개 발표 후 심사위원들이 회의를 하여 2차 심사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하면 석사는 2, 3차로 나누어 심사가 진행되고, 박사는 2, 3, 4, 5차 심사가 진행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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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인 논문 수정 지시: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은 수정할 사항을 논문 제출자에게 지시하고, 지

시의 수정 여부를 확인하면서 미비 사항을 지도한다. 이 과정은 석사 과정은 1.5개월, 박사과정은 2개월간

에 걸쳐 진행된다.

㉢ 논문통과의 기준: 석사학위청구논문 심사의 경우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이, 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의

경우 심사위원의 5분의 4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가 결정된다.

-4단계: 심사용 논문 판정과 심사 종료

최종 심사가 종료되면 7일 이내에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학과장을 거쳐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2. 대학원 학사관리제도의 우수성

1) 필답시험 강화, 입학 전형의 다양화를 통한 우수한 인재 확보

본 대학원은 입학전형의 다양화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본 대학원 입학전형의

가장 큰 특징은, 필답시험과 전공 구술시험의 질적 수준을 여전히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

과, 인재 발굴을 위한 입학전형의 다양화에 있다. 본 사업단에서는 세부 전공 영역에 따라 전체 전공 교수

들이 입학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평가함으로써 전공 영역에 대한 균형 감각을 평가하고 전공에 대한 기본 지

식을 갖춘 인재를 선발해 왔다. 또, 입학전형의 시기와 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우수한 능력을 갖춘 학생이

입학하도록 입학전형을 다음과 같이 차별화하여 운영해 왔다.

-전기 1차: 필답시험 + 수학능력평가 + 구술시험

-전기 2차: 수학능력평가 + 구술시험

-후기: 수학능력평가+ 구술시험

2) 엄격한 학위청구논문 제출 기준 설정

본 대학원은 학위논문의 질적 우수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하고도 엄격한 사전 검증 절차를 설정하고 있

다. 가장 중요한 사전 검증 절차는 《논문예비발표제》와 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평가이다.

-《논문예비발표제》

: 본 대학원은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예비 발표회를 통해 학위청구논문의 초고를 발표하고 지도교수 및 전

공 교수의 검증을 받게 된다. 이때 논문의 질적 수준에 따라 지도교수와 관련 전공 교수의 협의를 통해 공

개발표 여부를 결정한다. 이 제도는 본 대학원 학위논문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 논문 제출 요건 강화를 위한 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평가

: 본 대학원의 박사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은 총 3편(등재지 1편 이상) 이상의 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이 있

는 자에게 주어진다. 이 과정은 관련 학계의 객관적 검증을 거친 대학원생들에게 학위논문 제출 자격을 줌

으로써, 학위논문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3) 학위청구논문 심사 절차의 엄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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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단계

외국어 문헌의 해독 및 활용능력을 평가하는 외국어시험과 해당 전공분야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종합시험

에 합격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야만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2단계: 논문계획서 예비발표 단계

학위청구논문 제출자는 논문 제출 학기 시작 전에 논문계획서를 작성하여 예비발표회를 통해 논문의 완

성도를 공개적으로 검증받도록 한다.

- 3단계: 심사용 논문 접수와 논문심사 단계

논문심사위원은 해당 분야의 권위자를 학과장이 추천하여 대학원위원회가 의결한 후 위촉한다. 석사논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박사논문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

원 3인으로 구성하되, 이 중 박사학위 소지자가 3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공정한 논문심사를 위해 지도교

수는 논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의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

를 1인 이상 위촉하고 있다. 논문제출자는 논문을 공개발표회에서 발표를 해야 하며, 석사의 경우 3회, 박

사의 경우 5회의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 특히 박사학위청구논문의 경우, 일정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 횟수를 규정보다 늘려 진행할 수 있다.

-4단계: 심사용 논문 판정과 심사 종료

심사위원회는 논문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평가한다. 석사논문의 경

우 심사위원 2/3이상, 박사논문의 경우 심사위원 4/5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격판정을 받을 수 있다. 학위

청구논문의 심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연구 윤리 위반이 확인될 시에는 학위 수여가 취소될 수 있다.

3. 대학원 학사관리제도 개선 계획

1) 《대학원국어국문학과학사운영내규》에 따른 학사관리

본 대학원에는 지금까지 비교적 우수한 학사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지만, 이를 제도화하여 관리하고

자 《대학원국어국문학과학사운영내규》를 마련해 시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의 학사관리가 본

교의 대학원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본 학과의 특성을 살릴 수 없었던 점을 보완해 학사관리의 엄밀함

을 제고하고자 한다.

【별첨 2】대학원국어국문학과학사운영내규

2) 《대학원생안내매뉴얼》 마련

본 대학원은 신입생이 입학하여 졸업할 때까지 수행할 과정을 월별로 안내하는 매뉴얼을 마련하여 운영한

다. 이 매뉴얼은 본교 대학원 홈페이지(www.grad.knu.ac.kr)를 통해 상시적으로 일반에 공개한다. 그리고

대학원 신입생들에 대해서는 오리엔테이션, 세미나, 지도교수 상담 등을 활용해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별첨 3】대학원생안내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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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단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학사관리제도 마련

(1) 《공동지도교수제》 도입: 융․복합 인재 양성

본 대학원은 공동지도교수 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전공 간 장벽을 뛰어넘는 융․복합의 창의적 인재를 육성

한다. 《공동지도교수제》는 본교 학위 수여규정 36조 ②항에 학과장은 1.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에 따

라 이 대학교 교원 1인 이외에 협동연구기관에서 소정의 경력을 갖춘 연구원 1인을 추천한 경우나 2. 국가

인정 자격증 취득 또는 국가 정책과제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2인을 공동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를 기준으로 본 학과에서는 《대학원국어국문학과학사운영내규》제4장 학위취득 제11조(지도교수)

에 학생은 논문지도를 위하여 1인 이상의 지도교수를 배정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지도교수 배정

은 석사과정은 1학기 중에, 박사과정은 등록과 동시에 배정한다. 또한 지도교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동지

도교수를 위촉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공동지도교수제 운영체계를 구축하였다.

(2) 학위 취득 장기화 방지 대책: 풍부한 문화어문학 전문 인력양성

본 대학원 내규 제15조 ⑧항에 학위 취득 소요기간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석사 과정은 수료 후 2년 이

내에 박사 과정은 수료 후 4년 이내에 논문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을 마련한다. 이 규정은 본 사

업단이 지향하는 풍부한 문화어문학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다. 이것을 통해 본 대학원

에 입학하는 대학원생들이 짧은 시일 내에 학위를 취득하여, 문화어문학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관과

산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한다. 학위 취득 장기화 방지 대책을 다음과 같이 마련했다.

- 《연구논문계획서 공모전》시행

: 이 제도는 본 학과 대학원생 전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매년 우수한 연구논문계획서 작성자 3인을 선정

해 각 3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이것을 계기로 대학원생들은 어떤 주제로 학위논문을 쓸 것인지, 그리

고 어떤 분야에 대한 학술지 논문을 작성할 것인지 생각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우수학술논문상》시행

: 이 제도는 본 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발표한 학술지 논문 중 매년 우수 논문 3편을 선정해 저자

에게 3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은 학술상은 대학원생들의 학문적 성취동기를 제고해

학위 논문 장기화 방지에 기여하게 된다.

(3) 《연구윤리규정안내서》 제작: 국제적 수준의 연구 윤리를 갖춘 인재 양성

본 대학원은 《연구윤리규정안내서》를 제작해 논문작성법 지도 시 학생들의 연구윤리 강화를 위한 지침서

로 삼아 대학원생들이 국제적인 연구 윤리를 갖춘 인재로 성장하도록 한다. 국제화 시대에 국제 학술활동

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연구자를 양성하기 위해 별첨의 《연구윤리규정안내서》를 숙지토록 지도한다.

【별첨 1】연구윤리규정안내서

4) 대학원 교육과정의 유연성 확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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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 ․ 석사 연계 교과목 선정을 통한 학부 과정과의 유연성 확보

- 학․석사과정에 문화어문학과 연계할 수 있는 관련 과목을 편성 개설한다.

이 제도를 통해 우수 인력을 조기 확보할 수 있고, 전공에 대한 전문 능력을 강화하여 취업률을 높일 것

이다.

-연계 과정 이수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

학부 과정에서 연계 교과목(5과목)을 수강한 학생이 대학원 과정에 진학하여 본 사업단의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한 연구를 할 경우 등록금 면제의 인센티브를 준다.

-연계 교과목 구성

현행 교과목 중 <비교문학>, <한국구비문학>, <한국문학사상론>, <한글문헌의 이해>, <한국어문화론>을

연계 교과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2) 공통 교과목 개설을 통한 전공 간 유연성 확보

-문학과 국어학 분야 연계과정에 입각한 관련 교육 커리큘럼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4학년도부터

문화어문학 관련 이론을 이해하고 실제 연구사례를 검토하며 연구방법을 고안할 수 있는 관련 교과목을 신

설한다.

-본 사업단에 참여하는 대학원생들이 관련 교과목을 이수함으로써 다양한 문화 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능

력을 배양한다.

-이를 위해 문학과 국어학 전공 학생들이 공통 이수할 교과목으로 <문화어문학연구>, <문화어문학현장실

습>, <영남지역어문학연구>, <한국어문학문화콘텐츠개발>, <영문학술논문작성법> 등의 교과목을 개설한다.

(3) 타 학과 유사 교과목의 수강을 통한 인접 학문과의 유연성 확보

-문화어문학을 전공하는 데 참고할 만한 인접 학문 분야의 개설 과목도 수강하도록 권장하여 문화와 지역

을 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한다.

-문학치료학과의 <문학과 문화심리학1>, <통합예술치료1>, <사회학과의 대중문화론>, <문화사회학연구>

혹은 문헌정보학과의 <장소․ 지역․ 공간>, <문화산업과 장소마케팅>, <문헌정보학연구방법론> 등과 같은 교

과목을 수강하여 인접학문과의 근접성을 확보한다.

【별첨 1】 연구윤리규정안내서

1) 연구 부정행위(research misconduct)가 생기는 이유

- 연구자가 현실적 압박과 그릇된 명예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연구부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짐. ex) 연구

비, 졸업논문, 2006년 황우석 교수 사건.

2). 연구윤리

- 연구의 계획, 수행, 보고 등과 같은 연구의 전 과정에서 책임 있는 태도로 바람직한 연구를 추진하기 위

해 지켜야 할 윤리적 원칙.

- 연구윤리는 연구내용의 윤리는 물론 연구 절차의 윤리를 포함하는데, 사실 내용과 절차는 매우 밀접한 관

련이 있음.



- 32 -

3) 연구윤리의 범위와 쟁점

- keyword는 진실성(integrity).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와 실천이 연구윤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 진실성 ⊃ 절차적 투명성 & 내용적 객관성.

- 진실성 ≒ 책임 있는 연구수행(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RCR)[USA], 바람직한 연구실천(good

research practice, GRP)[유럽]

4) 연구수행 과정의 부정행위

- 의도적인 속임수, 부주의, 자기기만(self-deception).

- 데이터 혹은 이론의 위조, 변조, 표절(fabrication, falsification & plagiarism, FFP).

- 미국 백악관의 과학기술정책실(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OSTP)의 1999년 FFP 정의:

①위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서 그것을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②변조: 연구와 관련된 재료, 장비, 공정 등을 허위로 조작하는 것, 또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바꾸거나

삭제하는 것을 통해 연구의 내용이 정확하게 발표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③표절: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결과, 말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5) 연구결과 출판의 부정행위

- 학술지에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모든 분야의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저자 표시(authorship)를 허용하고 실질적으로 기여

한 정도에 따라 저자의 순서를 정함으로써 공로(credit)를 합당하게 배분해야 함.

-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논문의 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행위, 즉 명예저자 표시
(honorary authorship)가 근절되어야 함. 또한 대학원생이나 박사 후 연구원과 같은 소장 연구자들에 대해

정당한 공로를 인정해야 하며, 동일한 내용의 연구결과를 중복해서 발표하여 연구업적을 부풀리는 중복게재

(duplicate publication)를 피해야 함.

6) 인문학에서 크게 쟁점이 되는 주제인 표절

- 인문학의 경우에는 과거의 문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에 근거한 비평적 고찰이 다른 학문분야에 비해 훨

씬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 따라서 인문학에서 표절의 문제는 다른 학문분야에 비해 분명한 표절의 기준

을 찾기 어렵다고 할 수 있음.

- 표절은 다른 사람의 연구내용을 적절한 인용 없이 마치 자기의 것인 양 가져다 사용하는 행위임. 이러한

표절의 정의 자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지만 인문학 내부에서조차 각 분과학문별로 표절의 정의를

어떻게 구체적인 상황에서 해석해 낼 것인지를 놓고 상당한 이견이 존재할 수 있음. ex) 인용 표절?

상식의 내용과 범위?

7) 연구윤리 제도화에 관한 국내외 동향

- 미국은 1980년대부터 과학연구에서의 부정행위를 처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꾸준히 구축해 왔음.

-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말부터 국내 연구자들의 해외 학술지 투고가 활발해지면서 몇몇 연구 부정행위

사건들이 발생했음.

- 우리나라에서 연구윤리에 관한 제도가 정비되는 데는 2006년을 전후해 발생했던 황우석 사건이 기폭제로

작용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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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2월 8일 과학기술부 훈령 제236호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공포했음.

8)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윤리

-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기본자세.

①연구의 전 과정에서 위조, 변조, 표절과 같은 부정행위가 없이 정직하고 충실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

②연구자는 항상 연구의 전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정확한 연구를 수행하였는가?를 물어야

함.

③이와는 별도로, 연구계획 단계에서부터 논문발표단계에까지 간접적이지만 그 연구의 진실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으므로,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도 정확하고 공정한 처리가 이루어져야만 함.

- 데이터 수집과 처리 및 해석.

①올바른 데이터의 선택

②올바른 통계처리

③데이터 수집과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오류의 바른 처리

- 데이터의 위조와 변조 근절.

9) 표절

- 표절(剽竊 - 도둑질하다, 훔치다), plagiarism(← plagiarus[납치자], plagiaire[훔치

다]).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나 글을 훔치고 그 훔친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은근히 주장한다는 의미를 내포

하고 있음. 훔치는 대상이 구체적인 물건이 아닌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글과 같은 정신적 산물(brain

child)이라는 점에서 표절은 단순한 절도가 아닌 지적 절도로 규정됨.

-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연구윤리지침(2009. 9):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아이

디어나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신의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학문적 부정행위

cf. 저작권(copyright):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그 저작자에

게 부여한 권리.

10) 표절의 유형

①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텍스트 표절, 구조 표절, 말 바꿔 쓰기 표절, 모자이크 표절

②출처표시를 했지만 부적절하게 표시한 경우

③중복게재: 자신이 이미 발표한 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독

자층을 상대로 다시 출판하면서 선행 저작물의 출판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경우를 말함

④부당한 저자 자격

11) 중복게재

- 중복게재(redundant publication): 자신의 새로운 저작물에서 자신의 이전 저작물의 일부나 상당 부분을

활용할 때 적절하게 출처를 표시하지 않아 생기는 연구윤리의 문제로 표절처럼 연구부정행위로까지 간주되

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연구자가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할 영역임.

- 자기표절(self plagiarism)

- 중복게재 또는 이중게재(duplicate publication)

- 논문 쪼개기(Salami slicing publication)

- 논문 덧붙이기(Imalas publication)

-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 중복게재 정의: 연구자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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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적 저작물을 처음 게재한 학술지 편집자나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또는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다른 학술지

나 저작물에 사용하는 행위

12) 올바른 인용

- 인용의 의미와 목적

①다른 사람의 글을 비판적으로 논의하고 해석하기 위해

②공통되거나 상반된 견해를 인용함으로써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하기 위해

③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강화하기 위해 권위 있는 의견의 도움을 받기 위해

- 종류: 직접 인용 & 간접 인용.

- 인용의 원칙

①이용자들이 그 출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인용된 저작물의 서지정보를 정확하게 표기함.

②인용 분량은 자신의 저작물이 주가 되고 인용이 부수적이 되는 적정한 범위 내여야 함.

③다른 저작물을 단순히 베끼지 않고 해석, 분석 등을 통해 독창적인 방식으로 변화시킴.

④가급적 타인으로부터 가져온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음.

⑤타인의 저작물을 빌려와 이루어진 나의 저작이 그에게 지적 재산권의 피해를 줄 정도로 빌려와서는 안

됨.

13) 말 바꿔 쓰기를 위한 제언

- 말 바꿔 쓰기에서 표절을 피하기 위한 제언

①주의 깊게 꼼꼼히 읽는다.

②이용하고 싶은 아이디어를 결정한다.

③원전을 덮거나 멀리한다.

④문장 구조를 모방하는 방식을 피한다.

⑤나의 생각과 말로 해석한다.

- 말 바꿔 쓰기의 기본 원칙

①원전과 비슷한 어휘 수를 유지한다.

②원전의 독특한 어휘나 절은 인용부호로 묶는다.

③원전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원저자는)~주장한다, 설명한다 등으로 나타낸다.

*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서울:교육과학기술부, 2011)

【별첨 2】 경북대학교일반대학원국어국문학과학사운영내규 전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 국어국문학과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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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수강신청) ①학생은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학과장과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서를 작

성하여 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강의시간표 변경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개강 후 2주일 이내에 수강신청서를 정정하여 다시 제

출할 수 있다.

③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학생이 타 대학원에 개설된 강좌를 수강하고자 할 때에는 수강신청기간 내

에 수강신청초안지에 지도교수의 학인을 받아 신청할수 있다.

④학점교류에 의하여 타교 대학원에서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수료학점의 2분의 1까지이다

제3조(학기당 이수학점) ①한 학기에 이수하여야 할 학점은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4.0 이상인자는 3학점이내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학과장은 취업한 학생에 대해서는 논문연구학점을 제외한 수강학점을 6학점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제4조(학점인정) ①일반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과정에 입학한 전공 일치자 중 학칙 제73조

의 수료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논문연구제외)은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6학점까지 박사과정 학점으

로 인정할 수 있다.

②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이수한 타학과의 교과목도 학칙의 학점인정 범위 내에서 전공과목으로 인정

한다.

③다른 대학원 및 연구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 과정별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인정

할 수 있다.

④타 대학교 대학원 동일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은 학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석사과정은 9학점, 박사과정

은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⑤학사과정 재학생이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으며 학사과정의 졸업학점에

포함되지 않은 학점에 대해서는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 9학점까지 석사과정 수료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본교 대학원 입학 이전에 국내외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석

사과정 9학점, 박사과정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제5조(논문연구) ①논문연구는 석사과정은 6학점까지, 박사과정은 9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고, 단 석사학위

논문연구는 입학 첫 학기에는 수강할 수 없다,

②석사․ 박사학위논문연구과목 이수 시 반드시 연구윤리규정안내서를 숙지해야 하고, 학교에서 실시하

는 연구 윤리 교육에 참가한다.

③논문연구 과목은 논문지도교수가 담당하는 과목에만 수강이 가능하다.

제3장 입학전형

제6조(전형방법) ①석사학위과정의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1. 필답시험

가. 전공과목(논문): 전공 전 분야의 기본지식을 측정한다.

나. 영어: 기본영어 및 전공과 관련된 영어의 독해력을 측정한다.(공인영어성적인정)

2. 수학능력평가: 지원자의 대학 재학 시 전공과 성적으로 평가한다.

3. 구술시험: 전공지식, 입학동기, 적성, 능력, 인격 등에 대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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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박사학위과정의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1. 필답시험

가. 전공과목(논문): 전공 전 분야의 기본지식을 측정한다.

나. 영어: 기본영어 및 전공과 관련된 영어의 독해력을 측정한다.(공인영어성적인정)

2. 수학능력평가: 지원자의 대학 및 대학원 재학 시 전공과 성적으로 평가한다.

3. 구술시험: 전공지식, 입학동기, 적성, 능력, 인격 등에 대하여 평가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7조(합격기준) ①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의 합격기준은 시험과목별로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

격 기준으로 한다. 다만,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구술시험의 평가는 각 과 전공교수 1인 이상이 포함된 3인 이상의 교수가 평가하되, 합격, 불합격으

로 구분한다. 다만,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점수화할 수 있다.

제8조(합격자 결정) 대학원위원회에서 모집정원을 참조하여 각 학과(부)별로 심사하고 총장이 합격여부를

확정 발표한다.

제9조(합격자의 등록) 모든 시험에 합격된 자는 소정기일 내에 등록을 필해야 한다.

제4장 학위취득

제10조(종합시험) ①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

다.

②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수료학점 2/3 이상 이수해야 하며, 교과목학점은 석사과정은 16학

점 이상 박사과정은 24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 2.7 이상인 자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종합시험 응시과목은 전공과목으로 하고, 석사과정은 3과목, 박사과정은 4과목을 선택한다.

④종합시험은 년 2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1학기에는 3월중에 ,2학기에는 9월중에 실시한다.

⑤종합시험에 대한 합격 성적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제11조(지도교수) ①학생은 논문지도를 위하여 1인 이상의 지도교수를 배정받아야 하며, 지도교수 배정은

석사과정은 1학기를 마치고, 박사과정은 등록과 동시에 배정한다. 또한 지도교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동

지도교수를 위촉할 수 있다.

②지도교수의 역할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가. 학생의 교과이수(수강)지도

나. 학생의 학위논문 작성 지도

다. 학위취득을 위한 수료생 등록 시 추천

라. 학생의 학위논문 제출 시 추천

제12조(논문계획서) 3학기(조기졸업자의 경우 2학기)이상 이수하고 지도교수를 배정받은 학생은 4학기에

(조기졸업자의 경우 3학기)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학위청구논문 제출)

①본 대학원 학위과정을 수료하고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춘 자는 지도교수와 전공 주임교수를 경유하

여 대학원장에게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2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2.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 또는 예정인 자

②심사용 논문 제출은 연 2회로 하며, 그 시기는 4월과 10월 중에 제출한다.

③대학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심사료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정 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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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심사용 논문(석사 3부, 박사 5부)

2. 지도교수 추천서 1부

3. 연구윤리 준수확인서 1부

④예비발표는 필요 시 전공에 따라 추진할 수 있다.

⑤논문 제출 자격은 박사과정의 경우 총 3편의 논문 실적이 있어야 하며, 적어도 1편은 KCI 등재(후보)

지에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제14조(논문체제)

①학위청구논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

1. 용어는 국문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2. 논문 표지 및 제본은 회색 종이에 흑색글씨로 쓴 종이제본(양장제본은 없음)으로 한다.

3. 본문 인쇄는 반드시 양면인쇄이어야 하고 얇은 논문도 단면인쇄는 불허한다.

4. 논문 제목은 종심에서 결정된 제목으로서 논문심사보고서, 논문의 표지, 내표지, 등표지에 기재

된 것과 일치하여야 하고, 본문을 국문으로 작성한 논문은 논문제목도 국문으로 붙여야 한다.

5. 논문 초록은 본문을 국문으로 쓴 논문에는 외국어 초록을, 본문을 외국어로 쓴 논문에는 국문초

록을 첨부하되, 외국어 초록의 작성 내용을 심사위원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6. 학위논문의 표지, 내표지(인준서), 등표지 및 초록의 형식과 규격은 대학원 학위 논문규격 예

시를 참고하여 작성해야 한다.

7. 표지 다음에는 속표지와 내표지 인준서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

②기타 학위청구논문의 체제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15조(논문심사)

①논문심사위원은 대학원장이 구성하여 위촉한다.

②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위원은 3인 이상으로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위원은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학위청구논문 제출자의 지도교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심사위원이 된다.

④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를 제외한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논문의 심사는 심사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⑥심사위원장은 학생의 연구윤리 준수 확인과 논문심사가 끝나면 논문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학원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논문심사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 학기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⑧학위 취득 소요기간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석사 과정은 수료 후 2년 이내에 박사 과정은 수료 후 4

년 이내에 논문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⑨수료 후 논문 제출을 원하는 자는 대학원 내규에 의거 소정의 금액을 납부하고 수료생 등록을 하여야

논문 심사를 받을 수 있다.

⑩논문의 대필, 표절 등 부정한 행위로 인한 연구윤리 준수 위반자에 대해서는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

회에 회부하여 해당자와 논문 지도교수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결정한다.

제16조(논문제출 부수) 논문심사에 통과된 논문은 논문 인준서에 심사위원이 서명 날인한 종이제본 논문

을 포함하여 소정부수를 소정기일 내에 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학위수여) ①학위수여사정은 교과목 이수여부, 취득학점 이수여부, 평점평균 3.0이상 취득, 종합시

험 합격여부, 학위청구논문심사를 결과를 종합하여 학위수여여부를 본 학과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사

정한다.

②학위수여사정을 통과한 자에게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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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납입금

제18조(납입금) ①다음 각 호의 1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일 내에 응시료 또는 심사료를 납부하여

야 한다.

1. 논문심사

다만, 대학원위원회의 심의결과 논문을 심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논문 심사료를 반환한다.

②학위논문을 위해 논문지도를 받는 학기에는 논문지도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연구등록) ①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는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매학기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미등록한 자는 학위청구논문 제출 시 미납된 연구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군복무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등록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③연구등록기간은 논문제출시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장 내규의 개정

제20조(내규의 개정) ①이 내규를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과장이 발의하고 5일 이상 공고한 후, 학과의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②이 내규를 시행하기 위해 각 전공별 별도의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3】 대학원생안내매뉴얼(입학에서 졸업까지)

▷ 1년차 2월

▶ 등록금 납부: 합격자는 등록금 고지서를 대학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후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신입생은

추가 등록기간이 없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합격이 취소

됩니다.

▶ 학자금 융자 신청: 학비마련이 어려운 학생(재학생 포함)은 학자금 융자 및 생활비를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장학팀 950-6061)

▶ 수강신청

▶ 수강신청방법: 통합정보시스템(http://yes.knu.ac.kr)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 홈페이지

(http://sugang.knu.ac.kr)로 신청(학사안내 수강신청 참조)

☞신입생은 임시학번 부여(대문자 S+수험번호)

▶ 선수과목 지정: 만약 주임교수로부터 선수과목을 지정받은 학생이라면 학과 사무실에서 확인하고 수강신

청을 하면 됩니다.

▷ 1년차 3월

▶ 1학기 개강: 제1학기 개강(3.4) 전에 수업시간과 강의실을 숙지하도록 합니다.

▶ 수강신청 변경: 수강신청을 사정상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차 수강변경, 수강정정 기간에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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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생 학생증 발급 신청: 통합정보시스템(http://yes.knu.ac.kr)신청 후 학과 사무실에서 수령합니다.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반드시 사진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 지도교수의 위촉: 석․박사 과정에 입학한 학생은 학기 초에 지도교수를 선정해야 합니다. (학사안내 지

도교수의 위촉 및 교체 참조)

▷ 1년차 4월

▶ 지도교수 교체: 지도교수 배정 후 지도교수가 출장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학생을 지도할 수 없는 경

우, 지도교수 및 학생의 요청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학사안내의 지도교수의 위촉 및 교재 참조)

▶ 중간고사

▶ 일반 및 육아휴학 신청: 수업일수 2/4까지 가능

▷ 1년차 5월

▶ 질병휴학 신청: 수업일수 3/4까지 가능

▶ 개교기념일: 5.28

▷ 1년차 6월

▶ 기말고사 및 보강

▶ 성적의 확인: 정기(기말)시험 후 통합정보시스템>학적기본사항관리>수업성적에서 본인의 성적 확인을 합

니다.

▶ 하계 휴가

▷ 1년차 7월

▶ 복학원 접수:2학기 복학이 가능하며,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1년차 8월

▶ 수강신청

▶ 2학기 재학생 등록

▶ 등록금 분할납부: 등록기간 전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등록금 분할 납부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단, 분할 납부

신청자는 카드로 등록금을 납부할 수 없습니다.

▷ 1년차 9월

▶ 제2학기 개강

▶ 수강신청 변경: 수강신청을 사정상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강변경(9.9~9.10),

수강정정기간에 변경해야 합니다.

▷ 1년차 10월

▶ 중간고사

▶ 일반 및 육아휴학 신청: 수업일수 2/4까지 가능

▷ 1년차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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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휴학 신청: 수업일수 3/4까지 가능

▷ 1년차 12월

▶ 기말고사 및 보강

▶ 성적의 확인: 정기(기말)시험 후 통합정보시스템>학적기본사항관리>수업성적에서 본인의 성적을 확인합니

다.

▶ 동계 휴가

▷ 2년차 2월

▶ 논문제출자격시험(외국어시험)접수: 외국어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접수기간(2년차)에 학과 사무

실에 접수를 해야 합니다. (외국어 시험을 면제 받고자 할 경우에는 외국어 시험 면제 신청원을 수시로 학

과사무실에 접수하면 됩니다. 학과별 면제 기준은 대학원 홈페이지 참조)

▶ 수강신청: 1학기 수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1학기 재학생 등록

▷ 2년차 3월

▶ 1학기 개강

▶ 논문제출자격시험(종합시험)접수: 취득학점이 석사과정 18학점, 박사과정 24학점, 평점 2.70이상인 석․
박사과정 학생은 논문제출자격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학과 사무실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 수강신청 변경: 수강신청을 사정상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강변경, 수강정정 기간에 변경해야 합니

다.

▷ 2년차 4월

▶ 중간고사

▶ 일반 및 육아휴학 신청: 수업일수 2/4까지 가능

▷ 2년차 5월

▶ 질병휴학 신청: 수업일수 3/4까지 가능

▶ 개교기념일: 5.28

▷ 2년차 6월

▶ 기말고사 및 보강

▶ 성적의 확인: 정기(기말)시험 후 통합정보시스템>학적기본사항관리>수업성적에서 본인의 성적을 확인합니

다.

▶ 하계 휴가

▷ 2년차 7월

▶ 복학원 접수 시작

▷ 2년차 8월

▶ 수강신청: 2학기 수강신청기간에 종합정보시스템 상에서 신청하도록 하며, 마지막 학기인 경우 본인이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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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한 학점을 확인하고 수료에 필요한 이수학점을 만족하도록 신중을 기하며 수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도교수와도 반드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2학기 재학생 등록

▶ 수업연한의 단축성: 다른 대학원 이수학점을 인정받은 학생은 수업연한(2년)을 석․박사과정은 1학기, 통

합과정은 2학기 내에서 단축할 수 있으며, 3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수업연한단축 신청원>을 제출하여야 합

니다.

▶ 논문제출자격시험(외국어시험)접수: 외국어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접수기간에 학과 사무실에 접

수를 해야 합니다.

▷ 2년차 9월

▶ 논문제출자격시험(종합시험)접수: 취득학점이 석사과정 18학점, 박사과정 24학점, 평점 2.70이상인 석․
박사과정 학생은 논문제출자격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학과 사무실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 수강신청 변경: 수강신청을 사정상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강변경, 수강정정 기간에 변경해야 합니

다.

▶ 학위논문 제출 신청: 9월 중․하순(신청 장소: 학과사무실)

▷ 2년차 10월

▶ 심사용 학위논문 접수

▶ 논문 심사료 납부

▶ 중간고사

▶ 일반 및 육아휴학 신청: 수업일수 2/4까지 가능

▷ 2년차 11월

▶ 학위청구논문 심사: 11월~12월까지는 학위청구논문 심사기간입니다.

심사용 논문을 제출한 학생은 11월~12월까지 논문심사(심사위원은 석사과정은 3명, 박사과정은 5인 이상 위

촉)를 받아야 합니다. (공개발표)

▶ 질병휴학 신청: 수업일수 3/4까지 가능

▷ 2년차 12월

▶ 논문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논문심사가 완료되면 논문심사 결과보고서를 학과에서 대학원장에게 보고합니

다.

▶ 성적의 확인: 제2학기 기말고사를 실시하고, 종합정보시스템 상에서 강의평가를 한 후 성적을 확인합니

다.

▶ 기말고사 및 보강

▶ 성적의 확인: 정기(기말)시험 후 통합정보시스템>학적기본사항관리>수업성적에서 본인의 성적을 확인합니

다.

▶ 동계 휴가

▷ 3년차 1월

▶ 학위논문 완성본 및 원문파일 제출: 논문심사에 합격한 학생은 도서관 학위논문실로 최종 인쇄본 논문(4

부, 심사위원 서명 혹은 날인본)과 논문파일을 온라인 제출 시스템(http://dcollection.knu.ac.kr)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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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해야 합니다.

▶ 과정수료 및 학위수여사정: 4학기를 이수한 학생에 대하여 수료사정을, 논문심사에 합격한 학생을 대상으

로 학위수여사정을 하여 과정수료 및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3년차 2월

▶ 학위수여식: 학위수여 예정자는 전기학위수여식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 박사학위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수여받는 자는 본인의 박사학위논문을 단행본 발간 등의 방법으로 공표

할 수 있다.

▶ 4학기를 이수하고 졸업논문을 통과하지 못한 학생, 즉 수료생은 다음 학기에 논문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

에는 수료생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도 있으니 수시로 대학원 홈페이지, 학과게시판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

다.

------------------------------------------------------------------------------------------------------



<표 2> 최근 3년간 사업단 소속 학과(부) 대학원생 확보 및 배출 실적 (단위: 명)

T_1_1:대학원생 확보 및 배출 실적(명)

T_2_1:실적 T_2_3:석사 T_2_4:박사 T_2_5:석․박사 통합 T_2_6:계

T_3_1:확보

T_3_2:2010년 D_3_3:33.5 D_3_4:20 D_3_5:0 D_3_6:53.5

T_4_2:2011년 D_4_3:31 D_4_4:23.5 D_4_5:0 D_4_6:54.5

T_5_2:2012년 D_5_3:29.5 D_5_4:16.5 D_5_5:0 D_5_6:46

T_6_2:계 D_6_3:94 D_6_4:60 D_6_5:0 D_6_6:154

T_7_1:배출

T_7_2:2010년 D_7_3:13 D_7_4:7 D_7_5:X D_7_6:20

T_8_2:2011년 D_8_3:10 D_8_4:6 D_8_5:X D_8_6:16

T_9_2:2012년 D_9_3:14 D_9_4:1 D_9_5:X D_9_6:15

T_10_2:계 D_10_3:37 D_10_4:14 D_10_5:X D_10_6:51

3.1.2 대학원생 확보 및 지원 계획

가. 대학원생 배출 계획

<표 3> 향후 사업단 소속 학과(부) 대학원생 배출 계획 (단위: 명)

T_1_1:연도

T_1_2:대학원생 배출 계획(명)

T_2_2:석사 T_2_3:박사 T_2_4:계

T_3_1:1차년(2013년) D_3_2:12 D_3_3:4 D_3_4:16

T_4_1:2차년(2014년) D_4_2:12 D_4_3:4 D_4_4:16

T_5_1:3차년(2015년) D_5_2:14 D_5_3:5 D_5_4:19

T_6_1:4차년(2016년) D_6_2:14 D_6_3:5 D_6_4:19

T_7_1:5차년(2017년) D_7_2:16 D_7_3:6 D_7_4:22

T_8_1:6차년(2018년) D_8_2:16 D_8_3:7 D_8_4:23

T_9_1:7차년(2019년) D_9_2:16 D_9_3:7 D_9_4:23

T_10_1:계 D_10_2:100 D_10_3:38 D_10_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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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력양성 계획 및 지원방안

3.1 대학원생 인력 확보/배출 및 지원 계획

3.1.1 최근 3년간 대학원생 확보 및 배출 실적



※ 상기 목표 설정에 관한 실현가능성 및 부가설명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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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단이 속한 대학원은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대학원생을 확보해왔다.(등록생 기준) 최근 3년간 본 대학

원은 매년 평균 30명(2010년 33.5명, 2011년 31명, 2012년 29.5명)정도의 석사 대학원생을, 20명(2010년 20

명, 2011년 23.5명, 2012년 16.5명)의 박사 대학원생을 확보해왔다. 이 기간 동안 본 대학원은 매년 12명

(2010년 13명, 2011년 10명, 2012년 14명)정도의 석사 학위 소지자를, 3명(2010년 7명, 2011년 6명, 2012

년 1명)정도의 박사 학위 소지자를 배출했다. 이와 같은 대학원생 확보와 배출 실적을 바탕으로 본 대학원

은 연차적으로 배출을 늘려갈 계획이다.

본 대학원은 1차~2차년까지 매년 12명의 석사 학위 소지자를 배출하고, 3차~5차년까지 매년 배출을 늘려 5

차년부터는 매년 16명을 배출할 계획이다. 본 대학원의 현재까지의 석사 대학원생 확보 및 배출 실적에 비

추어 이와 같은 계획은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또 본 대학원은 1차~2차년에 매년 4명, 3차~4차년에 매년 5명의 박사 학위 소지자를 배출하고, 5차년에 6명

까지 배출을 늘린 후 6차~7차년에는 매년 7명을 배출한다. 지금까지 본 대학원의 박사 대학원생 확보율과

60%에 이르는 석사 배출자의 박사과정 진학률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계획은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본 사업단에서는 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교육기관, 연구기관, 산업체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확장본 그래프1> 대학원생 배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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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단의 우수 대학원생 확보 및 지원 계획

-------------------------------------------------------------------------------------------------------

1. 우수 대학원생 확보 계획

1) 장학금 제도와 연계된 학․석사 연계 과정 신설

본 사업단이 소속된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는 사업 기간 중 연평균 석사 14명, 박사 5명가량을 배출할 계

획이다. 이와 같은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매년 우수한 대학원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

를 위해 본 사업단은 본 학과에 문화어문학 학․석사 연계 과정을 신설하여 우수한 학부생들의 대학원 진학

을 유도한다. 학․석사 연계과정은 문화어문학과 관련되는 학부 개설 5과목을 지정하고, 이 과목들을 이수

한 학생들이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대학원 전액 장학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교육과정이다. 경북대학교

TA/RA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이 제도는 우수한 학부생의 대학원 진학 의욕을 높여줄 것이다. 또한 연관 학과

에 개설된 문화어문학 관련 과목에 대한 수강도 권장한다.

- 학부 개설 학․석사 연계 과정 이수 교과목

<비교문학>, <한국구비문학>, <한국문학사상론>, <한글문헌의 이해>, <한국어문화론>

-타 학과 개설 수강 권장 교과목

사학과: <역사와픽션>, <삼국유사의 세계>

고고인류학과: <환경생태문화인류학>, <관광과 문화>, <한국민속학>

2) 학부․대학원 공동학술활동 강화를 통한 우수 대학원생 유치

본 사업단은 학부․대학원 공동학술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우수한 학생이 대학원에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

할 것이다. 사업단이 속한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는 고전문학, 현대문학, 국어학과 관련된 다양한 학

술 소모임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이 소모임 활동에 대학원생들이 결합하여 지속적인 지도를 진행해 왔다.

본 사업단은 이와 같은 자생적인 학부․대학원 간 교류를 체계화하고 가능한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활성화하

고자 한다.

-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글날 기념 학부․대학원생 공동학술발표대회를 연 2회로 확장해 정례화

한다.

- 연 1회 학부․대학원 학술활동 결과물을 대상으로 한 학술논문 공모전을 실시해 우수한 결과물을 시상하

고 학술지에 게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매년 8월말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어국문학과 학술답사를 본 사업단의 연구 활동과 연계해 문화어

문학에 대한 관심을 증진하고 실질적인 연구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 학부․대학원생 교류 활동에 참여하는 학부 학생들 중 우수한 인재를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대학원생

들에게는 RA제도를 활용한 장학금을 지원한다.

이와 같은 학부․대학원생 학술교류활동의 활성화는 우수한 대학원생의 확충으로 이어지리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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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어문학 관심 학부생들을 위한 특강 개최

본 학과에서는 한글날에 맞춰 문화어문학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특강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이 행사는 문

화어문학 분야에 관심을 가진 대학생들에게 높은 환영을 받아 왔다. 이 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감으로

써 본 사업단은 대학생들이 문화어문학 분야에 보다 높은 관심을 가지는 계기를 마련해 나갈 것이다.

본 사업단이 계획하고 있는 특강 주제는 다음과 같다.

-문화론 전문가 초청특강: 문화어문학의 이론적 기초를 이해하기 위한 특강. 문화론 전문가 초청.

-문화콘텐츠 전문가 초청특강: 지역 문화 자산의 실용화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 초청.

-문화 정책 전문가 초청특강: 공공 영역에서 지역 문화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전문가 초청.

4) 실무 인력을 위한 산학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본 사업단에서는 학․석사 연계과정을 마친 문화어문학 실무 전문 인력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관리시스템

을 운영한다. 문화어문학 관련 기관과 산업체의 각종 정보들을 통합하여 제시하여 인턴 프로그램이나 각종

사업에 대한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학원생이 학위 취득 후 안정적으로 사회

에 진출하는 것을 도모할 것이다. 문화어문학 학․석사 연계 과정을 마친 실무인력들이 어떤 분야에 취업을

할 수 있는지, 또 취업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 사전에 알게 해 줌으로써 취업 선택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한다.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들의 통합적 정보를 상시적으로 제공

-정부 기관, 문화관광부, 문화콘텐츠진흥원 각종 기관의 사업 제시

-문화 산업 기관의 사업 계획 및 지역 문화 단체의 정책 공지

2. 우수 대학원생 지원계획

1) 다양한 장학 제도를 통한 재정적 지원

대학원생이 안정적으로 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적인 뒷받침이 중요하다. 본 사업단

에 참여하는 우수한 대학원생들은 다양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연구 활동에 종사할 수 있을 것이

다. 우선 본 사업단에 참여하는 대학원생들에게는 본교에서 확대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RA/TA제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나아가 사업단 차원에서도 적절한 학술활동 지원비 및 장

학금 지급을 통해 참여 대학원생들의 연구 몰입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린다.

2) 연구 활동 공간 및 인프라 구축

대학원생들이 안정적인 연구 활동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뒷받침은 물론 적절한 연구 환경 조성도

중요하다. 본 사업단은 참여 대학원생들이 안정적으로 연구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환경을

제공한다.

-연구 공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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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단 참여 대학원생들에게 현재 본 학과가 확보하고 있는 대학원 공간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

록 배려하고, 가능한 연구 공간의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연구 인프라 구축

: 본 사업단은 참여 대학원생들의 연구에 필요한 기자재와 비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연구에 집중할 수 있

도록 한다.

3)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 지원

대학원생이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전공 분야의 최신 연구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

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원생이 자신이 전공하는 분야와 관련된 국내․외 학술대회에 자주 참여해 보아

야 한다. 현재 경북대학교에서도 박사과정에 한해 학술대회 참가여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연 1회로 제한되

며 지원 대상도 박사 과정생으로 국한되어 있다. 이런 상황은 대학원생의 학술대회 참여 저조로 이어지고

있다.

본 사업단은 대학원생의 학술대회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비로 지급

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래와 같다.

-국내 학술대회 참가 지원

: 본 사업단 참여 대학원생이 국내 학술대회에 참여할 경우에는 연 300만 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1인 2회까

지 참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국내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대학원생에게는 매회 10만 원을,

토론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에게는 매회 5만 원을 지원한다.

-국제 학술대회 참가 지원

: 본 사업단은 참여 대학원생이 국제 학술대회에 참가할 경우 연 20인에 한해 각각 50만 원의 참가비를 지

원한다. 또한 참여 대학원생이 국제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게 될 경우에는 연 5인에 한해 각각 200만 원의 참

가비를 지원한다. 이런 지원을 통해 본 사업단은 참여 대학원생들의 국제적 감각을 기르고 연구 결과의 국

제적 교류를 증진한다.

4) 《학위논문우수상》 제도 도입

연 평균 석사 14명, 박사 5명 이상을 배출하고자 하는 본 사업단은 참여 대학원생들의 학위논문 작성을 장

려하기 위해 《학위논문우수상》제도를 도입한다. 《학위논문우수상》은 당해 제출된 학위논문 중 가장 우

수한 논문 1편에 수여되며, 논문 저자에게는 50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이 제도는 과정 중인 대학원생

들의 학문적 성취동기를 제고하여 본 사업단의 대학원생 배출 계획의 실현에 기여할 것이다.

5) 《우수학술논문상》 확대 시행

경북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서는 2011년부터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우수논문상(현대문학)을 수여하고

있다. 이 제도는 대학원생의 논문작성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다. 이를 감안하여

본 사업단은 《우수학술논문상》을 모든 전공 영역으로 확대해 실시하고, 매년 3명에게 각각 30만 원의 장

려금을 지급한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본 사업단의 예산 30만 원과《대학원생 연구장려기금》에서 6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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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활용한다. 이와 같은 학술상 실시는 대학원생들의 학문적 성취동기를 제고하고 우수한 학술논문을 발굴

하고 알리는 데 기여할 것이다.

6) 《대학원생 연구장려기금》조성

본 사업단은 대학원생의 연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발전기금에 《대학원생 연구

장려기금》계정을 별도로 마련한다. 이 기금은 본 사업단이 소속 학과 교수와 뜻이 있는 동문들의 자발적

인 출연을 통해 매년 5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 기금은 《우수학술논문상》시행과 기타

대학원생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활용된다.

7) 연구논문계획서 공모전 시행

본 사업단은 목표하고 있는 인력 배출 계획의 실현을 위해 연구논문계획서 공모전을 시행한다. 공모전은

본 학과 대학원생 전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매년 우수한 논문계획서 작성자 3인을 선정해 각 30만원의 장

려금을 지급한다. 이것을 계기로 참여 대학원생들은 어떤 주제로 학위논문을 쓸 것인지, 그리고 어떤 분야

에 대한 학술지 논문을 작성할 것인지 생각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



3.2 대학원생의 취업률 현황 및 진로 개발 계획

3.2.1 취업률

<표 4> 사업단 소속 학과(부) 대학원생 취업률 실적 (단위: 명, %)

T_1_1:구분

T_1_3:졸업 및 취업현황

T_1_9:취업률(%)(

D/C)×100

T_2_3:졸업자(G)

T_2_4:비취업자(B)

T_2_7:취업대상자

(C=G-B)
T_2_8:취업자(D)

T_3_4:진학자

T_3_6:입대자
T_4_4:국내 T_4_5:국외

T_5_1:2012년 2월

졸업자

T_5_2:석사 D_5_3:3 D_5_4:3 D_5_5:0 D_5_6:0 D_5_7:0 D_5_8:0
T_5_9:석사/박사

합산

T_6_2:박사 D_6_3:1 D_6_4:X D_6_5:X D_6_6:0 D_6_7:1 D_6_8:1 D_6_9:100%

T_7_1:2012년 8월

졸업자

T_7_2:석사 D_7_3:11 D_7_4:7 D_7_5:0 D_7_6:0 D_7_7:4 D_7_8:3
T_7_9:석사/박사

합산

T_8_2:박사 D_8_3:0 D_8_4:X D_8_5:X D_8_6:0 D_8_7:0 D_8_8:0 D_8_9:75%

T_9_1:계 D_9_3:15 D_9_4:10 D_9_5:0 D_9_6:0 D_9_7:5 D_9_8:4 D_9_9:80%

- 49 -

3.2.2 취업의 질적 우수성

-------------------------------------------------------------------------------------------------------

1. 국내․외 기관 배출 실적의 우수성

1) 교육기관 배출 실적의 우수성

본 대학원의 2012년 배출자는 석사 14명 박사 1명이며, 이들 대부분은 취업을 하여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석사 졸업자 14명 중 9명은 박사과정에 진학해 64%의 높은 진학률을 보이고 있다. 박사과정에 진학하

지 않은 석사 졸업자 5명 중 2명, 박사 배출자 1명은 교육기관에 진출했다.

◇ 2012년 대학원 배출자 교육기관 취업 현황

-앙쿨 ◯ ◯(석사): 학위취득 후 귀국하여 ◯ ◯대학교 한국어 교수로 진출.

-친 ◯(석사): 중국 항주◯ ◯◯ ◯◯ ◯ 한국어 교사로 근무.

-안 ◯ ◯(박사): ◯ ◯대 ◯ ◯캠퍼스 교양교육원 초빙교수로 진출.

2012년 배출된 취업 대상자 중 교육기관 진출 비율은 석사가 40%, 박사가 100%이다. 특히 본 대학원 배출자

들이 취업한 교육기관은 전공적합도가 아주 높아 취업의 질이 매우 높다. 이 점은 그 기간을 2010년~2011년

으로 확대해 박사 배출자들의 교육기관 진출 현황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 기간 배출된 12명의 박사 중 10

명이 대학으로 진출해 83%의 교육기관 취업률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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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2011년 박사학위 취득자 교육기관 취업 현황

 -권◯ ◯: 경북대학교 기초교육원 초빙교수

-김◯ ◯: 경북대학교 기초교육원 초빙교수

-김◯ ◯: 계명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박◯ ◯: 경북대학교 기초교육원 초빙교수

-송◯ ◯: 계명대학교 교양교육원 교수

-슬◯ ◯: 위해대학교 한국어 교수

-이◯ ◯: 경북대학교 기초교육원 초빙교수

-정◯ ◯: 대구한의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교수

-최◯ ◯: 육군삼사관학교 교수

-홍◯ ◯: 경북대학교 기초교육원 초빙교수

교육기관에 취업한 박사학위 소지자들은 전공과 직결된 국어교육학과, 한국어문학부, 한국어과 등에서 전공

과목을 가르치고, 글쓰기 교육을 담당하며 교육에 힘을 쏟고 있다.

참고로 2010년 이전 사업단 소속 학과의 박사학위 배출자 중 최근 5년간 국내 대학에 진출한 사람 또한 적

지 않다.

◇ 2010년 이전 박사과정 졸업자 대학 진출 현황

-이◯ ◯: 대구대학교 국제어문학부 교수(2009)

-이◯ ◯: 영남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2009)

-최◯ ◯: 동국대학교 교양교육원 교수(2009)

-박◯ ◯: 대구가톨릭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2011)

-박◯ ◯: 창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2011)

-이◯ ◯: 경북대학교 기초교육원 초빙교수(2011)

-전◯ ◯: 경북대학교 기초교육원 초빙교수(2011)

-정◯ ◯: 경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2011)

-지◯ ◯: 동국대학교 교양교육원 초빙교수(2011)

-김◯ ◯: 경북대학교 기초교육원 초빙교수(2012)

-류◯ ◯: 금오공과대학교 에이스사업 초빙교수(2012)

-안◯ ◯: 건국대 충주캠퍼스 교수(2013)

2) 연구기관 배출실적

2012년 배출자 가운데 석사 취득자 2명(김◯ ◯, 제갈◯ ◯)은 박사과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연구

사업의 보조자로 일하고 있다. 현재 <내방가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한국 지역어 조사 사업-경상북도> 등

의 연구과제에 보조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박사 배출자 가운데 연구기관으로 진출한 사람으로는 국립국어

원 1명(이◯ ◯, 2006)이 있으며, 석사 배출자로는 대구문화예술회관 1명(임◯ ◯, 2004) 등이 있다. 상대적

으로 연구기관에 진출한 사람은 적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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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체 배출 실적

2012년 취업자 가운데 석사 졸업 1명(후◯ ◯)은 중국인 학생으로 학위 취득 후 산업체인 LG생활건강에 취업

을 했다. 현재 하는 일은 상해에서 현지 LG생활건강에 근무하며, 자신이 대학원에서 배운 어문학 실력을 바

탕으로 현장의 실무 경험을 쌓고 있다. 석․박사 배출자 가운데 산업체 진출자의 수가 적은 것은 대부분 박

사과정 졸업생들이 교육계, 곧 대학에 진출하기 때문이다.

대학원생들의 취업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며, 앞으로 적극적인 프로그램 실시로 취업의 질적 수준을 더욱 높

이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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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취업지도/진로 개발 실적 및 계획

-------------------------------------------------------------------------------------------------------

1. 취업 진로 프로그램 개발 실적

1) 진로 설정을 위한 다양한 초청특강 실시

본 학과에서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들의 진로 모색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

다. 그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취업특강, 명사초청특강, 해외석학 초청특강을 들 수 있다.

취업특강은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고 패기 넘치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학부생 및 대학원

생들의 취업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 진행된 특강은 아래와 같다.

◇ 취업특강

2003년 강정영(카피라이터)

2004년 김재식(대구MBC 보도국장)

이영희(한국어 강사)

2005년 이경우(대구매일신문 편집국장)

2006년 박현정(육군정책정보홍보관)

2007년 임언미(대구문화예술회관 학예사)

2008년 황대화(중국해양대학교 한국어과 교수)

2009년 모상은(한국비전개발원 대표)

2010년 김영일(드림아카데미 대표이사)

2011년 우동윤(대구KBS기자)

명사초청특강은 학계 유수 원로 학자들을 초빙하여 학생들의 학문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며, 지금가지 진행된 특강은 아래와 같다.

◇ 명사초청 특강

2000년 김춘수(시인)

2001년 허웅(국어학자)

2002년 설성경(고전소설연구자)

2003년 현기영(소설가)

2004년 김대행(고전시가연구자)

2005년 홍윤표(국어학자)

2006년 김지하(시인)

2007년 김승곤(국어학자)

2008년 이강백(희곡작가)

2009년 김수업(고전시가연구자)

2010년 남기심(국어학자)

2011년 조동일(고전문학연구자)



- 53 -

2012년 이하석(시인)

해외석학 초청특강은 학생들의 국제적 감각을 기르고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

이이며, 지금까지 진행된(예정 포함). 특강 내역은 아래와 같다.

◇ 해외석학 초청특강

2010. 12. 남부진(일본 시즈오카대 교수)

2011. 3. 오니시 다쿠이치로(일본국립국어연구소 교수), 마쓰마루 미치오(시가대학 교수), 나카이 세이치

(도야마대학 교수), 기시에 신스케(도쿠시마대학 교수)

2012. 4. 심정창(沁定昌)(중국 북경대 교수 한국학연구중심 주임)

2012. 11. 와다 도모미․조호(일본 도야마대학 인문학부 조선언어문화코스 교수)

2013. 7. 3.~7. 29. Vincenza D'Urso(이탈리아 Ca'Foscari University 교수: 여름학기 특강 예정)

2) 산학연계 프로그램 운영 실적

현재까지 본 학과는 현장과 연계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보다는 박사 이상의 연구자를 양성하는

데 집중해온 것이 사실이다. 본 사업단이 문화어문학의 연구와 실용화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

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흐름은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변화에 아래와 같은 산학연계 프로그램 실

적은 좋은 사례가 된다.

◇ 대구시 관련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MOU체결

본 학과에 재직 중인 남◯ ◯ 교수는 ㈜더아이엠씨와 대구시 관련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공

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는 남◯ ◯ 교수는 물론 지도 대학원생들도 참여해 정기적인 모임을 갖

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학원생들은 자신들의 연구 결과가 산업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직접 체험하

고 나아가 활용 방안의 다양화를 모색하고 있다.

◇ 경북 주요 종가 소개책자 및 영상물 제작 사업

본 학과에 재직 중인 정◯ ◯교수는 경상북도와 함께 경북 주요 종가 소개책자 및 영상물 제작 사업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다큐멘터리 《종가, 500년의 초대》로 제작했다. 이 다큐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불

어, 터키어로 번역되었다. 이런 결과물은 정우락 교수와 그 지도제자들 그리고 유관 기관 및 산업체 관계자

들의 정기적인 회의와 세미나를 통해 나온 것으로, 산학연계의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 운경재단과 함께 하는 치유 인문학 강좌 공동 운영

본 학과에 재직 중인 정우◯ ◯교수는 2013년 3월부터 2022년까지 10년 계획으로 운경재단과 함께 치유 인문

학 강좌를 공동 운영하고 있다. 2013년에는 마음을 살리는 길이라는 주제로 매달 1회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가족, 사랑, 우정, 사회, 환경 등의 주제로 강좌를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이 강좌는 평소 접

하기 힘들었던 정통 인문학의 권위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지역민들의 지친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 프로그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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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본 사업단은 위 세 사업을 모델로 문화어문학의 연구 결과를 실용화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산업체를 찾

아서 산학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본 사업단에서 양성된 전문 인력이 실용

적인 산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취업 진로 프로그램 개발 계획

1) 유관 기관과의 인턴십 교육 프로그램 도입

본 사업단은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산학연계 프로그램을 문화어문학 관련 산업은 물론 유관 기관으로 대폭

확대해 실시하고자 한다. 특히 산업체 진출을 위해 유관 기관과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계획은 학연산 연계과정 대학원을 신규로 개설하고자 하는 경북대학교의 제도혁신 방향에도 부합

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참여 대학원생들은 현장에 대한 감각을 지닌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본 사업단은 이 과정을 통해 유관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으로 성장한 대학원생들이 실

제로 취업에 이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본 사업단은 대학원 과정에 <문화어문학현장실습>강좌를 신규로 개설해 인턴십 프로그램과 연계되도록 하

고 있다. 인턴십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해 현재 본 학과와 협력 중이거나 협력 가능한 영남지역 유관 기관

은 다음과 같다.

◇ 현재 협력 중인 기관

-경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전통문화를 이용한 문화콘텐츠 공동 개발

-경산문화원: 선비문화강좌 참여

-대구박물관: 시민교양 인문강좌 프로그램 참여

-운경재단: 치유의 인문학 프로그램 공동 운영

-유네스코대구협회: 찾아가는 인문학 교실 공동 운영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2010년 이후 인문학 강좌, 인문학 퀴즈대회 공동 주최

-한국선비문화연구원: 정◯ ◯ 교수 <선비문화> 편집책임자로 활동 중

◇ 향후 협력 예정 기관

-한국국학진흥원: 문화어문학 관련 영남 북부권 대표 기관(경북 안동 소재)

-대구경북연구원: 문화어문학 관련 영남 중부권 대표 기관(대구광역시 소재)

-기타 지역 문학관, 문화원

2) 대학원생을 위한 취업정보센터 운영 확대

본 사업단은 현재 학과 홈페이지와 카페를 통해 운영되는 취업정보센터를 확대 운영한다. 이 센터는 참여

대학원생들에게 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시적인 상담 기회를 제공하며, 나아가 취업을 위한 세미나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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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취업정보 제공

취업정보센터는 대학원생들에게 문화어문학 관련 각종 기관의 채용 정보, 아르바이트 속보, 인턴 프로그램

정보 등을 상시적으로 제공한다.

◇ 상시적 취업상담 및 진로 지도

취업정보센터에서는 참여 대학원생들에게 상시적인 취업상담을 제공하고 진로에 대한 지도도 해나간다. 이

활동에는 사업단의 신진연구인력과 참여교수가 함께 참여한다. 대학원생들은 이 과정을 통해 스스로의 진로

를 찾아나가는 데 도움을 받게 된다.

◇ 취업 관련 세미나 개최

취업정보센터는 참여 대학원생들의 진로를 다양하게 모색하고, 문화어문학 관련 기관과의 취업 협의를 위

해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세미나에는 기관 관계자와 산업체 관계자가 초청되어 대학원생들에게 취업을 위

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3) 지역 유관기관과 상시적 협의체 구성

본 사업단은 지역 내의 문화어문학 유관기관과 상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나갈 것이다.

이미 상시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한국어문화원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이고, 그 외에도 남명

문학관, 동리․목월 문학관 등 각자의 세부 전공과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지역 내의 다양한 기관들과

상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본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는 학생들이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 내의 단체와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나갈 것이다. 이

와 같은 상시적 협의체 구성은 본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는 학생들이 졸업한 이후에도 취업할 수 있는 발판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기타 실무 겸비 인력양성을 통한 취업 기회 확대

본 사업단 참가 대학원생들은 지역어문학에 대한 이해, 자료 수집 및 질서화, 연구 결과의 실용화 등 다양

한 분야의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러한 능력은 대학원생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며, 나아가 그들이 문화어

문학 분야에서 실무 전문 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것이다. 이제까지 몇몇 사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언어 자료 처리 및 아카이브 구축 전문 인력

: 남◯ ◯ 교수와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더아이엠씨(주)와 같은 빅데이터 분석 산업체에서는 한국어 분

석 및 데이터 구축에 능숙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향후 언어 자료 처리 및 아카이브 구축 전문 인력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사업단에서 양성된 인력은 빅데이터 분석을 비롯한 자연언어처리 전문 업체

(더아이엠씨(주) 등)에 취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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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종가 다큐멘터리 및 번역물 제작 인력

: 정◯ ◯ 교수는 2011년부터 10년을 계획으로 경상북도와 함께 영남지역 종가문화의 세계화를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물은 다큐멘터리 <종가, 500년의 초대>로 제작되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터키어판으로 번역되었다. 이 사업에 참여한 인력들은 지역 문화 다큐멘터리 및 번역물을 제작하

는 기관에 취업할 수 있다.

-국가기관 연구원 활동

: 본 사업단에 참여한 대학원생의 경우 문화어문학 관련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다. 이를테면 매년 2~3명

을 특채로 채용하는 문화체육관광부나 국립국어원에 연구직 공무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본 사업단이 소속

된 학과에서 과거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현재 연구직 공무원으로 활동 중인 졸업생으로는 김◯ ◯(문화체육관

광부 국어정책과), 이◯ ◯(국립국어원)가 있다.

         

<확장본 그림5> 인력양성 계획 및 지원 방안

---------------------------------------------------------------------------------



4 인력의 연구수월성

4.1 대학원생 연구 실적의 우수성

4.1.1 최근 3년간 대학원생 1인당 환산 논문(논문 및 저서) 편수

<표 5> 대학원생 논문 및 저서 환산 편수 실적 (단위: 명)

T_1_1:항목

T_1_3:최근 3년간 실적

T_1_6:전체기간 실적
T_2_3:2010년 T_2_4:2011년 T_2_5:2012년

T_3_1: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논문

환산편수
D_3_3:25.9 D_3_4:22 D_3_5:39.5333 D_3_6:87.4333

T_4_1:국제저명 학술지 논문 환산편수 D_4_3:- D_4_4:- D_4_5:- D_4_6:-

T_5_1:기타국제 학술지 논문 환산편수 D_5_3:- D_5_4:- D_5_5:- D_5_6:-

T_6_1:학술 저서

환산편수

T_6_2:국어 D_6_3:0.5 D_6_4:0.1176 D_6_5:0.6667 D_6_6:1.2843

T_7_2:외국어 D_7_3:- D_7_4:- D_7_5:- D_7_6:-

T_8_1:총 연구실적 환산편수 D_8_3:26.4 D_8_4:22.1176 D_8_5:40.2 D_8_6:88.7176

T_9_1:1인당 연구실적 환산편수 D_9_3:0.4934 D_9_4:0.4058 D_9_5:0.8739 D_9_6:0.576

T_10_1:소속 학과 대학원생 수 D_10_3:53.5 D_10_4:54.5 D_10_5:46 D_10_6:154

4.1.2 최근 3년간 대학원생 1인당 학술대회 발표 논문 환산 편수

<표 6> 대학원생 1인당 학술대회 발표 논문 환산 편수

T_1_1:구분

T_1_2:최근 3년간 실적

T_1_11:전체기간 실적
T_2_2:2010년 T_2_5:2011년 T_2_8:2012년

T_3_2:국제 T_3_3:국내 T_3_4:계 T_3_5:국제 T_3_6:국내 T_3_7:계 T_3_8:국제 T_3_9:국내 T_3_10:계 T_3_11:국제 T_3_12:국내 T_3_13:계

T_4_1:총 건수 D_4_2:0 D_4_3:5 D_4_4:5 D_4_5:1 D_4_6:9 D_4_7:10 D_4_8:1 D_4_9:14 D_4_10:15 D_4_11:2 D_4_12:28 D_4_13:30

T_5_1:총

환산편

수

D_5_2:- D_5_3:5 D_5_4:5 D_5_5:0.6666 D_5_6:9 D_5_7:9.6666 D_5_8:0.5
D_5_9:13.666

6

D_5_10:14.166

6
D_5_11:1.1666

D_5_12:27.666

6

D_5_13:28.833

2

T_6_1:1인당

환산편

수

D_6_2:X D_6_4:0.0934 D_6_5:X D_6_7:0.1773 D_6_8:X D_6_10:0.3079 D_6_11:X D_6_13:0.1872

T_7_1:소속학

과

대학원

생 수

D_7_2:X D_7_4:53.5 D_7_5:X D_7_7:54.5 D_7_8:X D_7_10:46 D_7_11:X D_7_1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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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대학원생 연구 수월성 증진의 우수성

4.2.1 연도별 목표설정의 우수성

<표 7> 대학원생 1인당 연도별 목표설정의 우수성

T_1_1:항목

T_1_3:연도별 목표
T_1_10:연평균

증가율
T_2_3:1차년 T_2_4:2차년 T_2_5:3차년 T_2_6:4차년 T_2_7:5차년 T_2_8:6차년 T_2_9:7차년

T_3_1: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논문

환산편수

D_3_3:0.6 D_3_4:0.7 D_3_5:0.8 D_3_6:0.9 D_3_7:1 D_3_8:1 D_3_9:1 D_3_10:9%

T_4_1:국제저명학술지 논문

환산편수
D_4_3:0 D_4_4:0 D_4_5:0 D_4_6:0 D_4_7:0 D_4_8:0.025 D_4_9:0.05 D_4_10:16.6%

T_5_1:기타국제 학술지 논문

환산편수
D_5_3:0.025 D_5_4:0.025 D_5_5:0.05 D_5_6:0.05 D_5_7:0.05 D_5_8:0.075 D_5_9:0.075 D_5_10:25%

T_6_1:학술 저서

환산편수

T_6_2:국어 D_6_3:0 D_6_4:0.025 D_6_5:0.05 D_6_6:0.05 D_6_7:0.05 D_6_8:0.075 D_6_9:0.075 D_6_10:25%

T_7_2:외국어 D_7_3:0 D_7_4:0 D_7_5:0 D_7_6:0 D_7_7:0 D_7_8:0.025 D_7_9:0.025 D_7_10:0%

T_8_1:학술대회 발표 논문

환산 편수
D_8_3:0.3 D_8_4:0.3 D_8_5:0.4 D_8_6:0.4 D_8_7:0.5 D_8_8:0.5 D_8_9:0.7 D_8_10:16.3%

상기 목표 설정에 관한 실현가능성 및 부가설명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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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단 연도별 설정 목표

본 학과의 최근 3년간 대학원생 1인당 논문 환산 편수는 0.6편 가량이며, 학술대회 발표 논문 환산 편수는

0.3편 가량으로 우수한 편이다. 이와 같은 학문적 성과를 바탕으로 본 사업단은 대학원생들의 성과를 연차

별로 늘려갈 방침이다.

◇ 논문 실적 연차별 목표

본 사업단은 1차년 목표를 현 수준의 유지로 잡는다. 그것은 2010년~2012년 동안 대학원생 논문 발표 실적

의 증가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2~5차년까지 매년 환산 편수를 0.1편씩 늘려가 환산 편수 1.0의 수준

을 유지하도록 한다. 현재 대학원의 수준과 사업단의 다양한 지원책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목표 달성은 충

분히 가능하다.

◇ 학술대회 발표 논문 실적 목표

최근 3년간 대학원생들의 학술대회 발표 논문 환산 편수는 평균 0.3편으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본 사업

단은 학술대회 참가비 지원, 학술대회 발표․토론 성과급 지급과 같은 다양한 지원책으로 대학원생들의 학술

대회 참가를 유도함으로써 발표 실적을 연차적으로 확충해 사업 종료 시점에는 논문 환산 편수가 0.7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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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한다.

◇ 국제 학술지 논문 실적 목표

현재 대학원생의 국제 학술지 발표 실적은 미미한 실정이다. 문화어문학 연구 성과의 국제적 파급을 위해서

도 이와 같은 상황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본 사업단은 국제 학술대회 참가비 지원, 국제 학술대회 발표 성

과급 지급과 같은 재정적 지원과 함께, 참여 대학원생의 장단기 해외 연수 제도 등을 통해 대학원생들의 국

제 학술지 논문 게재를 독려한다. 본 사업단이 설정한 현실적인 목표는 사업 종료 시점 국제 저명학술지 논

문 편수 2편(환산 편수 0.05편), 기타 국제 학술지 3편(환산 편수 0.075편)이다.

◇ 학술저서 발간 목표

현재 본 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들의 학술저서 발간 실적은 미미하지만, 학술저서 발간에 꾸준히 참여하

고 있다. 본 사업단은 대학원생들의 저술 능력을 꾸준히 향상시켜 사업 종료 시점에는 대학원생들이 학술저

서를 연 2권 이상(환산 편수 0.075) 출판하도록 한다. 또한 사업단의 국제화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원생들

의 외국어 구사 능력을 향상시켜 외국어 학술 저서를 1편 이상(환산 편수 0.025) 발간하도록 한다.

<확장본 그래프2> 대학원생 논문 게재 실적 연차별 목표

---------------------------------------------------------------------------------

4.2.2 대학원생 학술활동 지원계획의 우수성

-----------------------------------------------------------------------------------------------------

1. 《우수학술논문상》확대 실시

본 사업단 소속 대학원에서는 2011년도부터 대학원 재학생(수료생 포함)을 대상으로 《우수학술논문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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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여 오고 있다. 현재 현대문학 전공에서 실시되고 있는 이 제도는 지난 1년간(전해 1월-12월)의 연구

논문을 대상으로 현대문학 전공 교수들이 심사하여 우수한 논문에 대해 상장과 상금을 수여하고 있다. 현

재 3년째 실시해오고 있는 이 제도의 기존 시상자와 수상 논문은 다음과 같다.

-1회(2011): 김◯ ◯, <1920년대 전반 비평에 나타난 소설 개념의 재정립>, 박사과정 수료

-2회(2012): 이◯ ◯, <카프 해산 이후 송영의 현실 인식 변화 연구>, 박사과정 수료

-3회(2013): 류◯ ◯, <최명익의 <心紋>에 나타난 시선의 함의>, 박사과정 수료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대학원생들의 발표 논문 수가 대폭 증가하였으며, 논문 작성 및 발표에 대한 관심

이 현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런 긍정적인 결과를 확대하기 위해, 현재 현대문학 전공자를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논문상을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더욱 활발한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도

록 동기를 제공할 계획이다. 본 사업단은 기존의 《우수학술논문상》을 모든 전공으로 확대해 연구단의 예

산과 《대학원생 연구장려기금》을 활용해 매년 3명에게 각각 3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2. 대학원생 학술 능력 향상을 위한 내외국인 《쌍방향 멘토제》 실시

본 사업단에서는 글로벌 시대 인문학 연구자에게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원서 해독 능력과 그를 바탕으로 한

국제 및 국내 학술 논문 집필 능력 향상을 위해 내외국인 《쌍방향 멘토제》를 실시한다. 《쌍방향 멘토

제》는 기존 어학 수업의 수동적인 형태를 탈피하고, 본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내국인 대학원생과 외국인

대학원생을 일대일 파트너로 지정해 필요한 어학 능력을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기

및 수시로 운영된다. 이 과정을 통해 외국인 대학원생은 한국어 능력을, 내국인 대학원생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의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쌍방향 멘토제》에 참여하는 대학원생들에게는 대학원 장

학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쌍방향 멘토제》의 주요한 활동은 다음과 같다.

- 원서 연구: 학술 활동에 필요한 국내외 도서 독해 및 연구(주 1회)

- 학술 논문 초록 검토: 국내외에 투고되는 한국어 및 외국어 초록 검토(수시)

- 석․박사 학위논문 초록 검토 및 작성: 국내외 대학원생의 석․박사 학위논문 초록 작성 및 검토(수시)

-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 대비: 대학원생의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를 대비한 회화 능력 확충(주 1회)

《쌍방향 멘토제》는 궁극적으로 대학원생이 국내외 학술지에 일정 수준의 논문을 투고하고, 석․박사학위논

문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한 지원 제도로 그 결과에 따라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3. 전문가 초청 특강 프로그램 운영

본 사업단은 문화어문학 관련 현장 전문가를 정기적으로 초청하여 특강을 개최한다. 이 과정을 통해 참여

대학원생들은 문화어문학 연구 방법에 대한 이해와 영남어문학 자산의 효용 가치에 대한 현장 경험을 확충

하게 된다. 초청될 전문가로는 문화정책 전문가, 지역문화 전문가, 문화산업체 종사자, 문화 관련 기관 전

문 연구원 등이 될 것이다.

본 사업단은 향후 3년간 전문가 초청 특강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구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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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문화어문학에 대한 이해1;문화연구의 관점에서 본 어문학 연구의 성과와 한계-한국국학진흥원

전문연구원

-2013. 12.: 문화어문학에 대한 이해2;문화어문학의 가능성-김준한(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원장)

-2014. 6.: 스토리 뱅크 구축 및 활용1;우리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 만들기-한국학중앙연구원 전문연구원

-2014. 12.: 스토리 뱅크 구축 및 활용2;스토리뱅크의 구축과 활용-류철균(이화여대 대학원 디지털미디어학

부 교수)

-2015. 6.: 영남지역문화의 이해1;지역문화와 문화유산-대구경북 지역문화 정책 연구전문가

-2015. 12.: 영남지역문화의 이해2;지역문화의 콘텐츠 개발 사례-유동환(안동대 문화콘텐츠대학원 교수)

4.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본 사업단은 사업단 참여 인원 전원이 참가하는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현장학습 프로

그램은 문화어문학의 현장을 방문하여 문화어문학 연구의 실용화 및 현장과 연계된 교육 방법론 탐색의 기

회로 활용된다. 이런 활동은 대학원에 신규 개설되는 <문화어문학현장실습> 과목과 함께 본 사업단에 참여

하는 대학원생들의 현장 감각을 기르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본 사업단이 방문할 주요한 기관으로는 지역의

문화 산업체와 지역 축제 현장, 문화정책연구기관 등이 될 것이다.

본 사업단은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 학기당 1회, 연간 2회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5. 대학원생 해외 연구 기관 연수 프로그램 운영

본 사업단은 참여 대학원생들에게 문화어문학 관련 해외 연구 기관에서 일정 기간 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한다. 해외 연구 기관 연수 프로그램은 연간 장기연수(6개월) 2명, 단기연수(15일 내외) 4명 규모

로 진행된다.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소요되는 비용 장기연수 1인 600만 원, 단기연수 1

인 200만 원을 각각 지원하고, 참가자의 의사에 따라 연구 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참가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본 사업단이 해외 연구 기관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본 사업에 참

여하는 대학원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어문학과 관련한 최신의 국제적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새로

운 연구 방법론을 학습함으로써 국제적 감각을 갖춘 전문 인력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프로그램 참여 대학원생의 국제 학술대회 참여, 학술 논문 발표와 같은 학술 교류를 통해 본 사업단의 연

구 결과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것이다.

본 사업단이 참여 대학원생을 파견할 해외 연구 기관은 다음과 같다.

◇ 미국 파견 대상 기관

-콜롬비아대학 한국연구센터(The Center for Korean Research, Columbia University)

-하와이대학교 마노아 캠퍼스 한국학센터(The 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UCLA 한국학센터(UCLA Center for Korean Studies)

-UC Berkeley 한국학센터(UCLA Center for Korean Studies, UC Berkeley)

-하버드대 한국학연구소(The Korea Institute, Harvard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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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파견 대상 기관

-영국 국립 런던 대학 아시아․아프리카 학부 한일언어문화학과(SOAS Department of the Languages and

Cultures of Japan and Korea)

◇ 중국 파견 대상 기관

-연변대학 조선한국연구중심(延邊大學 朝鮮韓國硏究中心)

-북경대학 조선문화연구소(北京大學 朝鮮文化硏究所)

-복단대학 한국연구중심(復旦大學 韓國硏究中心)

-중국해양대학 한국연구중심(中國海洋大學 韓國硏究中心)

-하북대학 한국어언문화연구중심(河北大學 韓國語言文化硏究中心)

◇ 일본 파견 대상 기관

-규슈대학 조선사학 연구실 (九州大學 朝鮮史學硏究室)

-덴리대학 국제문화학부 조선학과 (天理大學 國際文化學部 朝鮮學科)

-도야마대학 인문학부 조선언어문화코스 (富山大學 人文學部 朝鮮言語文化コ-ス)

-나고야대학 언어문화부 조선․한국어학과 (名古屋大學 言語文化部 朝鮮․韓國語學科)

6. 국제 학술대회 참가 지원

본 사업단은 참여 대학원생들이 국제적인 연구 경향을 접하고 파악하도록 하기 위해 본 사업단의 목적에 부

합하는 국제 학술대회 참가를 독려하고 일정 비용을 지원한다. 국제 학술대회 참가 지원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본 사업단 소속 대학원생이 국제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할 경우 연 1,200만 원 한도 내에서 회당 100

만 원을 지원한다.

둘째, 국제 학술대회에 참석하는 대학원생의 여비를 연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회당 50만 원을 지원한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본 사업단 소속 대학원생들은 국제적인 감각을 지닌 전문 인력으로 양성될 것이다.

본 사업단 구성원들이 참석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국제 학술대회는 아래와 같다.

- Euralex(유럽사전학회) 2014년 이탈리아 예정

- Asialex(아시아사전학회) 2013년 인도네시아(남길임 교수팀 논문 발표 예정)

- 역학서학회 국제 학술대회 2014년 중국 북경 예정

- 국제고려학회 국제 학술대회 2014년

-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conference : 2014 AAS Conference, Philadelphia Marriott Downtown,

March 27-30, 2014.

-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in Asia conference : 2014 Asia in Motion : Heritage and

Transformation,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July 17-19, 2014.

- 朝鮮學會大會 :第63回大會、天理大學、天理市、日本, 10.5-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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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韓 飜譯學․飜譯敎育 國際學術會議, 北京大 朝鮮(韓國)言語文化學部 朝鮮文化硏究所, 2014.

------------------------------------------------------------------------------------------------------

4.3 우수 신진연구인력 확보 및 지원 계획

-------------------------------------------------------------------------------------------------------

1. 우수 신진연구인력 확보 계획

1) 우수 신진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엄격한 선발 기준 마련

우수 신진연구인력(박사학위 소지자)은 본 사업단의 목표를 달성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다. 따라서 연구 역량이 충분하게 입증된 신진연구인력을 선발하기 위한 엄격한 선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

다.

첫째, 신진연구인력의 자격은 최근 3년간 우수 학술지(등재후보 이상)에 본 사업에 부합하는 논문 발표 실

적을 평가해 우수한 자를 우선 선발한다.

둘째, 양적 평가뿐 아니라 질적 평가도 병행하여 연구 역량을 충분하게 검증한다. 질적 심사의 대상은 박사

학위 논문 및 최근 3년간 우수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 중에서 지원자가 지정한 우수 논문 한 편을 대상으로

한다.

셋째, 우수 신진연구인력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채용하기 위해 본 사업단은 전국 단위의 공개 채용 형식을

취한다. 이는 소속 대학원 출신뿐 아니라 외부 인재에게도 문호를 개방하여 사업단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

한 방법이다.

넷째, 본 사업단은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심사를 위해 교외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이를 위해 선발

위원회(연구단 소속 교수 3인)를 구성,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선발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속적으로 점

검한다.

2) 우수 신진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연례 평가 체제 구축

본 사업단은 신진연구인력의 연구 및 업무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연례 평가 체제를 마련한다. 이것을 위해

본 사업단은 신진연구인력 평가위원회(참여교수 3인으로 구성)를 구성하고 당해 연도 사업 종료 시점에 위

원회를 개최하도록 한다. 위원회의 평가 결과는 신진연구인력의 재임용 과정에 반영하도록 한다.

본 사업단에 참여하는 신진연구인력은 사업과 관련된 학술논문을 1년 1편 이상, 2년간 3편 이상 우수 학술

지(등재후보 이상)에 발표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재임용 과정에서 탈락될 수 있다. 또한 사업단 내에

서 주어진 역할에 대한 성취도를 평가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할 경우 재임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2. 우수 신진연구인력 지원 계획

1) 연구 활동 활성화를 위한 인건비 및 성과급 지원

우수 신진연구인력의 인건비는 본 사업단의 인건비 지급 계획에 따라 월 25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신진연

구인력의 연구 성과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 연말에 성과급을 지급한다. 성과급은 연간 우수 학술지 논문발

표 실적이 2편 이상인 신진연구인력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단이 배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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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활동 집중화를 위한 연구 공간 제공

본 사업단은 사업단에 참여하는 신진연구인력의 안정된 연구 활동과 역할 수행에 필요한 적절한 연구 공간

을 확보해 제공한다. 또한 신진연구인력의 연구 공간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사업단은 1년차에

한해 200만 원의 경비를 지원한다.

신진연구인력의 연구 공간은 연구뿐 아니라 사업단 참여 구성원들의 공조와 소통의 공간이 될 것이다. 연

구 공간은 공동 서재와 신진연구인력의 정기 소모임, 사업단 구성원 간의 정기 소모임 공간으로도 활용될

것이다.

3) 신진연구인력의 학술저서 저술 지원

본 사업단은 신진연구인력의 학술 도서의 집필을 지원하여 연구역량을 키우는 데 기여하도록 한다. 이를 위

해 본 사업단은 신진연구인력의 학술저서 저술에 필요한 예산을 사업단이 배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

다. 이 지원을 통해 신진연구인력은 주체적으로 중장기 연구 계획을 세워 체계적인 연구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3. 우수 신진연구인력 활용 계획

본 사업단에 참여하는 신진연구인력은 사업에 필요한 제반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신진연구인력

이 담당하는 주요 활동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본 사업단에 참여하는 신진연구인력은 영남지역 문화어문학 자료 조사 및 질서화, 이론 개발과 연구

등에 참여한다.

둘째, 본 사업단에 참여하는 신진연구인력은 문화어문학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

고 실행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그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대학원생의 학술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

하는 것, 사업단 구성원의 학술활동 결과물을 알리는 학술대회를 구성하고 실행하는 것 등이다.

셋째, 본 사업단에 참여하는 신진연구인력은 산업단의 활동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고하는 데 주도적

인 역할을 한다. 또한 활동 결과물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활동에도 참여한다.

------------------------------------------------------------------------------------------------------



5 교육의 국제화 전략

5.1 교육 인프라의 국제화 현황

<표 8> 교육 인프라의 국제화 현황

T_1_1:항목 T_1_2:구 분

T_1_3:최근 3년간 실적

T_1_6:전체기간 실적
T_2_3:2010년 T_2_4:2011년 T_2_5:2012년

T_3_1:외국인 전임교수

T_3_2:사업단 학과(부)

전임교수 수
D_3_3:0 D_3_4:0 D_3_5:0 D_3_6:0

T_4_2:외국인 전임교수

수
D_4_3:0 D_4_4:0 D_4_5:0 D_4_6:0

T_5_2:비율 (%) D_5_3:0% D_5_4:0% D_5_5:0% D_5_6:0%

T_6_1:외국인 대학원생

T_6_2:사업단 학과(부)

대학원생 수
D_6_3:53.5 D_6_4:54.5 D_6_5:46 D_6_6:154

T_7_2:외국인대학원생

수
D_7_3:7.5 D_7_4:13 D_7_5:14.5 D_7_6:35

T_8_2:비율 (%) D_8_3:14.02% D_8_4:23.85% D_8_5:31.52% D_8_6: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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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교육 프로그램의 국제화 현황 및 계획

-------------------------------------------------------------------------------------------------------

1. 대학원 교육의 국제화 현황 및 실적

1) 외국인 교수 및 외국인(영어) 강좌/대학원생 현황

(1) 외국인 교수 확보 현황과 계획

현재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에 외국인 교수는 없으나 대학원생들의 국제적인 연구 역량 함양과 해외 한국 문

화어문학의 보급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 교수 초빙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2) 영어 강좌 운영 현황 및 계획

영어 강좌 역시 정규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운영되고 있지 않으나, 최근 학술적 영어 쓰기에 대한 대학원생

들의 필요성과 요구를 수용하여 2012년 6월부터 주1회 영어 논문 쓰기 특강을 운영해 오고 있다. 실제로

이 수업을 듣는 10여 명의 박사과정생과 박사학위 소지자 중 3명은 수업 진행 과정 중에 영어 논문을 작성

하고, 국제 학술대회에 직접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향후 정규 교육 과정에서 영어 논문 쓰기 관련 강

좌를 개설하여 국제 학술대회 발표와 국제 학술지에 논문 투고를 장려할 계획이다.

(3) 외국인 대학원생 유치 현황 및 계획

외국인 대학원생 수는 현재 전체 대학원생 92명 중 29명으로서 출신 국가가 일본, 인도네시아, 인도 등의

유학생도 있으나 출신 국가는 중국으로 편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문화어문학의 세계 각국으로의 보급, 교육

과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러 국가 출신의 우수한 유학생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 2010년 이후부터 지

금까지 국어국문학과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연구력 향상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몇 가지 제도를 제시하면 다

음과 같다.

㉮ 한국어능력시험 등급에 대한 엄격한 적용

한국어 능력 시험 5급 이상만이 대학원 석사 과정 시험에 응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실제 구술

면접을 통해 되도록 6급 소지의 유학생만을 선발한다.

㉯ 다양한 장학금 제도를 활용한 우수 유학생 유치

현재 경북대학교에서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 제도는 KHS 장학금, 외국인 및 재외국민 자녀 장학금 등

이 있으며, 정부로부터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금을 수혜 받고 있는 유학생도 있다. 본 사업단은 현재 외국

인 장학생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우수 유학생을 유치하고, 매년 장학생을 새로 선발하여 경쟁 체계를 통해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 본교 장학 제도와 정부 장학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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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S 장학금(KNU Honors Scholarship)

순수외국인 전형에서 수학능력 심사를 통해 선발된 우수 외국인 대학원생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이 지급

되며 계속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도교수의 재추천과 일정 이상의 성적을 얻어야 함.

- 외국인 및 재외국민 자녀 장학금

국제교류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선생님들의 추천서를 통해 지원하여 수혜 받음. 대다수의 외국인 대

학원생들이 받고 있는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이 지급됨.

 - 정부초청외국인장학금

국립국제교육원 주관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해당 외국인 학생의 정부에서 신청 받아 이를 한국국제교

육원으로 넘겨준 후, 심사를 통해 선발되며 등록금 전액이 지급됨.

㉰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논문 쓰기 교육 프로그램

개별 유학생을 위한 <석사학위논문지도>, <박사학위논문지도> 과목을 정규 교육 과정 내에서 운영하고, 매

학기 본교 한국어문화원과 협력하여 대학원생을 위한 <유학생 글쓰기> 프로그램(총 7회, 14시간)을 운영하

고 있다.

◇ 유학생 글쓰기 프로그램의 목차

a. 학술적 글쓰기의 특징, 논문 제목 정하기와 초록 쓰기

b. 인용하기와 각주 쓰기

c. 서론 쓰기(연구의 목적, 선행 연구)

d. 본론 쓰기1(연구 방법론, 이론적 배경, 용어 정의하기)

e. 본론 쓰기2(데이터 분석과 기술하기)

f. 본론 쓰기3(데이터 해석과 적용하기)

g. 결론 쓰기와 참고문헌 쓰기

2) 해외 석학 초청 프로그램 운영

본 대학원은 대학원생의 요구와 시의성을 고려하여 1년에 1회 이상 해외 석학 초청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

다. 석학 초청 프로그램은 본 사업단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지만, 강연자의 강연, 대학원생과의 토론과 질의

응답 시간이 주를 이룬다. 특강의 주제는 대학원생들에게 해외 한국학의 동향을 알리고 객관적이고 거시적

안목에서 한국어문학을 조망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해외 한국학 연구와 관련한 학술적인 내용뿐만 아니

라 연구의 동향과 전망, 취업의 기회 등의 실질적인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본 사업단을 중심으로 실시한 특강의 일시/강좌명/주제/발표자(소속)는 다음과 같다.

◇ 해외 석학 초청 프로그램 실시 현황

- 2010. 12. 27. 재일 한국인학자 초청 현대문학 특강: 한일 근대문학의 비교적 고찰 - 왜 비교연구를 하는

가? 남부진(일본 시즈오카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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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3. 5. 경북대 지역어연구회 제 3회 한일 공동세미나: 言語地理學の目的を考える, 오니시 다쿠이치

로(일본국립국어연구소) 외 5인

- 2012. 4. 13. 중국에서의 한국학 연구 동향과 전망, 심정창(沁定昌)(중국 북경대 교수, 북경대 한국학연

구중심 주임)

- 2013. 7. 3.~ 7. 29. 여름학기 특강(예정) Teory of Modern Poetry(Korean and Contemporary Korean

Poetry) Vincenza D'Urso(이탈리아 Ca'Foscari University 교수).

3) 대학원생 해외 학술대회 발표 실적

대학원생의 국제 학술대회 발표실적은 2010년에는 한 편도 없었으나 2011년 이후 매년 발표자가 있고, 2013

년 8월에도 계획되어 있다. 향후 더 많은 대학원생들의 학술대회 참석을 유도함으로써 국제 학술대회에서

의 발표실적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고자 한다.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Asialex(아시아사전학회), Euralex(유럽사전학회) 등 사전학이나 언어 DB와 관련한

발표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본 사업단의 연구 주제인 한국 문화어문학의 세계화와 밀접한 관

련을 가진다. 대표적인 발표 사례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2013년 8월 발표는 이미 발표를 수락 받아 놓

은 것을 참고로 추가한 것이다.

◇ 해외 학술대회 발표

- 2011. 8. 22. Formulaic expressions in the Korean Language, The 7th International Conference

Second Circular, ASIALEX2011, 일본.

- 2011. 8. 23. Aspects of equivalency in the verbs -hata and -suru, The 7th International

Conference Second Circular, ASIALEX2011, 일본.

- 2012. 8. 7. Extracting and Annotating Extended Lexical Units of Culinary Terms for Korean

Culinary Manuscripts of Joseon Period, the 14th erualex International Congress, 노르웨이.

- 향후 2013. 8. 22. 'Compilation of the Korean NeologismDictionary and Morphemic and Semantic

Features of the Neologism' , ASIALEX2013, 인도네시아.

4) 국제 교류 프로그램 운영 현황

(1) 교류 중인 해외 교육 기관

㉮ 일본 도야마대학 인문학부 조선언어문화코스와 교수 및 대학원생 교류

도야마대학 조선언어문화코스와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는 일본 문부성의 지원을 받아 딱지본 소설에

대한 공동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 이미 2010~2012년까지 매년 1회(총 3회) 교수 간 국제 세미나와 학부

생 교환학생 교류가 이루어졌으며, 곧 대학원생 교류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 이탈리아 카포스카리대학(Ca'Foscari University) 한국어학과와의 복수학위제 운영

카포스카리대학은 베니스의 대표적인 국립대학으로 세종학당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 대학이다. 카포스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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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한국어학과와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는 2012년 복수학위제를 운영하기로 협약 체결하였으며, 이

미 교수 방문이 이루어진 바 있다.

㉰ 중국 해양대학과의 대학원생 교류

2011년도부터 경북대학교 인문대학과 교류 협정이 체결된 대학으로 대학원생 입학 등 국어국문학과와의 교

류가 특히 긴밀한 기관이다.

㉱ 중국 길림대학과의 대학원생 교류

2010년도에 길림대학에서 한국어문학을 전공하는 석사 과정의 교환학생이 방문하여 교환학생의 교류가 이루

어졌다.

(2) 교류 협력 예정 대학

본 사업단이 속한 경북대학교는 학교 차원에서 100여 개 이상의 해외 대학과 교류가 가능하며, 각 단과 대

학 및 연구소별로 100여 개의 대학과 교류 중이다. 다음은 경북대학교 교류 협력 대학으로 향후 본 사

업단 참여 대학원생의 해외 연수가 가능한 대학 중 대표적인 대학이다.

◇ 경북대학교 교류 협력 대학(국가/대학/교류 협력 체결일)

미국  하와이 마노아대 1999. 7. 21.

(6개)  마샬대    2001. 6. 26.

   오클라호마대  2002. 3. 5.

   미시시피주립대 2002. 11. 26.

   콜로라도주립대 2003. 4. 17.

   하와이 힐로대  2004. 4. 8.

일본  도꾸시마대   1998. 10. 28.

(7개)  교토대    1998. 12. 25.

   도후쿠대    1999. 8. 2.

   히로시마대   2000. 4. 22.

   히로사끼대   2001. 7. 11.

   규슈대     2003. 12. 3.

   쯔꾸바대    2005. 5. 22.

중국  지린대학교   1996. 12. 21.

(5개) 옌비엔대   2000. 7. 14.

   난카이대    2002. 6. 7.

   칭따오대학교  2002. 6. 12.

   산동위해대   2004. 8. 25.

러시아 쿠반국립대   1999. 7. 1.

호주  퀸즐랜드대   2002.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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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어 논문 작성법 세미나의 정기적 개최

본 사업단은 대학원생들의 국제 저명학술지 투고와 국제 학술발표대회 발표를 독려하기 위해서, 2012년 6월

부터 영어 논문 작성법 세미나(매주 월요일 오후 6시 30분)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왔다. 지금까지 이 강의

를 통해 영어 학술 논문 쓰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을 습득해 왔으며, 향후 학술대회 발표 기술에 대한 강

의도 계획 중이다. 지금까지의 세미나 주제와 관련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세미나 주제와 관련 내용

a. 학술적 글쓰기의 특징, 논문 제목 정하기

- 영어 논문에서 주의해야 할 표현과 섹션별 고정된 문법 사용 양식

- 논문 제목의 구성과 형식

b. 압축적 글쓰기의 기술: 관계 대명사, 분사 등의 활용

c. 인용하기와 각주 쓰기

- 인용의 표준 양식 및 전형적인 표현 연습

- 각주의 표준 양식 및 전형적인 표현 연습

d. 서론 쓰기

- 연구 목적 기술 시 사용하는 정형 표현 및 제한적 문법 요소

- 선행 연구 기술 시 사용하는 정형 표현 및 제한적 문법 요소

e. 본론 쓰기1

- 연구 방법론: 활용 도구 소개 및 절차 소개를 위한 표현

- 용어의 정의: 개념 정의에 사용되는 다양한 학술적 용어 정리

f. 본론 쓰기2

- 데이터 분석: 결과 기술 및 도출에 사용 되는 전형적인 표현

- 데이터 해석: 결과 해석에 사용되는 전형적인 표현 및 완화(hedge) 및 강조(emphatics) 표현

g. 결론 쓰기

- 연구 결과 요약 및 연구 의의 제시

- 연구의 효과 및 앞으로의 과제 제시

h. 참고문헌 쓰기

- 영어 논문의 참고 문헌 형식: 배열, 사용 기호, 글자체 등

2. 교육 프로그램의 국제화 계획

1) 외국인 대학원생 현황 및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계획

본 사업단의 비전과 목표를 고려할 때 우수한 외국 유학생을 대학원에 유치함으로써 한국어 문화에 기반한

문화어문학을 가르치고 이러한 인력을 세계 각지로 파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는 본 사업단이

세계적인 연구 인력을 양성하는 것에서 나아가, 한국 문화의 세계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과 연관된다. 본 사

업단은 현행 우수 외국인 유치 계획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외국인 학생의 비율을 늘이고 외국인 유학생의

연구력 향상을 도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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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수 유학생의 유치를 위한 증원 및 홍보

- 현재 전체 대학원생의 30% 가량을 차지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수는 전체 대학원 규모에서 그리 적은 수는

아니다. 따라서 본 사업단에서는 유학생의 수를 단계적으로 늘여나가는 데 주력하기보다는 유학생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고려함으로써 수업과 연구의 내실화를 유지하고자 한다.

- 2010년부터 2013년 1학기 현재 외국인 유학생 재적수는 연평균 20명으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

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수를 늘려 나갈 것이다. 외국인 입학생수를 연평균 6명 정도를 유지하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지도를 할 것이다.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유학생 장

학금의 수혜자는 전체 유학생의 50~80%에 해당한다. 이렇게 장학금 수혜율이 높은 것은 본교가 우수한 외국

인을 위한 장학금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왔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이 정도의 장학금 지원을 유지할 것

이다. 본 사업단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실적과 향후 증원 계획은 아래와 같다.

      ◇ 본 사업단 외국인 유학생 유치 실적과 향후 증원 계획

     ---------------------------------------------------------------------

     연도     외국인 유학생 재적수   해당 연도 입학생수     장학금 수혜자

     ---------------------------------------------------------------------

     2010 13 3 12

     2011 21 9 18

     2012 24 4       21

     ---------------------------------------------------------------------

     2013 22  6 20

     2014 28 6  21

     2015 28 6  21

     2016 30 6  22

     2017 30 6       22

     2018 32 6       23

     2019 32 6       23

     --------------------------------------------------------------------

         <확장본 그래프3> 외국인 유학생 유치 실적 및 향후 증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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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학 기준 상향 조정

석사과정 입학의 경우, 현행 한국어능력시험 5급 소지자에서 6급 소지자로 상향 조정한다. 그리고 박사과

정 입학의 경우, 6급 수준의 한국어 능력과 함께 석사 학위 수준의 전공 시험을 실시한다.

(3) KHS(Kyungpook Nataional University Honor Scholarship)의 배정에 경쟁 시스템 도입

경북대학교 우수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제도, 외국인 및 재외국인 자녀 장학금 제도를 활용하되, 일괄 지급

하지 않고 매년 상위 30% 내외의 학생만을 선발하는 경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4) 외국인 학생의 한국어 교육 확대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논문 작성법>을 인문대학 공통 대학원 교과목으로 신설하여 운영하는 한편, 정규 교

육 과정에 포함시켜 외국인 유학생의 학술 능력을 함양한다.

2) 외국인 전임 교수 확보 계획

교내 외국인 전임 교수 확보 공채 기회를 활용하여 외국인 전임 교수를 확보하고, 대학원생 연구의 국제화

를 위한 교육 과정을 개발할 것이다. 본 사업단은 대학원생들에게 국제적인 연구 역량을 함양시키고, 해외

한국 문화어문학의 보급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 교수 초빙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본교의 외국인 전임 교수의 배정은 교수 정원 외 배정이 가능하므로 본 사업단이 지역 어문학 자원 위주의

한국학 세계화 수행에 적합한 외국인 전임 교수의 배정을 본부에 요청하기로 한다.

3) 대학원생의 해외 논문 발표 및 국제 학술지 논문 게재 지원 확대

국제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수행 중인 영어 논문 작성법 세미나를 정규 교육 과정에 편입시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이 세미나를 향후 영어 발표 자료 작성법, 영어 발표 기법 교육 등으로

확장하여 대학원생들의 해외 학술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영어논문작성법> 강좌를 개

설 예정이며, 향후 사업단의 사업 진행에 따라 <학술적영어발표와토론기법> 등의 강좌를 추가로 신설할 계

획이다.

본 사업단은 대학원생이 국제 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할 경우 연 1,200만 원 한도 내에서 회당 100만 원

을 지원하고, 참석하는 대학원생에게는 연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회당 50만 원을 지원한다. 그리고 경북

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KNU 학술 연구비 지원 사업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1) 국제 저명학술지 논문 게재 지원

A&HCI급의 국제 저명학술지 논문 게재를 위한 게재 논문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북대학교 우수학술논

문 지원 사업의 국제 저명 학술지 장려금 지원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미 수행되고 있지만 인문대학에서 활

용이 저조한 KNU AH 학술 지원 사업(A&HCI 논문 게재를 목표로 연구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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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 학술대회 발표 및 참가

현행 연 1회의 대학원생 해외 논문 발표 실적은 사업 종료 시점에 연 7회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고, 이는

본 연구단 박사인력 7~10명 중 대부분이 국제 학술대회에 본인의 논문을 발표하는 셈이다.

현재 국어학 분야 위주로 진행되었던 해외 학술대회의 저변을 넓혀 유럽사전학회(Euralex), 아시아사전학회

(Asialex)뿐만 아니라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conference,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in

Asia conference 등에도 논문 발표를 신청할 계획이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대학원생의 국제 학술대회 참가 실적을 살펴보면, 2011년에는 Asialex에 2회(각 1

명), 2012년에는 Euralex에 1회(2명) 참가하였고, 2013년 8월에 Asialex에 1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향후에

는 참여 국제 학술대회의 유형을 확대하고 참가 횟수와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 대학원생의 참가 예정

국제 학술대회 참가 현황과 계획은 다음과 같다.

◇ 대학원생 국제 학술대회 참가 현황과 계획

-----------------------------------------------------------

연도 국제 학술대회 참가 횟수     학술대회명

-----------------------------------------------------------

2010     0           -

2011     2건(각 1명) Asialex

2012     1건(2명) Euralex

2013     1명(8월 예정) Asialex

2014     3 참여 국제 학술대회 유형 확대

2015     4 참여 국제 학술대회 유형 확대

2016     5 참여 국제 학술대회 유형 확대

2017     5 참여 국제 학술대회 유형 확대

2018     7 참여 국제 학술대회 유형 확대

2019     7 참여 국제 학술대회 유형 확대

-------------------------------------------------------------

4) 해외 연구 벤치마킹을 위한 대학원생의 해외 연수 지원과 전문기관 파견 지원 계획

(1) 해외 장기 연수 계획

본 사업단은 대학원생들의 중장기해외연수와 해외학술대회 참가를 지원함으로써 선진국의 지역 특화 문화

연구를 배우고, 국제적인 연구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매년 우수 대학원생 2인을

선발해 6개월 간 해외 대학의 교육 기관에 파견하여 본 사업팀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도록 한다. 이를 위

해 본 사업단은 1인 연 600만원을 지원한다.

본교는 현재 72개의 대학과 28개의 연구기관을 포함하여 총 200여 개의 해외 기관과 교류 협약이 체결되어

있다. 이 가운데는 미국, 일본, 중국이 119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6대주에 걸쳐 두루 체

결을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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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최근 본교 국제교류원이 EU 지역 대학과 공동학위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가운데, 세종학당이 설

치되어 있는 이탈리아 카 포스카리대학, 폴란드 바르샤바 대학 등에서 본과 대학원생들의 방문을 요청한 상

태이다.

(2) 해외 단기 연수 계획

이 외에도 더 많은 학생들에게 국제적 학술/연구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사업단은 단기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단기 연수는 대학원생 2인, 신진연구인력 1인, 지도교수 1인으로 구성된 팀

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해외 대학에 연수를 보냄으로써 최근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본 사업단의 연구를 홍

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에게는 연 800만 원 한도 내에서 1인 200만

원을 지원한다.

5) 해외 석학 초청강연의 확대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국제적 감각을 기르기 위한 방법으로 본 사업단은 문화 관련 외국 저명학자의

초청강연을 매년 2회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은 장․단기 해외 연수, 교환학생 및 학점교류 프로그램과 함

께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인력양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 저명학자 초청강연은 비용 절감을

고려해 매년 초 각 학자의 한국방문 계획에 맞춰 초청하는 형식을 취한다. 초청 시 경북대학교 국제교류원

《해외 우수 교수 초빙 강좌》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으며, 본 사업단 주도의 단기 특강 프로그램도 기획

할 수 있다. 본 사업단의 주제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는 한국학 관련 해외 초청 대상 학자 현황은 다음

과 같다.

◇ 한국학 관련 해외 초청 대상 학자 현황

- 김진우, 미국 일리노이대 언어학 전공.

- 김메리, 미국 하와이대 한국어 전공.

- 존 던컨, 미국 UCLA대 한국사 전공.

- 하버쉬, 미국 콜롬비아대 문화 전공.

- 와다 도모미, 일본 도야마대학, 한국 현대문학 전공.

- 노마 히데끼, 일본 국제 교양대, 한국어학 전공.

- 루이스, 영국 옥스퍼드대 한국사 전공.

- 펑린, 중국 청화대, 한국 철학 전공.

- 김병민, 중국 연변대 한국문학 전공.

- 찐밍더, 대만 문화대 한국 고전문학 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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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본 그림6> 연구 역량 향상을 위한 비전

1. 한국어문학 연구의 창조적 계승

1) 한국어문학 연구 결과의 핵심 수용

본 사업단은 기존의 것을 혁신하되 그것을 부정하거나 외면하지 않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까지 쌓아

온 한국어문학 연구의 정수를 최대한 수용하여, 이를 창조적으로 변용하고 계승하고자 한다. 그동안 한국어

문학 연구는 텍스트의 주석 작업과 구조 분석을 충실하게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

를 바탕으로 텍스트 새롭게 읽기와 실용적 가치 창출하기가 가능하다. 이로써 본 연구단이 추구하는 한국어

문학 연구 결과의 창조적 계승은 그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것이다.

2) 축적된 지역 어문학 연구의 적극적 활용

그동안 본 사업단의 참여교수들은 최근 10여 년간 한국문학언어학회를 통해 지역어문학 연구를 주도해

왔고, 그 실적을 등재지 《어문론총》에 지속적으로 발표해 왔다. <경북북부지역의 언어와 문화>(2002년),

<한국어문학자산의 문화산업화 방안 모색>(2006년), <지리산과 한국어문학>(2007년), <지역어문학 연구와

도시 공간-대구>(2011년), <지역어문학 연구와 문화 공간-영남>(2012년)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축적된 연

구 경험과 관련 실적물은 지역의 문화어문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 가장 확실한 기반이 된다. 우리는 이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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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성과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지역을 토대로 한 문화어문학의 신경계를 이룩할 것이다.

3) 과거와 현재의 어문학적 소통

본 사업단은 연구력 향상을 위하여 과거와 현재를 어문학으로 접속시키고자 한다. 한국문화는 과거에서 현

재까지 꾸준히 발전해왔으나, 근대 이후로 과거와 현재가 현격하게 단절되었고, 학문 역시 고전과 현대의

벽이 갈수록 높아지게 되었다. 본 사업단은 이러한 상황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전공 융합적 연구

를 통해 시대를 오르내리면서 한국어문학 연구를 수행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여 전통의 계승

과 변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어문학 자산을 통해 밝혀낼 것이다.

4) 학문 내적 상생 구도 실현

현재 한국어문학은 전공 내부에서도 국어학과 고전문학, 그리고 현대문학이 한 지붕 세 가족처럼 존재

하고 있다. 세 가족이 오랫동안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상생적 발전 구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그러나 문화어문학은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이 시대적으로 소통하고 문학과 언어학이 학

문적으로 넘나들며 한 지붕을 명확히 인식하는 상생 구도를 실현해 나갈 것이다. 여기에 입각한 학문

내적 상생 구도는 한국어문학을 새롭게 연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임에 틀림이 없다.

5) 인접 학문의 수용과 문화 편향주의 극복

한국어문학은 국학의 하위 분과에 소속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철학이나 한국사 등을 폭넓게 수용하

여 한국어문학을 연구해 왔다고 할 수 없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문화어문학은 문화가 갖는 복합성과 융

합성을 바탕으로 한국의 철학과 역사학 등이 어떠한 방식으로 한국어문학 자산에 녹아 있는지를 탐구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단은 한국 문화에 깃들어 있는 문화 편향주의를 극복하고, 나아가 문화의 소통 체계를 밝

혀 한국문화 속에 내재되어 있는 다중적(多重的) 정체성을 밝혀나갈 것이다.

6) 문화어문학을 통한 학문 연대의 실현

문화어문학은 문화라는 주제어를 중심으로 형성된 여타의 학문, 이를테면 문화인류학, 문화정치학, 문

화사회학, 문화철학 등과 학문적 연대를 실현할 수 있다. 학문에 대한 문화론적 접근이 한국어문학 내에서

는 새로운 것이지만, 인류학이나 정치학, 사회학이나 철학에서는 문화론적 연구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

따라서 본 사업단은 한편으로 인류학․정치학․사회학․철학 등과 일정하게 연대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어문학에 대한 문화론적 접근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한국 문화가 가진 고유성과 독창성을 이해하는 방향

으로 나아갈 것이다.

2. 영남 문화에 대한 재발견

1) 문화의 생성 및 향유 공간으로서의 영남 이해

지역은 지역민과 함께 하는 문화의 생산 공간인 동시에 소비 공간이다. 영남지역에서 누대를 살아 온 지역

민 역시 문화를 생산하고 소비해 왔다. 그러나 텍스트 중심의 어문학 연구가 진행되면서 작품과 그 생성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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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못한 채 이 둘은 서로 결별하고 말았다. 본 사업단은 영남을 하나의 문화공간으

로 인식하고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즉 영남 사람들이 영남지역에서 어떤 문화를 생성하고 향유하였으며 또

한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탐구한다. 이로써 문화공간으로서의 영남이 재발견되고 재

해석될 것이다.

2) 지역 밀착형 연구를 통한 향토애 제고

본 사업단은 영남의 거점대학에 소속되어 지역 밀착형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그동안 중앙 중심의 거시

적 연구가 진행되면서 지역은 소외되어 왔다. 그 결과 지역에 대한 이해는 점차 옅어지고 지역을 연구하는

학문적 역량은 크게 위축되었다. 본 사업단은 영남 어문학을 문화론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이해

를 확충하고 지역 학문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민의 향토애 제고에도 일조하고자 한다. 이런 점에서

본 사업단이 추구하는 연구방법론은 지역분권시대에 가장 합당한 것이라 하겠다.

3) 지역사회 발전과 연계한 문화어문학

본 사업단은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문화어문학을 연구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발전과 긴밀하게 연계되지 않

을 수 없다. 영남지역에는 전통을 계승하고자 하는 힘과 그것을 혁신하고자하는 힘이 동시에 존재한다. 불

천위 제사를 지내는 수많은 종가와 동학 유적의 공존은 이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두 힘의 길항

관계 속에 생성된 정신문화는 물론이고, 지역의 다양한 생활문화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요소는

거의 대부분이 어문학 자산을 갖추고 있다. 이들 어문학 자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질서화하고, 연구를 통

해 실용화하는 것은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 실질적인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4) 여타 지역과의 비교를 통한 영남의 정체성 구명

본 사업단의 연구 주제는 영남지역에 그 중심점이 놓인 것이 사실이나 여기에 한정되지 않는다. 즉 간주관

적(間主觀的) 관점을 갖고 문화어문학적 측면에서 영남을 여타의 지역과 상호 비교해 나가고자 한다. 예컨

대 지리산을 중심으로 영남과 호남 문화어문학을, 태백산 및 속리산을 중심으로 기호와 영남의 문화어문학

을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영남지역 문화어문학의 정체성을 구명하는 동시에, 한국 문화어문학의

하위 체계 속에서 영남의 문화를 재발견하게 될 것이다.

3. 학문의 실용적 가치 구현

1) 일상생활에 대한 학문적 문제의식 제고

우리는 그동안 전문성이라는 이름 아래 어문학 연구를 매우 고상한 것으로 취급해왔다. 이에 따라 미시

적인 개인의 생활사는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문화어문학은 이러한 개인의

일상생활을 중요한 학문적 주제로 부각시킨다. 이것은 일상생활 자체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이것을 다

시 일상으로 환원시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 대한 학문적 문제의식은 그 자체가 우리

의 삶에 유의미한 실용성을 담보하고 있다.

2) 지역 어문학 연구의 효용성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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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어문학은 어문학 연구에 있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어문학은 텍스트 자체에 대한 분

석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문화를 분석하고 이를 해석하여 우리의 현대적 삶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방법론

이다. 학문과 일상, 이론과 현장의 소통을 모색하고, 권역․학문․시대․대상을 아우르는 문화어문학의 통

섭적 연구는 지역 어문학 연구의 방법론적 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어문학 연구의 결과물들은 구체적

삶에서 유리된 어문학 자산을 다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통합시켜 생활에서 어문학 자산을 향유할 수 있게

할 것이다.

3)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어문학 자산 제공

영남지역 어문학 자산을 대상으로 한 문화어문학 연구 및 실용화는 대중들이 어문학 자산을 바탕으로 문화

를 향유할 수 있게 한다. 영남 어문학의 내적 자질 속에는 문화적 요소가 매우 풍부하게 들어 있다. 이러

한 요소를 현대 대중의 요구와 수요를 고려하여 산업화하는 것 역시 가능하리라 본다. 이러한 대중화는 대

중을 위한 상품으로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한 부가가치의 창출 역시 가능케 한다. 본 사업단의

문화어문학은 어문학에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문화요소를 수집하고 질서화하는 일을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

에, 이것은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매우 효율적인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4. 한국 문화어문학의 세계화 전략 강화

1) 글로벌 수준의 문화어문학 전문 연구 인력양성

본 사업단은 공통과목으로 <영문학술논문작성법>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국제 학술지에 우리의 연구물이 꾸

준히 실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문화어문학이 세계적 수준의 연구로 발전해 가는 데 커다

란 기여를 할 것이다. 현재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적 차원에서도 영미권의 우수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것이 평가지표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바, 본 사업단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입각하여 장기적

이고 체계적으로 세계적 수준의 연구 인력을 배양해 나갈 것이다.

2) 번역을 통한 한국어문학 자산의 세계화

현재 한국에 유학을 오는 외국 유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유학생들의 출신 지역은 중

국, 베트남, 인도, 유럽, 아프리카 등으로 그 지역이 다양하다. 대학원의 경우, 이들 유학생들은 귀국 후

한국문화를 전파하는 전도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바, 이들에 대한 혁신적 교육방법은 당면한 중요 과제

가 아닐 수 없다. 본 사업단은 이들 유학생들을 직간접적으로 활용하여 한국어문학을 세계화하고자 한다.

그 가운데 석사과정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에게 한국어문학의 주요 텍스트를 번역하게 하여 학위를 수여하

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번역물들이 쌓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국어문학의 특성과 우수성이 세계 대학에

널리 전파될 수 있을 것이다.

3) 국제적 비교를 통한 한국어문학 자산의 세계화

본 사업단은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문화어문학을 연구하고자 하지만, 문화의 인류적 보편가치 역시 인정하면

서 출발한다. 그렇기 때문에 영남지역의 문화어문학을 동아시아적 측면에서 일본과 중국, 세계적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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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의 문화어문학과도 비교할 것이다. 이러한 비교언어학 내지 비교문학적 연구를 통해 한국의 문

화어문학, 구체적으로는 영남의 문화어문학의 특성을 명확히 하고, 영남 어문학이 세계적 보편성을 어떻게

획득하고 있는가 하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4) 해외 대학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세계화

본 사업단은 현재 외국의 다양한 학교와 교류를 맺고 있다. 미국의 하와이 마노아대(1999. 7. 21.) 등 6개

교, 일본의 도쿠시마대(1998. 10. 28.) 등 7개교, 중국의 지린대학(1996. 12. 21.) 등 5개교, 러시아의 쿠

반국립대(1999. 7. 1.), 호주 퀸즐랜드대(2002. 5. 24.) 등이 대체로 그것이다. 이들 대학과 지속적인 학술

교류를 하면서 대학원생들의 교환학점제나 학술세미나 등을 통해 국제적 감각을 키워나가도록 한다. 이로

써 한국어문학의 세계화는 물론이고 국제적 감각을 갖춘 문화어문학 전문 연구 인력이 배양될 수 있을 것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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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연구 추진 전략 및 방법의 우수성

-------------------------------------------------------------------------------------------------------

1. 연구 추진 전략

<확장본 그림7> 연구 추진 전략

1) 사업단의 구성과 역할 분담

(1) 사업단의 구성

- 단장(총괄책임) : 백두현 교수

- 실무추진위원 : 김재석, 김주현, 정우락, 박현수, 남길임, 김덕호 교수

- 자문위원 : 이상규, 김기현 교수 및 관계기관장

- 평가위원 : 교내 인사 1인, 교외 인사 2인

(2) 연구 분과별 역할과 참여교수

본 사업단은 교육과 연구 과정에 따라 자료 조사 및 질서화 → 문화어문학 이론 개발 및 연구 → 실용화

및 국제화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 따라 본 사업단을 세 분과로 구분하고, 참여교수의 학문적 특

성을 고려하여 분과별 책임 교수를 선정하였다. 그러나 세 분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유기적 관계를 이루며 서로 협력 보완하는 구조를 지닌다.

㉮ 자료 조사 및 질서화 : 김주현․김덕호 교수, 신진연구인력1

영남지역 어문학에 대한 문화적 요소를 추출하여 질서화하는 일을 주관한다.

㉯ 이론 개발 및 연구 : 정우락․박현수 교수, 신진연구인력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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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된 자료를 통해 문화어문학의 이론개발 및 적용 등 연구를 주관한다.

㉰ 실용화 및 국제화 : 김재석․남길임 교수, 신진연구인력3

질서화된 자료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국어문학의 실용화 및 세계화 작업을 주관한다.

2) 교육 프로그램의 체계적 구축

(1) 본 사업단의 방향에 부합되는 교과목 신설

학생들의 연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 커리큘럼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본 사업단에서는 사

업단의 사업 방향에 부합되는 새로운 교과목을 신설하여 교육하고자 한다. 대체로 아래와 같은 과목이 예상

된다.

- <문화어문학연구>

: 문화어문학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한국어문학 연구의 방법론적 혁신에 따른 구체적 연구의 기

반을 다질 수 있다.

- <문화어문학현장실습>

: 문화어문학과 관련된 현장과 문화산업화 유관 기관 등을 찾아가서 직접 체험함으로써 문화어문학 연

구의 기반을 다질 수 있다.

- <영남지역 어문학 연구>

: 지역어문학이 지닌 의미와 가치를 이해함으로써 한국어문학의 내적 보편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동시

에 구명할 수 있다.

- <한국어문학 문화콘텐츠 개발>

: 한국어문학의 문화콘텐츠 개발 이론 학습과 실습을 통해 어문학을 실용화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기

를 수 있다.

- <영문 학술논문 작성법>

: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학술지나 영문 학술지에 논문은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학술논문 작성

능력을 기를 수 있다.

(2) 팀티칭 및 실무형 교육 실행

본 연구단이 추구하는 인재는 한국어문학을 중심으로 하되 통합적 지식을 두루 갖춘 전문 연구 인력이다.

어문학 내적으로는 전공의 벽을 허물고, 외적으로는 학문의 벽을 허물기로 한다. 이것은 물론 자신의 전공

영역을 분명히 할 때 가능하다. 자아와 사물이 지닌 이러한 존재론적 협동과 경쟁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교

과목의 특성에 따라 공통과목의 경우에는 팀티칭으로 교과를 운영하여 전문지식의 요체를 포괄적으로 파악

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현장 경험이 많은 외부 전문가들도 초청하여 학생들이 실무 경험을 쌓

고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한다.

3) 영남의 권역 설정과 이를 고려한 연구 추진

본 사업단은 낙동강을 중심으로 영남의 권역을 양분하던 전통적 방법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중간 융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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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를 다시 설정하고자 한다. 여기에 근거할 때 영남의 권역은 낙동강 상류 및 영남 동부 지역, 낙동강 하

류 및 영남 서부 지역, 낙동강 중류 및 영남 중부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는 이 권역의 문화적 특성

을 고려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각 권역에 대해 자료 조사 및 질서화 → 문화어문학 이론 개발 및 연구

→ 실용화 및 국제화 방안 모색의 방법론을 적용할 것이다. 설정된 권역은 아래와 같다.

- 영남 동부 권역 : 낙동강 상류와 영남 좌도를 포괄하는 청량산권

(안동, 봉화, 영주, 영양 등)

- 영남 서부 권역 : 낙동강 하류와 영남 우도를 포괄하는 지리산권

(진주, 하동, 산청, 함양 등)

- 영남 중부 권역 : 낙동강 중류와 영남 좌우도를 융합하는 가야산권

(대구, 성주, 합천, 고령 등)

4) 연구의 협력과 교육

본 사업단은 연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협력체계와 교육체계를 가진다.

- 주례간담회(주 1회)

: 주1회 연구와 교육에 따른 현안을 논의하고 조율하는 주례간담회를 가지며, 이때 각 분과의 교수는

물론이고 신진연구인력 3인 등 모든 연구 인력이 참여한다.

- 전문가 초청 특강(연 2회)

: 국내에서 문화론, 미시사, 생활사 분야를 연구한 전문가를 초청하여 새로운 이론과 연구동향이 소개

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문화어문학의 학문적 기반을 튼튼하게 하며 대학원생의 연구역량을 강화시켜 나간

다.

- 사업단 자체 학술대회(연 2회)

: 전 연구 인력이 참여하여 연구 동기를 활성화하고 대학원생 상호간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자체

학술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5) 연구 결과의 발표와 검증

본 사업단에서는 정기적인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연구 결과를 공유함과 동시에 전공 상호간의 융합적 연구

가 제대로 검증될 수 있도록 한다. 본 사업단의 학술대회는 세 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 세 단계의 학술대

회를 통해 사업단 자체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본 사업단의 연구 성과를 국내외적으로 검증받는 과정을

거친다.

- 사업단 자체 학술대회(연 2회)

: 참여교수 및 신진연구인력, 대학원생 등 본 사업단 연구인력이 중심이 된 학술대회

- 전국 학술대회(연 1회)

: 문화어문학 관련 국내 연구자와 본 사업단 연구인력이 참여하는 전국 규모의 학술대회

- 국제 학술대회(단계별 1회 : 3․5․7차년도)

: 본 사업단의 목표에 부합하는 국내․외 연구자와 사업단의 연구인력이 참여하는 국제적 규모의 학술대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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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협력기관과의 협력체계

본 사업단은 대내외적으로 여러 연구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질 것이다. 나아가

본 사업단의 연구 결과의 대중화를 위해 지역의 다양한 강연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하거나 강사로 참여할 것

이다. 이러한 협력체계를 이용하여 연구역량과 교육역량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다.

- 학내 협력기관

: 인문과학연구소, 영남문화연구원, 문화산업연구소, 한국어문화원

- 학외 협력기관

: 한국국학진흥원, 경남문화연구원, 한국선비문화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경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등

- 연구 결과의 대중화를 위한 강연 기획 및 참가

: 대구박물관(교양시민인문강좌), 경산문화원(선비문화강좌), 칠곡군 평생학습관(인문강좌), 유네스코

대구협회(찾아가는 인문학교실)

2. 연구 방법의 우수성

1) 한국어문학 연구의 방법론적 혁신

지금까지의 한국어문학 연구는 자료의 해석, 언어와 문학 작품의 구조 해명에 치중하였다. 그 과정에서 한

국어문학에 스며있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본 사업단은 이 같은 현실 유리

적 연구방법론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며 어문학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되살리고자 한다. 문화어문학은 어

문학의 문화적 요소를 민첩하게 포착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러한 문화적 요소를 주제별로 질서화하고 연구

하는 것은 당대인의 생생한 삶을 이해하는 데 용이할 뿐만 아니라, 그 삶들은 오늘날 우리 시대의 보편적

삶과 긴밀하게 접속될 수 있음을 보여 줄 것이다. 즉 현대의 다양한 문제를 어문학 연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새롭게 열린다는 것이다.

2) 한국어문학 연구의 입체성 강화

문화어문학은 어문학에 대한 두 방향의 입체적 접근법을 가진다.

첫째, 어문학이 생성하게 된 외적 문화적 행위를 중시한다. 예컨대 어떤 시회(詩會)에 어떤 사람이 참가하

여 어떤 문학을 생성하였으며, 이들의 행위가 당대의 문학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점을 따지는 것

이다. 여기에는 물론 그 작가들이 사용한 구체적인 언어의 문제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어문학에 나타난 내적 문화 요소를 주제별로 추출하여 분석한다. 주제는 일상과 일탈, 사랑과

이별, 학문과 풍류, 갈등과 소통, 탄생과 죽음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어문학 생성

과 관련된 문화 행위에 대한 검토와 공통의 연구주제 설정은, 전공 내적 융합은 물론이고 여타 학문과의 융

합 역시 도출해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3) 영남이라는 단위성과 지역 내적 표본 설정

문화는 일정한 지역에서 생활하는 인간의 경험을 존중한다. 이 때문에 하나의 단위를 설정하여 구체적으로



- 84 -

접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연구의 산발성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조처라 하겠는데, 이를 위해

우리는 영남이라는 특정 지역으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한다. 이에 따른 고립은 한국적 차원 내지 국제

적 차원의 비교를 통해 극복해 나갈 것이다. 또한 영남 전역을 동시에 연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

문에 영남 동부지역의 청량산권, 서부 지역의 지리산권, 중부 지역의 가야산권으로 표본 지역을 설정한다.

이로써 연구의 구체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이후 연구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따라서 영남지역 내적 표본

성을 통해 영남 전역으로, 영남을 통해 한국 전역의 문화어문학 연구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할 것

이다.

4) 사업단의 특성화가 용이한 지역 근접성

본 사업단이 소속되어 있는 경북대학교는 영남의 거점대학이다. 영남지역은 전통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학운동 등에서 보듯이 혁신적 사고를 통해 문화적 역동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이

러한 영남의 특수성에 입각하여 영남의 문화가 성장해왔다고 볼 때, 본 사업단이 소속되어 있는 경북대학교

에서 영남을 하나의 학문 단위로 설정해 연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본 사업단의 소속 대학은 영

남에 대한 지리적 근접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문화어문학이 어문학에 대한 문화론적 접근임을 감안할

때, 본 사업단이 소속되어 있는 영남지역의 문화는 그 자체가 하나의 특성화이다. 이러한 특성화에 가장 용

이한 것이 지역 밀착형 연구라고 할 수 있다.

5) 연구의 실용화 및 국제화의 수월성

문화어문학은 어문학 자산의 생성과정에 나타난 문화적 요소와 함께 어문학 내에 제시되어 있는 문화적 요

소를 추출해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것은 인간의 삶과 바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실용화 측면에서 탁월한 수월

성을 지닌다. 아울러 영남지역은 한국적 전통을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어 국제화 측면에서도 수월성이 있

다. 따라서 영남지역의 문화어문학 연구는 지역에 거점을 마련하고 지역에서 연구하지만, 그 효과는 이를

훨씬 뛰어넘을 것이다. 한국이 세계와 문화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창이 될 수 있기 때문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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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단장의 연구, 행정 역량 및 수행의지

1) 사업단장의 연구 역량

(1) 양적․질적으로 공인된 연구 업적

본 사업단의 단장인 백두현 교수는 본 사업단의 비전 및 목표를 가장 안정적으로 수행할 연구 역량을 갖춘

인물이다. 백두현 교수는 한국연구재단 연구업적에 등재된 논문이 120건, 단행본이 33건으로 양적으로나 질

적으로 우수한 연구 논저를 발표함으로써 이 분야의 선도적인 연구자로 인정받고 있다. 이 연구 논저 중에

서 우수 연구 업적으로 공인된 것은 다음과 같다.

㉮ 한국학술진흥재단 우수 성과 선정(2007년 12월)

- <조선시대 여성의 문자생활 연구 -한글 음식조리서와 여성교육서를 중심으로>, 《어문론총》41호,

2006.

㉯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 10년 대표성과 선정(2012년 12월)

- <조선 시대 여성의 문자 생활 연구 -조선왕조실록 및 한글 필사본을 중심으로->, 《진단학보》97호,

2004.

- <조선시대 여성의 문자생활 연구 - 한글 편지와 한글 고문서를 중심으로->, 《어문론총》42호, 2005.

- <조선시대 여성의 문자생활 연구 -한글 음식조리서와 여성교육서를 중심으로->, 《어문론총》41호,

2006.

㉰ 우수학술도서 및 우수교양 도서 선정

- 《현풍곽씨언간 주해》, 태학사, 2003-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 《석독구결의 문자체계와 기능》, 한국문화사, 2005-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 《음식디미방 주해》, 글누림출판사, 2006-문화관광부 우수학술도서

- 《한글 편지로 본 조선시대 선비의 삶》, 2011-문화관광부 우수교양도서

(2) 문화어문학 실천을 보여 주는 사업단장의 연구 활동과 성과

문화어문학이란 한국어문학 자산의 자료 조사 및 질서화, 이론 개발 및 연구, 실용화 및 국제화라는 세 단

계를 포괄한다. 사업단장은 이러한 문화어문학의 목적에 걸맞은 연구 활동을 실천해 왔다. 다수의 한글 문

헌 자료를 발굴하여 연구했으며, 이들을 현대화하여 실용적 문화자원으로 가공하는 데 학문적 정열을 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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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사업단장의 연구 업적으로서 본 사업단의 연구 방향에 특히 부합되는 성과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조선시대 한글 음식조리서 연구를 통한 조리 용어 통합 검색 시스템 개발(2007년~2008년)

음식조리서는 전통 사회에서 여성의 가사 활동의 중심을 이루던 음식조리법을 한글로 필사한 자료이다. 사

업단장 백두현은 필사본 음식조리서를 판독하여 현대어로 번역하고 이것을 상세 색인이 붙은 말뭉치로 가록

하여 DB 구축 및 검색시스템 개발을 수행했다. 이 사업의 결과물은 현재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의 토대연구

DB에서 다양한 검색 기능을 갖추어 서비스되고 있다.

(http://ffr.krm.or.kr/base/td003/browse_year.html) 이 결과물은 조선시대의 한글 필사본을 되살려 현재

살아 있는 문화자원으로 활용한 전형적 사례이다. 이 연구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 자료를 활용하여 3명의 대

학원생이 학위논문을 작성하였고, 조리어휘의 사전학적 연구에서도 5편 이상의 논문이 창출되었다. 또한

이 사업의 결과물은 한국 전통 음식의 현대화 및 세계화를 위한 기초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 문화관광부 주관 디지털 한글박물관구축 사업 참여

사업단장은 2001년~2005년에 걸쳐 구축되고 개관된 디지털 한글박물관(www.hangeulmuseum.org) 구축 사업

에 핵심 연구원으로 참여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 역할을 하였다. 디지털 한글박물관 구축 사업은 2001년

에 착수되어 2002년에 역사관, 조형 예술관을 개관하였고, 이어서 2003년에 학술 정보관, 2004년에 교육

문예관, 2005년에 미래관을 개관하였다. 2006년부터는 통합 검색 서비스 기능을 구비하였다. 사업단장은 한

글박물관 전체의 기획과 구성에 역할을 했으며, 특히 기본 메뉴에 설정된 생활 속의 한글은 구성, 집

필, 자료 구축 등을 직접 수행하였다.

㉰ 디지털 한글박물관 한글 음식조리서 특별전 기획 책임자

디지털 한글박물관에서는 매년 특별기획전을 개최한다. 백두현 교수는 2008년의 특별 기획전 한글 음

식조리서전의 설계와 콘텐츠 구축을 의뢰받아 이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현재도 이 전시회는 웹

에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다.(http://www.hangeulmuseum.org/sub/special_flash/2008/special_ex

(2008).jsp)

㉱ 옛 한글 문헌(언간, 음식조리서)의 실용화를 위한 주석․번역 작업

한국의 어문학 자산 중 당대의 생활 문화와 가장 밀착된 것은 언간(한글편지)와 한글 음식조리서이다. 사업

단장은 언간에 관심을 갖고 연구해 왔으며 특히 《현풍곽씨언간 주해》를 출판하여 옛 편지를 현대인을 위

한 삶의 자산으로 재창조하였다. 또한 음식조리서의 가장 중요한 고전인 음식디미방을 주해하여 국어

사 연구는 물론 전통 한식 연구의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 이어서 규장각 소장의 음식조리서 세 가지를 묶어

서 주해 번역하여 《주방문․정일당잡지 주해》를 출판하였다. 국어사 연구자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자료에 주목하여 이것을 정확히 번역하여 한식 연구자들의 기본 자료로 제공했다.

㉲ 한국어문학 자원의 현재화를 위한 대중 교양서 저술

사업단장은 학문적인 연구 결과를 대중들과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대중교양도서 출판을 통해 실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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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사투리의 말맛》(커뮤니케이션북스, 2006)은 사투리에 담긴 이야기를 교양도서에 담아낸 것이다.

《한글 편지로 본 조선시대 선비의 삶》(역락, 2011)은 조선시대 선비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내어 선비상을 현재화하기 위한 교양도서이다.

위와 같이 본 사업단의 비전과 연관된 사업단장의 성과들은 본 사업단의 성공적 과업 수행을 위한 주춧돌

이 된다. 본 사업단이 문화어문학을 내걸고 나온 이유를 위의 성과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사업단장의 행정 역량

백두현 교수는 연구소 운영 및 연구단체 운영에 참여하여 연구조직의 운영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해왔

다. 특히 백두현 교수가 원장직을 수행했던 기간 중 영남문화연구원은 한국연구재단 지원 중점연구소 지원

사업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백두현 교수는 연구기관뿐 아니라 인문대학 학장으로서 안정적인 행

정 역량을 발휘하기도 하였다. 본 사업단의 사업단장이 수행한 연구 행정 및 교내외 행정 경력은 다음과 같

다.

(1) 연구단체 운영 경력 및 성과

-2010. 1.~2011. 12. 훈민정음학회 회장: 국제 학술대회 2회(SCRIPTA 2010, SCRIPTA 2011) 개최, 영문 국제

학술지 SCRIPTA를 2회 간행

-2013. 1.~현재 국어사학회 회장

-2010. 9.~2012. 8.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학장: 교양시민인문강좌, 칠곡군 인문학 축제 등을 통한 인문학

대중화, 지역사회 인문학 보급을 위한 인문대학 열린인문학센터 개설

-2005. 10.~2007. 10.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원장: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 선정 및 연구 수행

(2) 산학협력 활동

-2006. 5.~2008. 4. 경상북도 도청 새경북위원회 위원

-2011. 11.~현재 경상북도 여성정책개발원 자문위원

-2010. 9.~현재 칠곡군청 평생학습교육관 운영위원

-2011. 5.~현재 미래전략연구소 운영위원(대구일보)

3) 사업단장의 사업 수행 의지

본 사업단을 한국어문학계를 변화시키는 진원지로 만들고 나아가 이를 국제화 시켜 한국어문학 자산을 세계

인이 향유하는 문화자산으로 발전시키려는 사업단장의 의지는 확고하다. 본 사업단이 지향하는 문화어문학

연구는 사업단장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실천해 온 영역이어서 사업단장은 이에 대한 학문적 관점과 확

고한 실천 의지를 갖추고 있다. 사업단장의 목표는 본 사업단을 문화어문학 이론 연구와 실용화를 통해 국

제적 능력을 갖춘 학문 집단으로 만드는 것이다. 사업단장은 본 사업단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워 과업을 실천해 갈 것이다.

첫째, 사업단장은 문화어문학의 이론 정립과 연구의 실천을 통해 한국학의 핵심인 한국어문학 분야에 새로

운 변화를 창출해 내기 위해 본 사업단을 운영할 것이다.

둘째, 본 사업단은 한국어문학 자원의 기초적인 연구 방법(자료조사와 내용 연구)을 뛰어넘어 현대인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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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소통하고, 대중과의 소통 능력을 갖춘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할 것이다. 본 사업단 연구진과 여기서 배출

된 학문 후속 세대가 한국어문학 연구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킴으로써, 침체된 한국어문학계에 새로운 활력

을 불어 넣고자 한다.

셋째, 본 사업단은 영남의 어문학 자산이 가진 가치가 현대 한국인의 삶을 확충하는 데 기여하고 나아가 이

를 국제화하여 세계인이 공유하는 것으로 만드는 데 노력할 것이다. 본 사업단이 수행한 문화어문학의 연

구 결과를 대중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본 사업단의 연구 결과를 국외 관련 학자들에게 널리

알릴 것이다.

4) 사업단장의 사업단 운영 목표

사업단장의 사업단 운영 목표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문화어문학 사업단이 한국어문학 교육과 연구에 변화

와 혁신을 불러일으키는 진원지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연구 영역의 목표

-본 사업단이 한국어문학 연구의 변화를 주도하는 혁신의 진원지가 되도록 만든다.

-문화어문학 연구를 위한 이론과 이것의 실천을 위한 방법론을 개발한다.

-문화어문학 관련 논문, 학술 저서를 출판한다.

◇ 교육 영역의 목표

-문화어문학 연구와 교육을 위한 전문 연구 인력양성 연구한다.

-시민과 중고등 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실천한다.

-일반과 소통하는 문화어문학을 위해 대중 교양서를 출판한다.

◇ 실용 및 국제화 영역의 목표

-한국어문학 자산을 현대인의 삶과 융합하여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 발전시킨다.

-영남 어문학 자산을 국제화하여 세계인이 공유하는 문화 자원으로 승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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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 연구진의 구성 및 연구 역량

<확장본 그림8> 사업단 조직도

1) 연구진 구성

본 사업단은 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다음 세 개 부문으로 참여 연구진을 구성한다.

- 자료 조사 및 질서화: 김주현, 김덕호, 신진연구인력1

- 이론 개발 및 연구: 정우락, 박현수, 신진연구인력2

- 실용화 및 국제화 : 김재석, 남길임, 신진연구인력3

(1) 자료 조사 및 질서화 부문

㉮ 자료 발굴 및 주석학의 완결자, 김주현 교수

김주현 교수는 현대소설 전공 교수로, 현대 소설 분야에 주목할 만한 논문을 매년 3-4편씩 발표하였으며,

이상문학전집, 단재신채호전집 등 전집 발간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다. 특히 자료 발굴과 원전 또

는 저자 확정 작업을 통해 한국 현대 문학 연구의 토대를 튼실히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에

서 신채호가 발간한 《천고》 3호를 입수하여 그 전문을 소개하는가 하면, 김동리의 소설을 발굴하여 학계

에 보고하기도 하였다. 그의 성과로는 《이상문학전집》 전 3권의 발간이 있었으며, 또한 최근에는 《신채

호문학연구초》를 발간하여 2013년 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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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교수는 진작부터 본 사업단의 연구 주제의 핵심 키워드인 지역, 어문학 자료의 집대성 및 문화론적

활용과 관련된 연구 활동을 해 왔다. <대구 경북지역을 통해 본 한국의 지역문학>을 발표(2002)하는가 하

면 이 지역의 주요 작가인 이상화와 김동리에 대한 연구도 했다.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지역사상과 접목하여 새롭게 연구하는 한편, 김동리의 자료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지역 소재의 신문

매체에 게재된 김동리의 자료를 발굴하기도 하고 김동리의 사상을 신라 화랑의 사상과 결부시켜 논의하기

도 하였다. 지역은 무엇보다 다양한 자료들이 산재한 곳이며, 근대 형성의 기반이 동학이 형성된 곳이라는

측면에서 그의 연구는 기대되는 바 크다. 지역 문학에 대한 자료의 발굴과 토대 구축, 나아가 심도 있는 연

구로 영남 어문학의 연구, 나아가 어문학 연구의 세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 언어문화지도 작성의 권위자, 김덕호 교수

김덕호 교수는 국어문화론 전공 교수로서, 국어학과 사회언어학, 방언학 분야에 주목할 만한 논문을 매년

2~3편씩 발표하고 있다. 특히 본 사업단의 주제인 영남지역 문화어문학 연구를 추진하는 데 1차적인 자료

수집과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집적화하는 데 탁월한 능력과 업적을 지녔다. <전자문화지도 제작을 위한 한국

어 문화자원의 자료 처리 방안 연구>와 같은 논문은 문화어문학 자료를 질서화하고 이를 전자문화지도로 개

발하는 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 본 사업단의 연구 단계에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다. 현재 영남지역의 언어

추이 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 사회방언학적 연구를 수행하면서 본 사업단의 목표에 맞는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실력은 2002년에 출판한 《경북방언의 지리언어학》이라는 책이 대한민국학술원 우수도서로

선정되었고, 2006년에 출간한 《언어지도의 미래》라는 책이 문화체육관광부 우수도서로 선정되면서 입증

된 바 있다. 또한 2012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계속해서 지역 언어문화 상품 개발이라는 정부 용역 사

업을 수행하고 있어 본 사업단의 문화어문학 연구의 실용화 단계를 추진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 개발 및 연구 부문

㉮ 강안학의 학문적 정립자, 정우락 교수

정우락 교수의 전공은 한국한문학과 고전비평이다. 정우락 교수는 성리학적 우주론이나 인식론이 문학에 어

떻게 작용하는가 하는 부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인식형상의 상관성 이론을 창출해 학계의 일정한

평가를 받고 있다. 관련 저역서로는 《남명문학의 철학적 접근》(박이정, 1998. 남명학술상), 《남명학파

의 문학적 상상력》(역락, 2009. 대한민국학술원 우수도서), 《조선의 서정시인 퇴계 이황》(글누림,

2009.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 《영남의 큰집, 안동 퇴계 이황 종가》(예문서원, 2012. 올해의 청소

년 권장도서), 《역주 고대일록》(태학사, 2009. 한국고전번역원의 우수번역서 지정) 등이 있다.

본 사업단의 연구주제인 문화어문학과 관련해 볼 때, 정우락 교수는 매우 중요한 업적을 남겼다. 영남을 하

나의 문화공간으로 인식하고 쓴 <조선시대 '문화공간-영남'의 한문학적 독해>(《어문론총》57, 한국문학언

어학회, 2012), <조선중기 강안지역의 문학활동과 그 성격-낙동강 중류지역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시론->

(《한국학논집》40,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10) 등은 대표적 업적이다. 그리고 문화사업 역시 활발하게 진

행하고 있다. 경북 주요종가 소개책자 및 영상물 제작 사업(경상북도)을 3년째 수행하고 있으며, 영남

지역 문화를 세계화하기 위하여 다큐멘터리 <종가, 500년의 초대> 번역 사업을 수행하여 영어․중국어

․일본어․프랑스어․터키어로 번역한 바 있다.

㉯ 영남전통사상과 시학의 결합, 박현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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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수 교수는 현대시 전공 교수로서 매년 2, 3편의 우수한 논문을 꾸준하게 발표하며 해당 분야의 중요 연

구자로 활동하고 있다. 그 동안 박현수 교수의 논문은 학술연구재단의 우수논문(<서정시 이론의 새로운 고

찰- 서정성의 층위를 중심으로 ->, 2008년 우수논문사후지원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저서는 우수학

술도서(《황금책갈피》, 2007년도 문화관광부, 《한국모더니즘시학》, 2008년도 대한민국학술원) 및 우수교

양도서(편저 《레몬향기를 맡고 싶소》,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선정되어 연구 역량이 입증된 바

있다.

본 사업단과 관련해서 주목할 연구 성과는 <근대 영남지역 문인의 사상적 지향과 지역성>(《어문론총》

57, 2012)과 <이육사의 현실 인식의 재구성과 작품 해석의 방향>(《어문학》118, 2012)와 같은 지역어문

학 관련 논문들이다. 영남지역의 전통사상과 문학의 연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박현수 교수는 이미

이전에 영남지역의 대표적인 학자인 퇴계 이황의 주리론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이육사 시인의 시적 특질

을 구명한 석사학위논문을 비롯하여, 시론집 《황금책갈피》, 현대시 이론서 《시론》 등의 저서를 발표

하고 있다. 전통사상에 대한 관심에 바탕을 두어 현대문학 이론을 전유하고자 노력하는 한 예로서, 시의 범

주를 나눌 때 한국철학의 이기론 사상을 시론에 접목함으로써 시의 범주를 새롭게 설정한 것이나 주리론의

관점에서 이원조의 포즈론의 의미를 해명한 것 등이 독창적이면서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 바 있

다. 박현수 교수는 전통시학의 현대화를 위한 여러 관련 논저를 꾸준하게 발표하고 있어 이번 사업단의 목

표 실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실용화 및 국제화 부문

㉮ 전통극의 창조적 계승자, 김재석 교수

김재석 교수는 한국 근현대극 전공 교수로서 우수한 논문을 꾸준히 발표하며 해당 분야의 중요 연구자로 주

목받고 있다. 특히 김재석 교수는 근현대극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전통극으로까

지 그 연구 범위를 확장하였다. 이 방면의 연구로 <하회탈춤 대사의 기능과 구현 원리>(1999)가 발표된 이

래,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는 연구범위의 확장뿐만 아니라 전통극을 활용한 실용화

방안을 모색하고 제시한 연구로서 본 사업단의 비전에 부합하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사업단과 관련된 김재석 교수의 연구 성과는 영남지역, 특히 대구지역 연극을 대상으로 대구지역 연극

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구명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관련 연구 성과로는 <1970년대 대구 지역 소극장 연극

연구>(2009), <1980년대초 대구지역 소극장 분도와 누리 연구>(2011) 등이 있다. 김재석 교수에 의해 대구

지역

연극은 서울과 다른 진보성이 있음이 밝혀져 학계뿐만 아니라 연극계에서도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김

재석 교수는 이론 정립과 연구에서 나아가 실제로 연구 성과를 창의적으로 계승하고 실용화하고 있어 본 사

업단의 비전을 실천하고 있는 연구자이기도 하다. 특히 영남지역의 전통극 자산인 하회탈춤을 창의적으로

계승하여 마당극으로 현대화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아줌마, 정혜선>(2000), <천일야화>(2011) 등 5편

의 작품이 이에 해당한다. 김재석 교수가 소속된 대구 지역의 대표적인 극단인 <함께사는세상>에서 그의 작

품을 꾸준히 공연하고 있다.

㉯ 국어학의 융복합 연구의 선두, 남길임 교수

남길임 교수는 국어정보학, 한국어 사전학 전공 교수로, 매년 2-3편의 논문을 꾸준하게 발표하는 한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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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구축 사업, 각종 언어 자원의 DB 구축 사업의 경험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 2010년에는 2인 공저 저서

인 《한국어사전편찬학개론》 학술원 우수 도서로 지정되기도 했으며, 2011년 UCLA의 손성옥 교수와 함께

JK  Linguitsics에 한국어의 유형론적 특성을 반영한 계량언어학적 연구를 출판하여 국제적인 네트워크와 연구

역량을 쌓아가고 있다. 또 2012년에는 격년으로 열리는 세계적인 사전학 학술대회인 유럽사전학학술대회

(Euralex)에 참여하여 대학원 학생들과 함께 조선시대 필사본 음식조리서의 의미 주석 연구(Extracting

and Annotating Extended Lexical Units of Culinary Terms for Korean Culinary Manuscripts of Joseon

Period)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당시 아시아 지역,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한 발표였다.

본 사업단의 비전을 고려할 때 남길임 교수의 연구 경향은 본 사업단과 일치하는 바가 매우 크다. 영남지역

에 산재되어 있는 문헌 자료과 구술 자료를 일정한 형태의 DB와 말뭉치로 구축하고, 이를 활용 가능한 형태

로 가공하는 작업은 국어 정보학, 사전학 관점에서의 분석과 해석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영남지역 어문학

의 자료 구축과 가공에 대한 연구를 향후 유럽사전학회와 아시아사전학회 등에 발표함으로써 한국학, 한국

문화의 세계화에 학문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8 연구의 국제화 현황 및 계획

8.1 참여교수의 국제화 현황(최근 3년)

8.1.1 국제적 학술활동 참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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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여교수의 국제 저술 활동 실적

1) 국제 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본 사업단 참여교수들은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고 있다. 참여교수들의 국제학술

지 논문 게재 실적은 아래와 같다.

- 백두현, 2010, 訓民正音 解例本의 影印과 合部 訓民正音 硏究, 朝鮮學報 214.

- 김덕호, 2010, Production of a dialect map utilizing Map Make, Dialectologia.

- 백두현, 2011, Hunminjeongeum: Dissemination Policy and Education, SCRIPYTA 3.

- 김덕호, 2012, 慶北方言の知覺方言學に關する硏究, 言語文化硏究.

본 사업단 단장인 백두현 교수는 국제 학술지에 꾸준히 논문을 발표해 훈민정음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해 왔다. 김덕호 교수는 언어지도 작성과 지각방언학적 연구 방법론을 적용한 논문을 국

제 학술지에 게재해 학문적 주목을 받았다.

2) 국제적 학술 저서 집필 활동

본 사업단 단장 백두현 교수와 참여교수 남길임 교수는 국제 저술 활동에 참여해 연구 결과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데 기여해 왔다. 특히 백두현 교수의 저서는 평안방언의 특수성을 역사․정치적 측면에서 해석한 것

으로 본 사업단의 연구 방법론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연구이다.

- 백두현, 2010, the north region of korea: HISTORY, IDENTY, AND CULTURE, UNIVERSITY OF WASHINGT ON

PRESS, 116-138, SEATTLE &LONDON (ISBN 978-0-25-99041-5)

- 남길임, 2011, The Formulaic Expressions of Thing in Spoken and Written Registers: A Corpus

Study of Bound Nouns kes and ke in Korean, Japanese/Korean Linguistics 20, Center for the Study of

Language and Inf. (ISBN-10: 1575866382 ISBN-13: 978-1575866383)

2. 참여교수 국제 학술대회 활동 실적

본 사업단 참여교수들은 지금까지 다양한 국제 학술대회에 발표자 혹은 토론자로 참여해 꾸준히 활동해 왔

다. 최근 3년간 참여교수들의 국제 연구 활동을 살펴보면, 본 학과의 전공 특성상 국제 학술회의가 많지 않

고,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도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국제 연구 활동에 참여해 왔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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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사업단 참여교수들의 국제적 활동 실적은 아래와 같다.

1) 국제 학술대회 논문 발표 실적

- 김덕호 2011. 3. 5., 21世紀 韓國의 地域語 調査 現況과 展望, 경북대 지역어연구회 제3회 한․일 공동

세미나, 경북대학교.

- 김주현 2010. 7. 17., 李箱文學の注釋學, 李箱文學會․武藏大學總合硏究所, 韓日文學交流の現在․過去․
未來─李箱生誕100周年記念國際學術シンポジウム, 日本 武藏大學.

- 김주현 2011. 6. 11., 近代的 東亞細亞觀的定立-申采浩的觀點, 韓中國際學術大會-東亞細亞 文化의 傳統

과 革新, 國際會議室/退溪學硏究所, 中國 北京 City-Inn Hotel.

- 남길임 2010. 10. 1., Formulaic expressions of thing in spoken and written registers, The 20th

Japanese/Korean Linguistics conference, 영국 옥스퍼드 대학(2인 공동/교신저자).

- 남길임 2011. 8. 22., Aspects of equivalency in the verbs -hata and -suru, Lexicography:

Theoretical and Practical Perspectives, Asialex, Asialex2011 Proceedings, Lexicography: Theoretical

and Practical Perspectives, 일본 교토(3인 공동/교신저자).

- 남길임 2011. 8. 22., Formulaic expressions in the Korean Language, Lexicography: Theoretical and

Practical Perspectives, Asialex, Asialex2011 Proceedings, 일본 교토(3인 공동/주저자).

- 남길임 2012. 8. 7., Extracting and Annotating Extended Lexical Units of Culinary Terms for

Korean Culinary Manuscripts of Joseon Period, The 15th Euralex International Congress, 노르웨이 오슬

로(4인 공동/주저자).

- 박현수 2010. 7. 17., 李箱文學연구の限界と可能性―日本語遺稿ノ-トを中心に ―, 李箱文學會․武藏大學

總合硏究所, 韓日文學交流の現在․過去․未來─李箱生誕100周年記念國際學術シンポジウム, 日本 武藏大

學.

- 백두현 2011. 5. 27., A Study of spreading and education policy of Hunminjeungeum(훈민정음의 보급

정책과 교육) /Oral Tradition and Written Culture in East Asia, 연세대학교 상남관.

- 정우락 2011. 11. 18., 文學和哲學的協同和競爭 ; 儒家哲學與韓國古典文學之間, 北京大 1校 104敎室, 北

京大 朝鮮(韓國)言語文化學部 北京大 感知韓國.

- 정우락 2011. 12. 19., 한국문화의 三重構造와 현실-극복 논리, 북경대 대학원생 세미나, 朝鮮(韓

國)言語文化學部, 北京大 民主樓 1層 세미나실.

- 정우락 2011. 12. 9., 문학사상이란 무엇인가, 人民大學校 明德樓 商學院 1層(明商0104호), 북경학술포

럼 초청, 북경학술포럼.

- 김재석 2012. 11. 2., 오사나이 가오루와 극예술연구회 번역극 공연, 한양여자대학교수회관 9층, 日本演

劇學會 秋の硏究集會.

2) 국제 학술대회 좌장 및 토론 실적

(1) 좌장

- 정우락 2011 6. 11. 韓中國際學術大會 - 東亞細亞 文化의 傳統과 革新, 國際會議室/退溪學硏究所, 中國

北京 City-Inn Ho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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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론

- 정우락 2011. 1. 8., 2011년 中韓 飜譯學․飜譯敎育 國際學術會議, 北京大 朝鮮(韓國)言語文化學部, 朝

鮮文化硏究所 주관, 北京大 民主樓 208號, 外文樓 206號.

- 정우락 2011. 9. 28., 域外漢寂調査 2次分成果硏討會, 中國社會科學院 歷史硏究室 주관, 中國社會科學

院 1층 세미나실.

3) 국제 학술대회 개최 실적

- 백두현, 2010. 10. 8. ~ 11. SCRIPTA 2010 Writings and Civilizations, Organized by the

Hunminjeongeum Society, Venue: Sinyang Humanities Hall,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 백두현, 2011. 10. 7. ~ 10. Scripta 2011 Writings and Cognition, Organized by the Hunminjeongeum

Society, Venue: Sinyang Humanities Hall,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4) 국제 공동 세미나 발표 및 해외 대학 강연 실적

- 남길임 2010. 1. 26., Developing a Customized Browser for the Corpus of the Choseon Dynasty

Culinary Manuscripts, UCLA Center for Korean Studies.

- 정우락 2011년도 2학기, 북경대 조선언어문화학부에서 [韓國文學簡史](4학년) 강의.

- 백두현 2012. 12. 22.,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에 미친 중국 학문의 영향, 중국 칭다오 해양대학교 한국어

교육과 한국어전공 대학원생 대상 특강, 주관 : 중국해양대학교 외국어학원 한국어과 / 중국해양대학교 한

국학연구소.

------------------------------------------------------------------------------------------------------

8.1.2 국제적 연구활동 참여 실적

------------------------------------------------------------------------------------------------------

1. 국제적 연구 활동 참여 실적

본 사업단 참여교수들은 딱지본 소설, 종가 문화, 한국어의 유형론적 특성을 고려한 정형화된 표

현 연구 등과 같은 주제를 통해 일본, 미국 학자들과 국제 공동 연구 활동을 수행한 바 있다. 이러한 주

제의 공통점은 딱지본, 종가 문화와 같이 한국 역사, 문화의 특수성을 한국어문학과 접목한 주제라

는 점, 한국어의 특수성을 반영한 주제라는 데에 있다. 지금까지 사업단 참여교수들의 국제적 연구 활동 실

적은 아래와 같다.

1) 해외 연구자와의 공동 연구 실적

(1) 2012년 지역 언어문화 상품 조사에 대하여 한일 합동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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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김덕호 교수는 국립국어원 사업의 일환으로 일본 국립국어연구소 특임교수인 이노우에 후미

오 교수의 도움을 받아 한일 방언문화 상품 조사를 실시하였고, 2013년 6월 21일 한국방언학회에서

조사 결과를 분석한 내용을 방언의 문화콘텐츠 산업화를 위한 방안이라는 기획논문으로 발표했다. 2013

년에도 한일 방언문화 상품에 대한 추가적인 합동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2) 2012년 경북방언의 지각방언학에 대하여 한일 공동 연구 실시

2012년에 김덕호 교수는 일본 도쿠시마대학 岸江信介 교수, 계명문화대 瀧口惠子 교수와 함께 경북방언의

지각방언에 대하여 공동 연구를 실시하였고, 연구한 결과물을 2012년 12월 일본 言語文化연구에 慶北方

言の知覺方言學に關する硏究라는 제목의 공동 논문으로 제출한 바 있다.

(3) 딱지본 소설 공동 연구 실시

김주현 교수와 박현수 교수는 일본 도야마대학의 지원으로 2010년 12월 21일부터 24일까지 도야마대학을 방

문하여 동 대학 조선어학과 와다 도모미, 조호 사토시 교수와 함께 도야마대학 도서관 소장 한국 딱지본

소설의 자료적 가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한편 일본 도야마대학 조선어학과와 경북대학교 국어

국문학과는 2010년에서 2012년까지 매년 상호 방문을 통해 세미나를 개최하고 교환학생들의 교류하는 등 학

술교류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 2010. 12. 21. 제1차 공동 세미나

주제: 도야마 대학 소장 딱지본 소설의 규모와 특성

참석자: 김주현, 박현수, 와다 도모미, 조호 사토시

장소: 일본 도야마대학교 인문학부

- 2011. 12. 18. 제2차 공동 세미나

주제: 딱지본 소설에 나타난 근대 국어 장르와 문체적 특성 연구

참석자: 백두현, 남길임, 김덕호, 와다 도모미, 조호 사토시

장소: 일본 도야마대학교 중앙도서관

(4) 한국어 유형론적 특성을 고려한 정형화된 표현 분석

남길임 교수는 2010년 한국연구재단 교수 해외방문지원 사업의 수행으로 UCLA 손성옥 교수와 공동연구를 수

행한 바 있다. 공동연구의 주제는 한국어 유형론을 고려한 정형화된 표현 분석으로, 어절 단위가 아닌

형태 기반 n-gram 분석의 중요성을 한국어 것을 포함한 표현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공동 연구를 위하

여, 방문 연구 중에 두 차례의 대학원 세미나를 실시하였으며, 연구의 중간 결과물을 2010년 영국에서 개최

된 제20회 Japanese/Korean Linguistics conference에서 공동 발표한 바 있다. 최종 결과물은

Japanese/Korean Linguistics 20(ISBN-10: 1575866382)에 게재하였다.

2) 기타 국제 연구 활동 실적

(1) 小山內薰の演劇觀が韓國の近代劇形成に及ぼした影響に關する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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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석 교수는 2011년 Japan Foundation의 지원금 6,000만 원을 받아 일본 근대극 운동이 한국 근대극장의

형성에 미친 영향을 연구했다. 이 연구는 비교문학적 관점에서 일본과 한국 근대극의 영향 관계를 밝힌 의

미 있는 성과로 인정받고 있다.

(2) 한글 포함 문헌에 대한 연구 방향과 연구 가치 공동 모색

백두현 교수는 2012년 12월 14일부터 12월 28일까지 중국사회과학원(CASS)를 방문하여 Jiang Yin, 윤호빈

박사, 왕헌소 박사, 오강 박사, 마추신 박사(인류학)와 북경대학 도서관에 소장된 한국본 도서 중 한글이

포함된 문헌을 조사하여 이에 대한 연구 방향과 연구 가치를 모색하였다. 특히 한자음을 한글로 표기한 운

서(韻書)의 소재를 조사하여 판본상의 특징을 파악하였다.

(3) 영남지역 종가문화의 국제적 홍보

정우락 교수는 2011년 경상북도와 함께 영남지역 종가문화의 세계화를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

과물을 다큐멘터리 <종가, 500년의 초대>를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터키어판으로 번역 제작하여

영남지역 문화의 세계화에 기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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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사업단 비전에 맞는 국제화 전략 및 계획의 우수성

-------------------------------------------------------------------------------------------------------

1. 사업단의 비전에 맞는 국제화 계획

1) 국제 저명학술지(SCI(E), SSCI, A&HCI급) 게재 계획

한국학의 경우 한글로 이루어진 자료를 주 대상으로 삼는 까닭에 영어를 사용하는 해외 저명학술지에

투고할 기회가 그리 많지 않다. 최근 한국학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SCI(E), SSCI, A&HCI급 해외 학술 저널

에 투고를 늘려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역어문학의 세계화를 주요 비전으로 하는 본 사업단의

특성을 고려할 때, 참여교수의 국제 저명학술지 게재는 매우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다.

본 사업단이 속한 경북대학교에서는 KNU AH 학술 지원 사업(A&HCI 논문 게재를 목표로 연구 지원), 영어 논

문 교정 서비스 등을 통하여 인문학 전공 교수들의 해외 논문 투고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본 사업

단 자체에서도 ㄱ) 국제 저명 학술지 논문 게재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운영, ㄴ) 국제 공동세미나 개최 지

원, ㄷ) 국제 학술대회 개최 지원 등을 통하여 교수들의 국제 학술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본 사업단이 구성원들의 연구 결과물을 발표하고자 하는 국제 저명 학술지는 아래와 같다.

◇ 연구 결과물 발표 예정 국제 저명 학술지

-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Quarterly ISSN: 0925-8558

SPRINGER, VAN GODEWIJCKSTRAAT 30, DORDRECHT, NETHERLANDS, 3311 GZ

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

- JOURNAL OF ASIAN STUDIES Quarterly ISSN: 0021-9118

CAMBRIDGE UNIV PRESS, 32 AVENUE OF THE AMERICAS, NEW YORK, USA, NY, 10013-2473

- INTERNATIONAL JOURNAL OF ASIAN STUDIES Semiannual ISSN: 1479-5914

CAMBRIDGE UNIV PRESS, 32 AVENUE OF THE AMERICAS, NEW YORK, USA, NY, 10013-2473

- ASIAN THEATRE JOURNAL Semiannual ISSN: 0742-5457

UNIV HAWAII PRESS, 2840 KOLOWALU ST, HONOLULU, USA, HI, 96822

- ASIAN STUDIES REVIEW Quarterly ISSN: 1035-7823

ROUTLEDGE JOURNALS, TAYLOR & FRANCIS LTD, 4 PARK SQUARE, MILTON PARK, ABINGDON, ENGLAND,

OXFORDSHIRE, OX14 4RN

- Dialectologia ET Geolinguistica(DEG)

- International Journal of Corpus Linguistics

- International Journal of Lexicography

- Korea Journal

◇ 국제 저명학술지 게재 단계별 목표

2013년 ~ 2015년 : 1편

2016년 ~ 2017년 : 2편

2018년 ~ 2019년 : 4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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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학술저서는 논문 2편으로 인정)

2) 국제 학술대회 활동 강화 계획

최근 3년간 참여교수들의 국제 학술 활동과 연구 활동을 바탕으로 한 향후 사업 수행 목표를 제시할 수 있

다. 2010년부터 국제 학술/연구 활동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국제 학술대회 논

문 발표 실적을 향후 단계적으로 늘려나간다.

     ◇ 최근 3년간 국제 활동 실적과 향후 계획

     ------------------------------------------------------------------

     연도   국제 학술지 논문 게재 및 저술 활동    국제 학술대회 논문 발표

     ------------------------------------------------------------------

     2010 3 3

     2011 2 8

     2012 1 1

     -------------------------------------------------------------------

     2013 1 3

     2014 2 5

     2015 3 5

     2016 3 6

     2017 4 6

     2018 4 7

     2019 5 7

    --------------------------------------------------------------------

             

           <확장본 그래프4> 최근 3년간 국제 활동 실적과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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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단의 참여교수들이 사업단의 비전과 관련하여 참여할 수 있는 국제 저명 학술대회는 다음과 같다.

2013년도 아시아사전학회는 이미 논문을 제출하여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며, 나머지 학회는 순차적으로 논

문 발표를 신청할 계획이다.

◇ 참여 가능 국제 학술대회

- Euralex(유럽사전학회) 2014년 이탈리아 예정

- Asialex(아시아사전학회) 2013년 인도네시아(남길임 교수 팀 논문 발표 예정)

- 역학서학회 국제 학술대회 2014년 중국 북경 예정

- 국제고려학회 국제 학술대회 2014년

-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conference : 2014 AAS Conference, Philadelphia Marriott Downtown,

March 27-30, 2014.

-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in Asia conference : 2014 Asia in Motion : Heritage and

Transformation,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July 17-19, 2014.

- 朝鮮學會大會:第63回大會、天理大學、天理市、日本, 10.5-6, 2014.

- 中韓 飜譯學․飜譯敎育 國際學術會議, 중국, 2014.

한국학의 국제화는 가장 한국적인 것의 국제화를 의미하므로, 영남지역 어문학 자산의 문화적 특수성, 우수

성을 연구하여 학문적, 응용적 가치를 알리기 위한 국제적 학술 활동은 본 사업단의 핵심 비전 중 하나이

다.

2) 국제적 연구 활동 강화 계획

최근 3년간 참여교수의 국제적 연구 활동 실적이 그렇게 우수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지역적으로 일본에 치

우쳐 있었다. 본 사업단은 향후 참여교수들의 국제적 연구 활동을 연차적으로 강화해 갈 계획이다.

본 사업단이 진행할 수 있는 공동연구로는 아래와 같은 것이 있다.

◇ 향후 진행 예정 국제 공동 연구

- 남길임 <담화주석 말뭉치의 구축과 활용 연구>(예정) : 하와이대 한국어학과 김메리 교수

- 남길임 <한․일 웹사전 개발>(예정): 일본 교토대학 유타니 교수, 김형정 교수

- 정우락 <만주 이주 영남 유학자 활동 연구>(예정): 중국사회과학연구원 윤호빈 교수

- 김덕호 <영남지역 방언의 성조 연구>(예정): 일본 홋카이도대학 이연주 교수

2. 사업단의 비전에 맞는 국제화 전략

1) 국제 유관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본 사업단은 참여교수의 국제적 학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교류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유관 기관을

적극 활용하고, 필요하면 새로운 기관과의 교륙 협약을 체결해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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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교류 협약 체결 중인 기관

- 일본 도야마대학 인문학부 조선언어문화코스

- 이탈리아 카포스카리대학(Ca'Foscari University) 한국어학과

- 중국 해양대학 외국어학원 한국어과

- 중국 길림대학 한국어학부

◇ 향후 교류 협약 체결 예정 기관

(미국)

-콜롬비아대학 한국연구센터(The Center for Korean Research, Columbia University)

-하와이대학교 마노아 캠퍼스 한국학센터(The 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UCLA 한국학센터(UCLA Center for Korean Studies)

-UC Berkeley 한국학센터(UCLA Center for Korean Studies, UC Berkeley)

-하버드대 한국학연구소(The Korea Institute, Harvard University)

(영국)

-영국 국립 런던 대학 아시아․아프리카 학부 한일언어문화학과(SOAS Department of the Languages and

Cultures of Japan and Korea)

(중국)

-연변대학 조선한국연구중심(延邊大學 朝鮮韓國硏究中心)

-북경대학 조선문화연구소(北京大學 朝鮮文化硏究所)

-복단대학 한국연구중심(復旦大學 韓國硏究中心)

-중국해양대학 한국연구중심(中國海洋大學 韓國硏究中心)

-하북대학 한국어언문화연구중심(河北大學 韓國語言文化硏究中心)

(일본)

-규슈대학 조선사학 연구실(九州大學 朝鮮史學硏究室)

-덴리대학 국제문화학부 조선학과(天理大學 國際文化學部 朝鮮學科)

-도야마대학 인문학부 조선언어문화코스(富山大學 人文學部 朝鮮言語文化コ-ス)

-나고야대학 언어문화부 조선․한국어학과(名古屋大學 言語文化部 朝鮮․韓國語學科)

2) 국제 학술 및 연구 활동 지원 계획

본 사업단은 참여교수의 국제 저명학술지 논문 게재와 국제 저서 출판을 장려하기 위한 본교에서 시행 중

인 다양한 지원책을 적극 활용하고, 별도로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 사업단이 활용 가능한 소속 학교 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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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U AH 학술 지원 사업(A&HCI 논문 게재를 목표로 연구 지원)

- 영문 논문 교정 서비스

(2) 사업단 자체 지원 방안

- 해외석학 초청 공동 세미나: 공동 세미나를 통한 연구 결과의 국제적 검증

- 국제 학술대회 개최: 본 사업단이 시행하는 국제 학술대회 발표 및 토론을 통한 연구 검증

- 외국인 멘토 제도 활용: 참여교수-외국인 연구자 멘토제 신설

- 국제 공동 연구를 위한 세미나 지원: 참여 교수가 대학원생을 포함하여 해외 연구자와 공동 연구를 수행

하기 위한 세미나, 단기 출장 지원

3) 기타 국제 학술활동 지원 방안

본 사업단은 참여교수들의 국제 학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속 대학에 구축되어 있는 기존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사업단 자체에도 국제 학술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한다.

본 사업단 참여교수가 활용할 수 있는 사업단 내외의 인프라는 다음과 같다.

- BK21플러스사업단 영문 홈페이지

- 소속 학과 대학원 영문 홈페이지(참여교수 홈페이지와 연동)

현재 학과, 대학원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영문 홈페이지를 참여교수 각 연구의 영역으로 확대하여, 본 사업

단의 연구 및 교육과정을 사업단/학과/연구실(교수)별 영문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홍보한다. 이로써 본 사업

단의 연구를 국제적으로 알리고, 한국 지역어문학의 세계적 확산을 위한 거점 연구단으로서의 입지를 다진

다.

---------------------------------------------------------------------------------



9 참여교수 연구역량

9.1 연구비(최근 3년)

<표 9> 최근 3년간 참여교수 1인당 정부, 산업체, 해외기관 등 연구비 수주 실적 (단위: 천원)

T_1_1:항목

T_1_2:수주액(천원)

T_2_2:2010년 T_2_3:2011년 T_2_4:2012년 T_2_5:전체기간 실적

T_3_1:정부연구비 수주총액 D_3_2:245,888 D_3_3:335,621 D_3_4:682,710 D_3_5:1,264,219

T_4_1:산업체 연구비

수주총액
D_4_2:- D_4_3:- D_4_4:- D_4_5:-

T_5_1:해외기관 연구비 수주

환산총액
D_5_2:- D_5_3:- D_5_4:- D_5_5:-

T_6_1:1인당 총 연구비

수주액
D_6_2:35,126 D_6_3:47,945 D_6_4:97,530 D_6_5:180,602

T_7_1:참여교수 수 D_7_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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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논문(연구실적) (최근3년)

9.2.1 참여교수 1인당 연구재단 등재(후보)지, 국제저명학술지(SCI(E), SSCI, A&HCI), 기타국제

학술지 및 저서 환산 논문 편수

<표 10> 참여교수 1인당 논문 및 학술저서 환산편수 실적 (단위: 명)

T_1_1:항목

T_1_3:최근 3년간 실적(편)

T_1_6:전체기간 실적
T_2_3:2010년 T_2_4:2011년 T_2_5:2012년

T_3_1: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논문

환산편수
D_3_3:14.5333 D_3_4:17.2 D_3_5:19.7 D_3_6:51.4333

T_4_1:국제저명 학술지 논문 환산편수 D_4_3:- D_4_4:- D_4_5:- D_4_6:-

T_5_1:기타국제 학술지 논문 환산편수 D_5_3:2 D_5_4:1 D_5_5:0.5 D_5_6:3.5

T_6_1:학술 저서

환산편수

T_6_2:국어 D_6_3:3.5824 D_6_4:9.6872 D_6_5:6.3611 D_6_6:19.6307

T_7_2:외국어 D_7_3:0.2727 D_7_4:- D_7_5:- D_7_6:0.2727

T_8_1:총 연구실적 환산편수 D_8_3:20.3884 D_8_4:27.8872 D_8_5:26.5611 D_8_6:74.8367

T_9_1:교수 1인당 연구실적 환산편수 D_9_3:2.9126 D_9_4:3.9838 D_9_5:3.7944 D_9_6:10.6909

T_10_1:참여교수 수 D_10_6:7

9.2.2 사업단 참여 교수 논문의 우수성

ⓐ 사업단 참여교수 대표논문 우수성

<표 11> 사업단 참여교수 대표 논문실적 목록

T_1_1:연번 T_1_2:논문제목

T_1_3:게재정보
T_1_5:저자 중

참여교수 성명
T_1_6:주저자 여부

T_1_7:객관적인

우수성
T_2_3:게재학술지명 T_2_4:년월(YYYYMM)

D_1_1:1

D_1_2:어문생활사로

본 언간과

한글고문서의

연구 방법

D_1_3:국어사연구 D_1_4:201004 D_1_5:백두현 D_1_6:제1

D_1_7:KCI피인용지수

22007년

한국학술진흥재

단 지원 연구

과제,

KRF-2007-361-A

M002

D_2_1:2

D_2_2:융합성의

관점에서 본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

D_2_3:어문론총 D_2_4:201212 D_2_5:백두현 D_2_6:제1

D_2_7:2011년

한국학술진흥재

단

지원연구과제,

NRF-2011-327-A

00361

D_3_1:3

D_3_2:Production of

a dialect map

utilizing Map

Maker

D_3_3:Dialectologia D_3_4:201008 D_3_5:김덕호 D_3_6:제1

D_3_7:국제일반학술

지-스페인

바로셀로나의

국제방언학지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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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_3_1:3

D_3_2:Production of

a dialect map

utilizing Map

Maker

D_3_3:Dialectologia D_3_4:201008 D_3_5:김덕호 D_3_6:제1

집장이 A&HCI 인

DEG의 편집장을

겸하고 있는

학술지임

D_4_1:4

D_4_2:담화표지

뭐의

사용패턴과

기능

D_4_3:한글 D_4_4:201006 D_4_5:남길임 D_4_6:제1
D_4_7:KCI피인용지수

5

D_5_1:5

D_5_2:한국어의

정형화된 표현

연구

D_5_3:담화와 인지 D_5_4:201008 D_5_5:남길임 D_5_6:교신
D_5_7:KCI피인용지수

2

D_6_1:6

D_6_2:朝鮮中期

江岸地域의

文學活動과 그

性格 - 낙동강

중류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시론 -

D_6_3:한국학논집 D_6_4:201006 D_6_5:정우락 D_6_6:제1
D_6_7:KCI피인용지수

2

D_7_1:7

D_7_2:텍스트의

구경-선금술(選

金術)의 방법론

D_7_3:한국현대문학

연구
D_7_4:201108 D_7_5:김주현 D_7_6:제1

D_7_7:우수연구

연구자

리뷰http://boo

kgram.pe.kr/12

0163291439

D_8_1:8

D_8_2:<십현담주해>

의 언어관과

한용운의 시론

D_8_3:한국현대문학

연구
D_8_4:201212 D_8_5:박현수 D_8_6:제1

D_8_7:2013년 제11회

유심작품상

학술 부문 수상

D_9_1:9
D_9_2:<하차>에 대한

비교 연구
D_9_3:어문학 D_9_4:201106 D_9_5:김재석 D_9_6:제1

D_9_7:2012년

한국연구재단

우수논문지원사

업 수혜

ⓑ 객관적 수치를 활용한 대표실적 우수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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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인용지수를 통해 본 대표실적의 우수성

1) 남길임: <담화표지 뭐의 사용패턴과 기능>, <한국어의 정형화된 표현 연구>

남길임의 <담화표지 뭐의 사용패턴과 기능>은 발표되자마자 관련 학계의 큰 관심을 끌고 있는 논문이

다. KCI피인용지수가 5로 나와 있으나, 실제적 피인용지수는 그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연구는 통사적으로 핵의 위치에 있지 않으면서, 의미적으로 명제적 내용을 가지지 않는 담화표지의 사용패

턴을 분석하는 방법론을 심화시켰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한국어의 정형화된 표현 연구>는 말

뭉치 분석을 통해 한국어의 정형화된 표현의 형태적, 통사적, 담화기능적 특성을 살펴본 논문으로, KCI피인

용지수가 2이다.

2) 백두현: <어문생활사로 본 언간과 한글고문서의 연구 방법>

백두현의 <어문생활사로 본 언간과 한글고문서의 연구 방법>은 한글로 필사된 국어사 자원을 생활사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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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 연구로, KCI피인용지수가 2이다. 이 논문은 언간과 한글고문서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라면 읽어야 하

는 논문으로 평가받는다.

3) 정우락: <朝鮮中期 江岸地域의 文學活動과 그 性格>

정우락의 <朝鮮中期 江岸地域의 文學活動과 그 性格>은 조선 중기 낙동강 연안 지역의 문학을 철학과 역사

학의 관점을 수용한 학제간 연구로, KCI피인용지수가 2이다. 이 논문은 본 사업단의 주제와 관련성이 높은

바, 본 사업단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논문이면서, 실천적 연구의 방향을 함께 보여 주고 있다. 이 논문은

조선중기 낙동강 연안 지역의 문학을 연구하되 작가들의 문학 활동에 중점을 두었으며, 문화공간-영

남'의 한문학적 독해를 시도하여, 영남을 하나의 문화공간으로 인식하고 연구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

다. 아울러 문학을 연구하되 철학과 역사학적 관점을 수용하였다는 측면에서 학제간(Interdisciplinarity)

연구의 대표적 성과로 인정받고 있다.

2. 공인된 우수 논문 실적

1) 김재석: <<하차>에 대한 비교 연구>

김재석의 <<하차>에 대한 비교 연구>는 유럽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근대극 현상을 아우르는 흐름을 보여준

논문으로 학계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논문이다. 한 편의 극이 유럽, 일본, 그리고 한국이라는 서로 다른

문화적 맥락에서 어떻게 변형되고 있는지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그 의미를 찾아나가는 이 논문은 저자의 학

문적 역량과 성실성이 빚어낸 우수한 업적이다.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이 논문은 2012년 한국연구재단 우수

논문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았다.

2) 김주현: <텍스트의 구경─선금술의 방법론>

김주현의 <텍스트의 구경─선금술의 방법론>은 한국 근대문학의 연구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글이다.

문학 연구에서 원전확정을 통한 실증적 연구에서 본색의 추구라는 의미의 부여에 이르기까지 텍스트 연구

의 방법론을 실제 연구와 결부시켜 제시한 글로 하나의 방법론을 모색한 글이다. 한 연구자는 <텍스트의

구경─선금술의 방법론>이라는 최근의 논문에서 신채호의 방법론을 통해 근대 문학사 연구의 몇 가지 문제

점을 지적하고 문학 연구자가 좇아야 할 자세와 태도에 대해 정말 멋진 논의를 펼쳤다.고 썼다.

3) 박현수: <<십현담주해>의 언어관과 한용운의 시론>

박현수의 <<십현담주해>의 언어관과 한용운의 시론>은 시론을 거의 남기지 않은 한용운의 시론을 <십현담주

해>라는 글을 통해 재구성한 논문이다. 이 논문은 불교적 학설과 현대 시학의 논리를 새롭게 접목시켜 만

해 한용운의 언어 의식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줬다.며 이를 통해 시집 님의 침묵에 담긴

오묘한 시적 함축을 더욱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평가를 받으며 만해사상실천선양회(이사장

조오현)가 운영하는 유심작품상 학술 부문에 선정되었다.

4) 백두현: <어문생활사로 본 언간과 한글고문서의 연구 방법>, <융합성의 관점에서 본 훈민정음의 창제 원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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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현의 <어문생활사로 본 언간과 한글고문서의 연구 방법>, <융합성의 관점에서 본 훈민정음의 창제 원

리> 두 논문은 모두 한국연구재단의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선발된 연구과제이다. <어문생활사로 본 언간

과 한글고문서의 연구 방법>은 한글로 필사된 국어사 자원을 생활사와 관련지은 연구로 주목받고 있다. <융

합성의 관점에서 본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는 훈민정음 창제 원리를 집대성한 연구이므로 앞으로 이 방면

의 연구자가 반드시 읽어야 할 논문이다. 두 논문은 기존의 한국어문학 자원을 현대적 문화자산으로 활용하

기 위해 창의적 재해석을 가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두 논문은 모두 본 사업단의 연구 방향에 부합되는 것

이다.

3. 국제적 파급 효과의 우수성

1) 김덕호: <Production of a dialect map utilizing Map Maker>

김덕호의 <Production of a dialect map utilizing Map Maker>는 한국 방언지도 제작 능력의 우수성을 해외

에 과시한 논문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한국에서 방언지도 제작 기술은 외국의 방법을 도입해 적용하

는 단계에 있었으나, 김덕호는 독자적인 방법을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써 한국어뿐만 아니라 각국의 방언지도

를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다.

------------------------------------------------------------------------------------------------------

9.2.3 사업단 저명학술지 우수 논문 향상 계획

------------------------------------------------------------------------------------------------------

1. 사업단 저명학술지 우수 논문 향상 계획

1) 국제 저명학술지(SCI(E), SSCI, A&HCI급) 게재 계획

한국학의 경우 한글로 이루어진 자료를 주 대상으로 삼는 까닭에 영어를 사용하는 해외 학술지에 투고

할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았다. 한국학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SCI(E), SSCI, A&HCI급 해외 학술 저널에 투고

를 늘려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사업단에서도 이 점을 주목하여 해외 저명학술지에 결과물을 적

극 게재할 예정이다.

본 사업단이 구성원들의 연구 결과물을 발표하고자 하는 국제 저명 학술지는 아래와 같다.

◇ 연구 결과물 발표 예정 국제 저명학술지

-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Quarterly ISSN: 0925-8558

SPRINGER, VAN GODEWIJCKSTRAAT 30, DORDRECHT, NETHERLANDS, 3311 GZ

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

- JOURNAL OF ASIAN STUDIES Quarterly ISSN: 0021-9118

CAMBRIDGE UNIV PRESS, 32 AVENUE OF THE AMERICAS, NEW YORK, USA, NY, 10013-2473

- INTERNATIONAL JOURNAL OF ASIAN STUDIES Semiannual ISSN: 1479-5914

CAMBRIDGE UNIV PRESS, 32 AVENUE OF THE AMERICAS, NEW YORK, USA, NY, 10013-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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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IAN THEATRE JOURNAL Semiannual ISSN: 0742-5457

UNIV HAWAII PRESS, 2840 KOLOWALU ST, HONOLULU, USA, HI, 96822

- ASIAN STUDIES REVIEW Quarterly ISSN: 1035-7823

ROUTLEDGE JOURNALS, TAYLOR & FRANCIS LTD, 4 PARK SQUARE, MILTON PARK, ABINGDON, ENGLAND,

OXFORDSHIRE, OX14 4RN

-Dialectologia ET Geolinguistica(DEG)<A&HCI>

◇ 국제 저명 학술지 게재 단계별 목표

2013년 ~ 2015년 : 1편

2016년 ~ 2017년 : 2편

2018년 ~ 2019년 : 4편

(※ 국제 학술저서는 논문 2편으로 인정)

2) 국내 우수학술지 게재 계획

본 사업단 참여교수들의 국내 우수학술지 게재 실적은 2010년 14.5편, 2011년 17.2편, 2012년 19.7편으로

꾸준히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사업단은 이와 같은 참여교수의 실적을 바탕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국

내 우수학술지(등재후보지 이상) 게재 실적을 향상시켜 나간다.

◇ 국내 우수학술지 게재 단계별 목표

2013년 ~ 2015년 : 60편(20편*3년)

2016년 ~ 2017년 : 42편(21편*2년)

2018년 ~ 2019년 : 42편(21편*2년)

2. 국제 저명학술지 및 국내 우수학술지 게재 실적 향상 전략

1) 참여교수 연구 실적 평가제도 도입

본 사업단은 참여교수의 국제 저명학술지 및 국내 우수학술지 발표 실적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참여교수 평

가제도를 도입한다. 사업 기간 동안 매년 참여교수의 논문 발표 실적을 평가해 우수한 참여교수에게는 사업

단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한다. 반면 사업단이 설정한 논문 발표 실적을 달성하지 못

할 경우에는 사업단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2) 피인용지수(IP) 평가를 활용한 연구 논문의 질적 향상 도모

본 사업단은 피인용지수를 활용해 참여교수 발표 실적에 대한 질적 평가도 실시한다. 피인용지수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참여교수에게는 성과급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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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기타 연구의 우수성

-------------------------------------------------------------------------------------------------------

1. 사업단 참여교수의 대표 우수 사례

1) 산학협동 사업 추진: 김덕호

김덕호는 국립국어원과 산학협동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역 언어문화 상품 개발을 목표로 하는 사업

을 201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다. 특히 사투리 상품 아이디어 공모전은 사투리를 활용한 유

․무형의 상품, 인테리어 소품, 관광 기념상품, 지역 언어 경관 상품 개발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을 높였다

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산학협동의 경험은 이번 사업에서도 지역의 문화어문학 자료를 실용

화하는 데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2011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김재석

김재석의 《근대전환기 한국의 극》(연극과인간, 2010)은 한국의 근대전환기 연극 현상을 다룬 글 10여 편

을 모은 저서이다. 이 저서에서 필자는 한국 근대극 형성 과정의 복잡다단한 상황을 치밀하게 재구하고, 그

것을 바탕으로 한국 근대극의 형성 과정을 구성해 나가고 있다. 특히 <협률사>와 <은세계>에 관한 연구는

필자의 학문적 열정과 집념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이 저서는 발간 이후 한국 근대극 전공자들의 필독서

가 되고 있다.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이 저서는 2011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3) 2013년 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 김주현

김주현의 《신채호문학연구초》(소명출판, 2012)는 단재에 관련된 20여 편의 글을 모아 발간한 저서로 단

재 연구를 위한 토대를 구축한 저서이다. 단재의 글을 200여 편 발굴하였으며, 또한 기존에 저자 논란이 많

던 여러 편의 글에 대해 저자확정을 함으로써 단재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연 저서로 평가된다. 이 저서에

대해서는 황재문의 <선금술의 의의와 몇 가지 문제>(《민족문학사연구》50, 2012. 12.)와 서은혜의

<흙덩이에서 사금을 찾아내는, 선금술(選金術)의 연구-김주현>, 《신채호문학연구초》(《문학의 오늘》,

2012. 9.)의 저서 리뷰가 있었다. 이 책은 2012년 8월 출판저널이 정한 이달의 책에 선정되었고, 2013

년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4)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산학 협동: 남길임

남길임의 산학협동은 디지털 시대에 어울리는 사업 수행이라는 면에서 중요하다. 2011년부터 문화체육관광

부와 협약을 맺고,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생활용어 구축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 전통 문헌에

서 살려쓸 만한 어휘, 전통 생활 용어, 의/식/주 관련 용어를 수집하여, 개방형 한국어지식대사전(우리말

샘)에 등재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언어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다. 한국연구

재단의 용역으로 <조선시대 필사본 음식조리서의 용어 색인 DB 구축> 사업을 수행하였다. 조선시대 필사본

음식조리서의 원전 말뭉치와 번역 말뭉치를 병렬 말뭉치로 구축하고, 어휘 주석과 의미 주석을 수행하였

다. 이를 통하여 국어학자뿐만 아니라 음식조리학자, 일반인들까지도 전통 한국음식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서도 연구 성과

의 맨 윗자리(http://www.krm.or.kr/baseData/index.jsp)에 올려놓을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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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 10년 대표 성과 선정: 백두현

백두현이 발표한 <조선 시대 여성의 문자 생활 연구> 논문은 2012년 12월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 10년 대

표 성과로 선정되었다. 이 논문은 국어사 문헌 자료들을 문자생활사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연구하여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백두현이 저술한 《한글 편지로 본 조선시대 선비의 삶》(역락출판사, 2011)은 2011년 12

월 문화관광부의 우수교양도서에 선정되었다. 백두현이 수행한 <조선시대 한글 음식조리서 연구를 통한 조

리 용어 통합 검색 시스템 개발>에 기반하여, 2011년에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조선시대 필사본 음식

조리서의 용어 색인 DB 구축> 사업을 수행했다. 이 결과물은 한국연구재단 누리집 토대연구DB에서 가

장 큰 관심을 끌며 서비스되고 있다(http://ffr.krm.or.kr/base/td003/browse_year.html). 2013년 2월에는

규장각 소장의 음식조리서 세 가지를 묶어서 《주방문․정일당잡지 주해》(글누림출판사, 2013)라는 단행본

으로 출판했다. 이 책은 백두현이 이미 출판한 《음식디미방 주해》(글누림출판사, 2006)와 함께 전통 음

식 연구자 및 전통 음식의 현대화 사업에 유용한 기초 자료가 되어 있다.

6) 지방자치단체 연계 사업 수행: 정우락

정우락은 경상북도와 지속적인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최근의 주목할 만한 업적으로는 영남의 종가와 관

련된 것이다. 그는 영남의 핵심문화 가운데 하나인 종가를 대상으로 하여 <경북 주요종가 소개책자 및 영상

물 제작 사업> 3년차 사업을 수행 중이다. 그 결과물은 DVD로 제작된 다큐멘터리 <종가, 500년의 초대>에

집합되어 있으며, 이것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터키어로 번역되어 간행되었다. 그 외에도 지역

의 문화자원 조사 연구의 일환으로 <무흘구곡 경관가도 문화자원 기본조사>를 김천시와 성주군의 지원을 받

아 수행하고 있고, 대구시 및 달성군과 협약을 맺고 <달성을 빛낸 인물 조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 기타 우수 실적 향상을 위한 계획

본 사업단의 참여교수들은 지금까지 우수학술도서 선정, 한국연구재단 대표성과 선정을 통해 연구의 질적

우수성을 인정받아 왔다. 또한 관학 혹은 산학 협동을 통해 우수한 결과물을 생산해 왔다. 지금까지의 성과

를 토대로 본 사업단의 우수 실적 향상을 위해 현재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협력 가능한 기관을 적극적으로

찾아 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

◇ 현재 진행 중인 산학․관학 협력 사례

-경산문화원: 선비문화강좌 참여

-국립국어원: 지역 언어문화 상품 개발, 사투리 상품 아이디어 공모전 수행

-김천시․성주군: 무흘구곡 경관가도 문화자원 기본조사 사업 수행

-대구박물관: 시민교양 인문강좌 프로그램 참여

-대구시․달성군: 달성을 빛낸 인물 조사 사업 수행

-운경재단: 치유의 인문학 프로그램 공동 운영

-유네스코대구협회: 찾아가는 인문학 교실 공동 운영

-㈜더아이엠씨: 대구시 관련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MOU 체결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2010년 이후 인문학 강좌, 인문학 퀴즈대회 공동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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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협력 예정 기관

-경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전통문화를 이용한 문화콘텐츠 공동 개발

-한국국학진흥원: 문화어문학 관련 영남 북부권 대표 기관(경북 안동 소재)

-대구경북연구원: 문화어문학 관련 영남 중부권 대표 기관(대구광역시 소재)

-기타 지역 문학관, 문화원

------------------------------------------------------------------------------------------------------



Ⅲ 사업비 집행 계획

1 사업비 집행 계획(1~7차년도) (단위 : 천원)

T_1_1:항목 T_1_2:1년차 T_1_3:2년차 T_1_4:3년차 T_1_5:4년차 T_1_6:5년차 T_1_7:6년차 T_1_8:7년차 T_1_9:계

T_2_1:대학원생

연구장학금
D_2_2:184,800 D_2_3:184,800 D_2_4:184,800 D_2_5:184,800 D_2_6:184,800 D_2_7:184,800 D_2_8:184,800 D_2_9:1,293,600

T_3_1:신진연구인

력 인건비
D_3_2:90,000 D_3_3:90,000 D_3_4:90,000 D_3_5:90,000 D_3_6:90,000 D_3_7:90,000 D_3_8:90,000 D_3_9:630,000

T_4_1:국제화

경비
D_4_2:50,448 D_4_3:50,448 D_4_4:50,448 D_4_5:50,448 D_4_6:50,448 D_4_7:50,448 D_4_8:50,448 D_4_9:353,136

T_5_1:사업단

운영비
D_5_2:36,960 D_5_3:36,960 D_5_4:36,960 D_5_5:36,960 D_5_6:36,960 D_5_7:36,960 D_5_8:36,960 D_5_9:258,720

T_6_1:간접비 D_6_2:7,392 D_6_3:7,392 D_6_4:7,392 D_6_5:7,392 D_6_6:7,392 D_6_7:7,392 D_6_8:7,392 D_6_9:51,744

T_7_1:합계 D_7_2:369,600 D_7_3:369,600 D_7_4:369,600 D_7_5:369,600 D_7_6:369,600 D_7_7:369,600 D_7_8:369,600 D_7_9:2,58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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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비 집행 세부 내역(1~3차년도)

[1차년도] (2차년도 이후 동일 양식으로 기재)

1)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단위 : 원)

T_1_1:구분 T_1_2:지원대상인원(A) T_1_3:1인당 월지급액(B) T_1_4:지급개월수(C) T_1_5:산출액(A*B*C) T_1_6:비고

T_2_1:석사과정생 D_2_2:9 D_2_3:600,000 D_2_4:12 D_2_5:64,800,000 D_2_6:

T_3_1:박사과정생 D_3_2:10 D_3_3:1,000,000 D_3_4:12 D_3_5:120,000,000 D_3_6:

T_4_1:합계 D_4_2:19 D_4_3:X D_4_4:X D_4_5:184,800,000 D_4_6:X

2)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단위 : 원)

T_1_1:구분 T_1_2:지원대상인원(A) T_1_3:1인당 월지급액(B) T_1_4:지급개월수(C) T_1_5:산출액(A*B*C)

T_2_1:박사후 과정생 D_2_2:0 D_2_3:0 D_2_4:0 D_2_5:0

T_3_1:계약교수 D_3_2:3 D_3_3:2,500,000 D_3_4:12 D_3_5:90,000,000

T_4_1:합계 D_4_2:3 D_4_3:X D_4_4:X D_4_5:90,000,000

3) 국제화 경비 (단위 : 원)

T_1_1:구분 T_1_2:산출근거 T_1_3:금액

T_2_1:단기연수
D_2_2:o 단기 연수 지원(4인, 15일 이내)

- 4인*2,000,000=8,000,000
D_2_3:8,000,000

T_3_1:장기연수
D_3_2:o 장기 연수 지원(2인, 1개월~6개월)

- 2인*6,000,000=12,000,000
D_3_3:12,000,000

T_4_1:해외석학초빙

D_4_2:o 해외 석학 초빙 강연 프로그램

개최(연 1회)

- 4,000,000*1회=4,000,000

D_4_3:4,000,000

T_5_1:기타국제화활동

D_5_2:o 대학원생 국제 학술대회 발표 및

참가 지원

- 발표 지원 5인*2,000,000=10,000,000

- 참가 지원 20인*500,000=10,000,000

o 기타 해외 공동 세미나 개최 연 1회

6,448,000

D_5_3:26,448,000

T_6_1:합계 D_6_3:50,4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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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단 운영비 (단위 : 원)

T_1_1:구분 T_1_2:산출근거 T_1_3:금액

T_2_1:사업단 전담직원 인건비 D_2_2:해당사항 없음 D_2_3:0

T_3_1:성과급

D_3_2: o 참여 대학원생 대상

- 석사논문우수상 1인*50(연

1회)=500,000

- 박사과정 우수학술논문 선정 및 지원

1인*30(연 1회)=300,000

- 연구계획서 공모전 3인*30(연

1회)=900,000

o 신진연구인력 및 참여교수 대상

- 우수 연구 성과 성과급

5,000,000(범위 내 지원)

D_3_3:6,700,000

T_4_1:국내여비

D_4_2:o 현장학습 및 현장조사 6박 7일

- 숙박비 31*30,000*6=5,580,000

- 식비 31*20,000*7=4,340,000

- 교통비 7*60,000*7=2,940,000

- 일비(조사비)

31*20,000*7=4,340,000

D_4_3:17,200,000

T_5_1:학술활동지원비

D_5_2:o 참여 대학원생 국내 학회 및 세미나

참가

- 1인 연 2회 지원 3,000,000(범위 내

지원)

(지원 금액 : 발표 100,000 / 토론 및

참가 50,000)

o 전문가 초청 특강 프로그램

- 전문가 초청 자문료 1인*50*2(연

2회)=1,000,000

D_5_3:4,000,000

T_6_1: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D_6_2:해당사항 없음 D_6_3:0

T_7_1:일반수용비

D_7_2:o 사무용품비, 인쇄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전화료 등

- 760,000

D_7_3:760,000

T_8_1:회의비

D_8_2:o 주례 간담회(주 1회, 참여교수 및

신진연구인력)

- 지원 금액 : 2,000,000(범위 내 지원)

D_8_3:2,000,000

T_9_1:각종 행사경비

D_9_2:o 전국 학술대회 개최(연 1회)

- 발표 10인*100,000=1,000,000

- 사회 및 토론 20*50,000=1,000,000

- 발표지 인쇄 500,000

o 사업단 자체 학술대회(연 2회)

- 1회*400,000(연 2회)=800,000

D_9_3:3,300,000

T_10_1:기타 D_10_2:o 신진연구인력 연구 공간 인프라 구축 D_10_3: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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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간접비 (단위 : 원)

D_1_1:7,392,000원

[2차년도]

1)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단위 : 원)

T_1_1:구분 T_1_2:지원대상인원(A) T_1_3:1인당 월지급액(B) T_1_4:지급개월수(C) T_1_5:산출액(A*B*C) T_1_6:비고

T_2_1:석사과정생 D_2_2:9 D_2_3:600,000 D_2_4:12 D_2_5:64,800,000 D_2_6:

T_3_1:박사과정생 D_3_2:10 D_3_3:1,000,000 D_3_4:12 D_3_5:120,000,000 D_3_6:

T_4_1:합계 D_4_2:19 D_4_3:X D_4_4:X D_4_5:184,800,000 D_4_6:X

2)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단위 : 원)

T_1_1:구분 T_1_2:지원대상인원(A) T_1_3:1인당 월지급액(B) T_1_4:지급개월수(C) T_1_5:산출액(A*B*C)

T_2_1:박사후 과정생 D_2_2:0 D_2_3:0 D_2_4:0 D_2_5:0

T_3_1:계약교수 D_3_2:3 D_3_3:2,500,000 D_3_4:12 D_3_5:90,000,000

T_4_1:합계 D_4_2:3 D_4_3:X D_4_4:X D_4_5:90,000,000

3) 국제화 경비 (단위 : 원)

T_1_1:구분 T_1_2:산출근거 T_1_3:금액

T_2_1:단기연수
D_2_2:o 단기 연수 지원(4인, 15일 이내)

- 4인*2,000,000=8,000,000
D_2_3:8,000,000

T_3_1:장기연수
D_3_2:o 장기 연수 지원(2인, 1개월~6개월)

- 2인*6,000,000=12,000,000
D_3_3:12,000,000

T_4_1:해외석학초빙

D_4_2:o 해외 석학 초빙 강연 프로그램

개최(연 1회)

- 4,000,000*1회=4,000,000

D_4_3:4,000,000

T_5_1:기타국제화활동
D_5_2:o 대학원생 국제 학술대회 발표 및

참가 지원
D_5_3:26,4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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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_10_1:기타

(1년차에만 해당)

- 지원 금액 : 2,000,000(범위 내 지원)

o 사업단 홍보비(브로슈어 제작 등)

- 지원 금액 : 1,000,000

D_10_3:3,000,000

T_11_1:합계 D_11_3:36,960,000



T_5_1:기타국제화활동

- 발표 지원 5인*2,000,000=10,000,000

- 참가 지원 20인*500,000=10,000,000

o 기타 해외 공동 세미나 개최 연 1회

6,448,000

D_5_3:26,448,000

T_6_1:합계 D_6_3:50,448,000

4) 사업단 운영비 (단위 : 원)

T_1_1:구분 T_1_2:산출근거 T_1_3:금액

T_2_1:사업단 전담직원 인건비 D_2_2:해당사항 없음 D_2_3:0

T_3_1:성과급

D_3_2:o 참여 대학원생 대상

- 석사논문우수상 1인*50(연

1회)=500,000

- 박사과정 우수학술논문 선정 및 지원

1인*30(연 1회)=300,000

- 연구계획서 공모전 3인*30(연

1회)=900,000

o 신진연구인력 및 참여교수 대상

- 우수 연구 성과 성과급

7,000,000(범위 내 지원)

D_3_3:8,700,000

T_4_1:국내여비

D_4_2:o 현장학습 및 현장조사 6박 7일

- 숙박비 31*30,000*6=5,580,000

- 식비 31*20,000*7=4,340,000

- 교통비 7*60,000*7=2,940,000

- 일비(조사비)

31*20,000*7=4,340,000

D_4_3:17,200,000

T_5_1:학술활동지원비

D_5_2:o 참여 대학원생 국내 학회 및 세미나

참가

- 1인 연 2회 지원 3,000,000(범위 내

지원)

(지원 금액 : 발표 100,000 / 토론 및

참가 50,000)

o 전문가 초청 특강 프로그램

- 전문가 초청 자문료 1인*50*2(연

2회)=1,000,000

D_5_3:4,000,000

T_6_1: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D_6_2:해당사항 없음 D_6_3:0

T_7_1:일반수용비

D_7_2:o 사무용품비, 인쇄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전화료 등

- 760,000

D_7_3:760,000

T_8_1:회의비
D_8_2:o 주례 간담회(주 1회, 참여교수 및

신진연구인력)
D_8_3: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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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_8_1:회의비 - 지원 금액 : 2,000,000(범위 내 지원) D_8_3:2,000,000

T_9_1:각종 행사경비

D_9_2:o 전국 학술대회 개최(연 1회)

- 발표 10인*100,000=1,000,000

- 사회 및 토론 20*50,000=1,000,000

- 발표지 인쇄 500,000

o 사업단 자체 학술대회(연 2회)

- 1회*400,000(연 2회)=800,000

D_9_3:3,300,000

T_10_1:기타
D_10_2:o 사업단 홍보비(브로슈어 제작 등)

- 지원 금액 : 1,000,000
D_10_3:1,000,000

T_11_1:합계 D_11_3:36,960,000

5) 간접비 (단위 : 원)

D_1_1:7,392,000원

[3차년도]

1)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단위 : 원)

T_1_1:구분 T_1_2:지원대상인원(A) T_1_3:1인당 월지급액(B) T_1_4:지급개월수(C) T_1_5:산출액(A*B*C) T_1_6:비고

T_2_1:석사과정생 D_2_2:9 D_2_3:600,000 D_2_4:12 D_2_5:64,800,000 D_2_6:

T_3_1:박사과정생 D_3_2:10 D_3_3:1,000,000 D_3_4:12 D_3_5:120,000,000 D_3_6:

T_4_1:합계 D_4_2:19 D_4_3:X D_4_4:X D_4_5:184,800,000 D_4_6:X

2)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단위 : 원)

T_1_1:구분 T_1_2:지원대상인원(A) T_1_3:1인당 월지급액(B) T_1_4:지급개월수(C) T_1_5:산출액(A*B*C)

T_2_1:박사후 과정생 D_2_2:0 D_2_3:0 D_2_4:0 D_2_5:0

T_3_1:계약교수 D_3_2:3 D_3_3:2,500,000 D_3_4:12 D_3_5:90,000,000

T_4_1:합계 D_4_2:3 D_4_3:X D_4_4:X D_4_5:90,000,000

3) 국제화 경비 (단위 : 원)

T_1_1:구분 T_1_2:산출근거 T_1_3:금액

T_2_1:단기연수
D_2_2:o 단기 연수 지원(4인, 15일 이내)

- 4인*2,000,000=8,000,000
D_2_3:8,000,000

T_3_1:장기연수
D_3_2:o 장기 연수 지원(2인, 1개월~6개월)

- 2인*6,000,000=12,000,000
D_3_3:12,000,000

- 117 -



T_4_1:해외석학초빙

D_4_2:해당사항 없음

※ 3차년도에는 해외 석학 초빙

프로그램 대신 국제 학술대회 개최

D_4_3:0

T_5_1:기타국제화활동

D_5_2:o 대학원생 국제 학술대회 발표 및

참가 지원

- 발표 지원 5인*2,000,000=10,000,000

- 참가 지원 20인*500,000=10,000,000

o 국제 학술대회 개최

※ 국제 학술대회는 국제화 경비와

사업단 운영비, 사업단 소속 학과

기금을 합산하여 개최

- 국제화 경비 중 지원 금액 :

10,448,000

D_5_3:30,448,000

T_6_1:합계 D_6_3:50,448,000

4) 사업단 운영비 (단위 : 원)

T_1_1:구분 T_1_2:산출근거 T_1_3:금액

T_2_1:사업단 전담직원 인건비 D_2_2:해당사항 없음 D_2_3:0

T_3_1:성과급

D_3_2:o 참여 대학원생 대상

- 석사논문우수상 1인*50(연

1회)=500,000

- 박사과정 우수학술논문 선정 및 지원

1인*30(연 1회)=300,000

- 연구계획서 공모전 3인*30(연

1회)=900,000

o 신진연구인력 및 참여교수 대상

- 우수 연구 성과 성과급

5,000,000(범위 내 지원)

D_3_3:6,700,000

T_4_1:국내여비

D_4_2:o 현장학습 및 현장조사 6박 7일

- 숙박비 31*30,000*6=5,580,000

- 식비 31*20,000*7=4,340,000

- 교통비 7*60,000*7=2,940,000

- 일비(조사비)

31*20,000*7=4,340,000

D_4_3:17,200,000

T_5_1:학술활동지원비

D_5_2:o 참여 대학원생 국내 학회 및 세미나

참가

- 1인 연 2회 지원 3,000,000(범위 내

지원)

(지원 금액 : 발표 100,000 / 토론 및

참가 50,000)

o 전문가 초청 특강 프로그램

- 전문가 초청 자문료 1인*50*2(연 2

D_5_3:4,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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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_5_1:학술활동지원비 회)=1,000,000 D_5_3:4,000,000

T_6_1: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D_6_2:해당사항 없음 D_6_3:0

T_7_1:일반수용비

D_7_2:o 사무용품비, 인쇄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전화료 등

- 760,000

D_7_3:760,000

T_8_1:회의비

D_8_2:o 주례 간담회(주 1회, 참여교수 및

신진연구인력)

- 지원 금액 : 2,000,000(범위 내 지원)

D_8_3:2,000,000

T_9_1:각종 행사경비

D_9_2:o 국제 학술대회 개최(사업 단계별

1회-3차년도)

(※ 국제 학술대회 개최 합계 금액

19,948,000 : 국제화 경비 10,448,000 /

사업단 운영비 4,500,000 / 사업단 소속

학과 기금 5,000,000)

- 지원 금액 : 4,500,000

o 사업단 자체 학술대회(연 2회)

- 1회*400,000(연 2회)=800,000

D_9_3:5,300,000

T_10_1:기타
D_10_2:o 사업단 홍보비(브로슈어 제작 등)

- 지원 금액 : 1,000,000
D_10_3:1,000,000

T_11_1:합계 D_11_3:36,960,000

5) 간접비 (단위 : 원)

D_1_1:7,39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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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2013년도 대학원 학과(부) 소속 전체 교수 현황 

기준일
소속대학원

학과(부)

성 명
직급 성별

연구자

등록번호

연구실

적(건)
신임/기존

임상/기초/

교육/분교/기금
전임/겸임

외국인/

내국인

사업 참여

여부
비고

한글 영문

점수

마감일

국어국문학과 이○○ Lee ○○ 정교수 남 기존 전임 내국인 미참여

국어국문학과 김○○ Kim ○○ 정교수 남 기존 전임 내국인 미참여

국어국문학과 백○○ Paek ○○ 정교수 남 13 기존 전임 내국인 참여

국어국문학과 김○○ Kim ○○ 정교수 남 12 기존 전임 내국인 참여

국어국문학과 김○○ Kim ○○ 정교수 남 8 기존 전임 내국인 참여

국어국문학과 정○○ Jeoung ○○ 정교수 남 18 기존 전임 내국인 참여

국어국문학과 박○○ Park ○○ 부교수 남 8 기존 전임 내국인 참여

국어국문학과 남○○ Nam ○○ 부교수 여 15 기존 전임 내국인 참여

국어국문학과 김○○ Kim ○○ 조교수 남 6 신임 전임 내국인 참여

전체 교수 수

(임상, 교육,

분교, 기금제외)

전체 9
기존 교수 수

(임상, 교육,

분교, 기금제외)

전체 8
신임교수 수

(임상, 교육,

분교, 기금제외)

전체 1

참여

전임 7
참여

전임 6
참여

전임 1
겸임 0 겸임 0 겸임 0
계 7 계 6 계 1

참여비율(%) 78 참여교수 평균 연구실적 11.4건

전체 교수 수

(임상, 교육,

분교, 기금포함)

전체 R 2
기존 교수 수

(임상, 교육,

분교, 기금포함)

전체 R 3
신임교수 수

(임상, 교육,

분교, 기금포함)

전체 R 4

참여

전임 m 1
참여

전임 m 3
참여

전임 m 5
겸임 m 2 겸임 m 4 겸임 m 6
계 M 2 계 M 3 계 M 4

의·치의학/한의학 분야 임상/교육/분교/기금 교수 수

전체 N 3

참여

전임 n 3
겸임 n 4
계 N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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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소속 대학원
학과(부

성 명
학번 성별

생년월일
(YYYYMMDD)

지도교수
성명

학위과정
사업 참여여부 비고

과정
재학
학기수

한글 영문

접수마감일

국어국문학과 강○○ Kang ○○ 20122○○ 남 1982○○ 김○○ 석사 2 참여
국어국문학과 김○○ Kim ○○ 20122○○ 여 1989○○ 백○○ 석사 3 참여
국어국문학과 김○○ Kim ○○ 20122○○ 여 1990○○ 김○○ 석사 3 참여
국어국문학과 남○○ Nam ○○ 20132○○ 남 1988○○ 김○○ 석사 1 참여
국어국문학과 량○○ Liang ○○ 20112○○ 남 1987○○ 김○○ 석사 4 미참여
국어국문학과 리우○○ Liu ○○ 20112○○ 여 1986○○ 이○○ 석사 4 미참여
국어국문학과 박○○ Park ○○ 20122○○ 남 1979○○ 김○○ 석사 3 미참여
국어국문학과 박○○ Park ○○ 20132○○ 여 1989○○ 김○○ 석사 1 참여
국어국문학과 박○○ Park ○○ 20132○○ 여 1982○○ 김○○ 석사 1 참여
국어국문학과 송○○ Song ○○ 20122○○ 여 1988○○ 김○○ 석사 2 미참여
국어국문학과 쑨○○ Sun ○○ 20112○○ 여 1988○○ 남○○ 석사 4 미참여
국어국문학과 아흐마드○○ Achmad ○○ 20112○○ 남 1986○○ 백○○ 석사 4 미참여
국어국문학과 왕○○ Wang ○○ 20112○○ 남 1984○○ 이○○ 석사 4 미참여
국어국문학과 왕○○ Wang ○○ 20122○○ 여 1991○○ 이○○ 석사 2 미참여
국어국문학과 이○○ Lee ○○ 20102○○ 여 1984○○ 정○○ 석사 4 미참여
국어국문학과 이○○ Yi ○○ 20122○○ 여 1989○○ 김○○ 석사 3 참여
국어국문학과 이○○ Lee ○○ 20112○○ 남 1984○○ 김○○ 석사 2 미참여
국어국문학과 장○○ Jang ○○ 20132○○ 여 1989○○ 백○○ 석사 1 참여
국어국문학과 정○○ Jung○○ 20122○○ 여 1985○○ 백○○ 석사 2 참여
국어국문학과 정○○ Jung ○○ 20112○○ 남 1982○○ 남○○ 석사 4 참여
국어국문학과 정○○ Jeong ○○ 20112○○ 여 1985○○ 김○○ 석사 4 미참여
국어국문학과 짱○○ Zhang ○○ 20122○○ 여 1988○○ 김○○ 석사 2 미참여
국어국문학과 쭈○○ Zhu○○ 20112○○ 여 1988○○ 남○○ 석사 4 미참여
국어국문학과 챵○○ Chang ○○ 20112○○ 여 1988○○ 남○○ 석사 4 미참여
국어국문학과 타무라○○ Tamura ○○ 20132○○ 여 1962○○ 김○○ 석사 1 미참여
국어국문학과 티엔○○ Tian ○○ 20112○○ 여 1987○○ 김○○ 석사 4 미참여
국어국문학과 강○○ Gang ○○ 20124○○ 여 1984○○ 이○○ 박사 3 미참여

[첨부 2] 2013년도 학과(부) 소속 대학원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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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국문학과 구○○ Koo ○○ 20134○○ 여 1976○○ 김○○ 박사 1 미참여
국어국문학과 김○○ Kim ○○ 20064○○ 여 1981○○ 김○○ 박사 4 미참여
국어국문학과 김○○ Kim ○○ 20124○○ 남 1981○○ 임○○ 박사 3 미참여
국어국문학과 김○○ Kim○○ 20134○○ 여 1962○○ 정○○ 박사 1 미참여
국어국문학과 김○○ Kim ○○ 20084○○ 여 1963○○ 김○○ 박사 4 미참여
국어국문학과 김○○ Kim ○○ 20134○○ 여 1984○○ 백○○ 박사 1 참여
국어국문학과 배○○ Bae ○○ 20124○○ 남 1980○○ 백○○ 박사 3 참여
국어국문학과 비○○ Bi ○○ 20134○○ 여 1982○○ 백○○ 박사 1 미참여
국어국문학과 서○○ Seo ○○ 20134○○ 여 1982○○ 남○○ 박사 1 참여
국어국문학과 서○○ Seo ○○ 20124○○ 남 1982○○ 김○○ 박사 3 참여
국어국문학과 손○○ Son ○○ 20134○○ 여 1980○○ 김○○ 박사 1 미참여
국어국문학과 여○○ Yeo ○○ 20014○○ 여 1970○○ 박○○ 박사 4 미참여
국어국문학과 윤○○ Yun ○○ 20134○○ 여 1987○○ 김○○ 박사 1 참여
국어국문학과 이○○ Lee ○○ 20134○○ 여 1986○○ 남○○ 박사 1 참여
국어국문학과 최○○ Choi ○○ 20134○○ 여 1982○○ 정○○ 박사 1 참여
국어국문학과 최○○ Choi ○○ 20134○○ 남 1985○○ 김○○ 박사 1 미참여
국어국문학과 앞잘○○ Afzal ○○ 20134○○ 남 1983○○ 김○○ 박사 1 미참여
국어국문학과 탄○○ Tan ○○ 20124○○ 여 1986○○ 남○○ 박사 3 미참여

전체 대학원생
수(명)

석사 26
참여 대학원생
수(명)

석사 9

참여비율(%)

석사 34.6
박사 19 박사 7 박사 36.8

석·박사통합 0 석·박사통합 0 석·박사통합 0
계 45 계 16 전체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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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기준일자 연번
성 명

학번 성별 외국인/내국인 생년월일 지도교수 성명 학위과정
한글 영문

2010년 4월1일

1 강○○ Kang○○ 20092○○ 여 내국인 1982○○ 이○○ 석사
2 김○○ Kim ○○ 20102○○ 남 내국인 1981○○ 임○○ 석사
3 김○○ Kim○○ 20082○○ 여 내국인 1977○○ 김○○ 석사
4 김○○ Kim○○ 20092○○ 여 내국인 1984○○ 백○○ 석사
5 김○○ Kim○○ 20072○○ 여 내국인 1984○○ 백○○ 석사
6 남○○ Nam○○ 20082○○ 여 내국인 1983○○ 이○○ 석사
7 박○○ Park○○ 20082○○ 여 내국인 1982○○ 이○○ 석사
8 배○○ Bae○○ 20092○○ 남 내국인 1980○○ 김○○ 석사
9 배○○ Bae○○ 20082○○ 남 내국인 1980○○ 백○○ 석사
10 서○○ Seo○○ 20102○○ 여 내국인 1985○○ 정○○ 석사
11 서○○ Seo○○ 20082○○ 남 내국인 1982○○ 이○○ 석사
12 서○○ Seo○○ 20022○○ 남 내국인 1973○○ 이○○ 석사
13 션○○ Shen ○○ 20092○○ 여 외국인 1984○○ 정○○ 석사
14 손○○ Son○○ 20102○○ 여 내국인 1980○○ 김○○ 석사
15 신○○ Shin○○ 20092○○ 여 내국인 1984○○ 백○○ 석사
16 앞잘○○ Afzal○○ 20092○○ 남 외국인 1983○○ 김○○ 석사
17 우○○ Woo ○○ 20092○○ 여 내국인 1962○○ 이○○ 석사
18 우○○ Woo ○○ 20072○○ 여 내국인 1963○○ 김○○ 석사
19 위○○ Yu ○○ 20082○○ 여 외국인 1985○○ 백○○ 석사
20 이○○ Lee ○○ 20102○○ 여 내국인 1984○○ 정○○ 석사
21 이○○ Lee ○○ 20102○○ 여 내국인 1985○○ 정○○ 석사
22 이○○ Lee ○○ 20102○○ 여 내국인 1986○○ 남○○ 석사
23 정○○ Jung ○○ 20102○○ 여 내국인 1984○○ 이○○ 석사
24 조○○ Jo ○○ 20092○○ 여 내국인 1966○○ 박○○ 석사

[첨부 3] 최근 3년간 대학원생 확보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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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쩡○○ Zheng○○ 20102○○ 여 외국인 1986○○ 김○○ 석사
26 최○○ Choi○○ 20062○○ 남 내국인 1980○○ 이○○ 석사
27 최○○ Choi ○○ 20092○○ 여 내국인 1982○○ 김○○ 석사
28 최○○ Choi ○○ 20092○○ 여 내국인 1986○○ 남○○ 석사
29 최○○ Choi ○○ 20102○○ 남 내국인 1985○○ 김○○ 석사
30 친○○ Qin ○○ 20102○○ 여 외국인 1986○○ 김○○ 석사
31 탄○○ Tan○○ 20092○○ 여 외국인 1986○○ 남○○ 석사
32 후○○ Hu ○○ 20092○○ 여 외국인 1987○○ 남○○ 석사
33 권○○ Kwon ○○ 20034○○ 남 내국인 1973○○ 박○○ 박사
34 김○○ Kim○○ 20084○○ 여 내국인 1963○○ 김○○ 박사
35 김○○ Kim ○○ 20064○○ 여 내국인 1980○○ 서○○ 박사
36 김○○ Kim ○○ 20094○○ 여 내국인 1980○○ 임○○ 박사
37 김○○ Kim ○○ 20084○○ 남 내국인 1976○○ 정○○ 박사
38 김○○ Kim ○○ 20054○○ 여 내국인 1978○○ 김○○ 박사
39 류○○ Ryu ○○ 20104○○ 남 내국인 1981○○ 김○○ 박사
40 류○○ Ryo ○○ 20094○○ 여 내국인 1982○○ 이○○ 박사
41 배○○ Bae ○○ 20104○○ 여 내국인 1971○○ 김○○ 박사
42 신○○ Shin ○○ 20094○○ 여 내국인 1973○○ 이○○ 박사
43 안○○ Ahn ○○ 20094○○ 남 내국인 1981○○ 백○○ 박사
44 유○○ Yu ○○ 20094○○ 여 내국인 1977○○ 이○○ 박사
45 이○○ Lee ○○ 20104○○ 여 내국인 1960○○ 김○○ 박사
46 이○○ Lee ○○ 20054○○ 남 내국인 1979○○ 김○○ 박사
47 이○○ Lee ○○ 20014○○ 여 내국인 1968○○ 이○○ 박사
48 이○○ Lee ○○ 20104○○ 여 내국인 1978○○ 이○○ 박사
49 전○○ Jun ○○ 20104○○ 남 내국인 1980○○ 백○○ 박사
50 최○○ Choi ○○ 20094○○ 남 내국인 1980○○ 남○○ 박사
51 현○○ Hyun○○ 20104○○ 여 내국인 1984○○ 남○○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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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

1 김○○ Kim ○○ 20082○○ 남 내국인 1982○○ 김○○ 석사
2 김○○ Kim○○ 20102○○ 남 내국인 1981○○ 임○○ 석사
3 김○○ Kim ○○ 20092○○ 여 내국인 1984○○ 백○○ 석사
4 김○○ Kim ○○ 20102○○ 여 내국인 1983○○ 김○○ 석사
5 김○○ Kim ○○ 20072○○ 여 내국인 1984○○ 백○○ 석사
6 김○○ Kim ○○ 20082○○ 여 내국인 1983○○ 박○○ 석사
7 남○○ Nam ○○ 20082○○ 여 내국인 1983○○ 이○○ 석사
8 배○○ Bae ○○ 20092○○ 남 내국인 1980○○ 김○○ 석사
9 배○○ Bae ○○ 20082○○ 남 내국인 1980○○ 백○○ 석사
10 서○○ Seo ○○ 20102○○ 여 내국인 1985○○ 정○○ 석사
11 서○○ Seo○○ 20072○○ 여 내국인 1982○○ 남○○ 석사
12 서○○ Seo ○○ 20082○○ 남 내국인 1982○○ 이○○ 석사
13 션○○ Shen ○○ 20092○○ 여 외국인 1984○○ 정○○ 석사
14 손○○ Son ○○ 20082○○ 여 내국인 1984○○ 정○○ 석사
15 손○○ Son ○○ 20102○○ 여 내국인 1980○○ 김○○ 석사
16 신○○ Shin○○ 20092○○ 여 내국인 1984○○ 백○○ 석사
17 앞잘○○ Afzal ○○ 20092○○ 남 외국인 1983○○ 김○○ 석사
18 양○○ Yang ○○ 20082○○ 여 외국인 1987○○ 김○○ 석사
19 오○○ Oh○○ 20102○○ 여 내국인 1985○○ 임○○ 석사
20 우○○ Woo ○○ 20092○○ 여 내국인 1962○○ 이○○ 석사
21 위○○ Yu ○○ 20082○○ 여 외국인 1985○○ 백○○ 석사
22 이○○ Lee○○ 20102○○ 여 내국인 1984○○ 정○○ 석사
23 이○○ Lee ○○ 20102○○ 여 내국인 1985○○ 정○○ 석사
24 이○○ Lee ○○ 20102○○ 여 내국인 1986○○ 남○○ 석사
25 장○○ Jang○○ 20092○○ 남 내국인 1982○○ 박○○ 석사
26 정○○ Jung ○○ 20102○○ 여 내국인 1984○○ 이○○ 석사
27 제○○ Je ○○ 20102○○ 남 내국인 1984○○ 김○○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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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조○○ Jo ○○ 20092○○ 여 내국인 1966○○ 박○○ 석사
29 쩡○○ Zheng○○ 20102○○ 여 내국인 1986○○ 김○○ 석사
30 최○○ Choi ○○ 20092○○ 여 내국인 1982○○ 김○○ 석사
31 최○○ Choi ○○ 20092○○ 여 내국인 1986○○ 남○○ 석사
32 최○○ Choi ○○ 20102○○ 남 내국인 1985○○ 김○○ 석사
33 친○○ Qing ○○ 20102○○ 여 외국인 1986○○ 김○○ 석사
34 탄○○ Tan ○○ 20092○○ 여 외국인 1986○○ 남○○ 석사
35 후○○ Hu ○○ 20092○○ 여 외국인 1987○○ 남○○ 석사
36 권○○ Kwon ○○ 20034○○ 남 내국인 1973○○ 박○○ 박사
37 김○○ Kim ○○ 20084○○ 여 내국인 1963○○ 김○○ 박사
38 김○○ Kim ○○ 20094○○ 여 내국인 1980○○ 임○○ 박사
39 김○○ Kim ○○ 20084○○ 남 내국인 1976○○ 정○○ 박사
40 김○○ Kim ○○ 20074○○ 남 내국인 1958○○ 임○○ 박사
41 류○○ Ryu ○○ 20104○○ 남 내국인 1981○○ 김○○ 박사
42 류○○ Ryo ○○ 20094○○ 여 내국인 1982○○ 이○○ 박사
43 배○○ Bae ○○ 20104○○ 여 내국인 1971○○ 김○○ 박사
44 신○○ Shin ○○ 20094○○ 여 내국인 1973○○ 이○○ 박사
45 안○○ Ahn ○○ 20094○○ 남 내국인 1981○○ 백○○ 박사
46 유○○ Yu ○○ 20094○○ 여 내국인 1977○○ 이○○ 박사
47 이○○ Lee ○○ 20104○○ 여 내국인 1960○○ 김○○ 박사
48 이○○ Lee ○○ 20054○○ 남 내국인 1979○○ 김○○ 박사
49 이○○ Lee○○ 20104○○ 여 내국인 1978○○ 김○○ 박사
50 전○○ Jun ○○ 20104○○ 남 내국인 1980○○ 백○○ 박사
51 정○○ Jung○○ 20024○○ 여 내국인 1975○○ 임○○ 박사
52 최○○ Choi ○○ 20074○○ 남 내국인 1972○○ 정○○ 박사
53 최○○ Choi ○○ 20094○○ 남 내국인 1980○○ 남○○ 박사
54 췌○○ Cui ○○ 20104○○ 여 외국인 1984○○ 임○○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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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현○○ Hyun○○ 20104○○ 여 내국인 1984○○ 남○○ 박사
56 홍○○ Hong ○○ 20024○○ 여 내국인 1978○○ 백○○ 박사

2011년 4월1일

1 강○○ Kang ○○ 20092○○ 여 내국인 1982○○ 이○○ 석사
2 김○○ Kim ○○ 20102○○ 남 내국인 1981○○ 임○○ 석사
3 김○○ Kim ○○ 20092○○ 여 내국인 1984○○ 백○○ 석사
4 김○○ Kim ○○ 20102○○ 여 내국인 1983○○ 김○○ 석사
5 김○○ Kim ○○ 20072○○ 남 내국인 1980○○ 이○○ 석사
6 리○○ Liu ○○ 20112○○ 여 외국인 1986○○ 이○○ 석사
7 배○○ Bae ○○ 20082○○ 남 내국인 1980○○ 백○○ 석사
8 서○○ Seo ○○ 20102○○ 여 내국인 1985○○ 정○○ 석사
9 손○○ Son ○○ 20102○○ 여 내국인 1980○○ 김○○ 석사
10 쑨○○ Sun ○○ 20112○○ 여 외국인 1988○○ 남○○ 석사

11
아흐마드○
○

Achmad ○○ 20112○○ 남 외국인 1986○○ 백○○ 석사

12 앞잘○○ Afzal ○○ 20092○○ 남 외국인 1983○○ 김○○ 석사
13 오○○ Oh ○○ 20102○○ 여 내국인 1985○○ 임○○ 석사
14 왕○○ Wang ○○ 20112○○ 남 외국인 1984○○ 이○○ 석사
15 왕○○ Wang ○○ 20002○○ 남 외국인 1973○○ 이○○ 석사
16 우○○ Woo ○○ 20092○○ 여 내국인 1962○○ 이○○ 석사
17 윤○○ Yun ○○ 20112○○ 여 내국인 1987○○ 김○○ 석사
18 이○○ Lee ○○ 20102○○ 여 내국인 1985○○ 정○○ 석사
19 이○○ Lee ○○ 20102○○ 여 내국인 1986○○ 남○○ 석사
20 이타노○○ Itano ○○ 20052○○ 남 외국인 1981○○ 임○○ 석사
21 장○○ Jang ○○ 20092○○ 남 내국인 1982○○ 박○○ 석사
22 정○○ Jung○○ 20112○○ 남 내국인 1982○○ 남○○ 석사

23 정○○ Jung○○ 20102○○ 여 내국인 1984○○ 이○○ 석사
24 정○○ Jeong ○○ 20112○○ 여 내국인 1985○○ 김○○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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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 Je○○ 20102○○ 남 내국인 1984○○ 김○○ 석사

26 조○○ Jo ○○ 20092○○ 여 내국인 1966○○ 박○○ 석사
27 최○○ Choi ○○ 20092○○ 여 내국인 1982○○ 김○○ 석사
28 최○○ Choi ○○ 20092○○ 여 내국인 1986○○ 남○○ 석사
29 최○○ Choi ○○ 20102○○ 남 내국인 1985○○ 김○○ 석사
30 친○○ Qing○○ 20102○○ 여 외국인 1986○○ 김○○ 석사
31 탄○○ Tan ○○ 20092○○ 여 외국인 1986○○ 남○○ 석사
32 후○○ Hu ○○ 20092○○ 여 외국인 1987○○ 남○○ 석사
33 권○○ Kwon ○○ 20034○○ 남 내국인 1973○○ 박○○ 박사
34 김○○ Kim ○○ 20114○○ 여 내국인 1975○○ 김○○ 박사
35 김○○ Kim ○○ 20114○○ 남 내국인 1982○○ 김○○ 박사
36 김○○ Kim ○○ 20084○○ 여 내국인 1963○○ 김○○ 박사
37 김○○ Kim ○○ 20074○○ 남 내국인 1958○○ 임○○ 박사
38 김○○ Kim ○○ 20114○○ 여 내국인 1983○○ 박○○ 박사
39 류○○ Ryu ○○ 20104○○ 남 내국인 1981○○ 김○○ 박사
40 류○○ Ryo ○○ 20094○○ 여 내국인 1982○○ 이○○ 박사
41 박○○ Park ○○ 20114○○ 여 내국인 1983○○ 백○○ 박사
42 배○○ Bae○○ 20104○○ 여 내국인 1971○○ 김○○ 박사
43 손○○ Son ○○ 20114○○ 여 내국인 1984○○ 정○○ 박사
44 송○○ Song ○○ 20034○○ 여 내국인 1978○○ 임○○ 박사
45 신○○ Shin ○○ 20094○○ 여 내국인 1973○○ 이○○ 박사
46 신○○ Shin ○○ 20114○○ 여 내국인 1984○○ 백○○ 박사

47 우○○ Woo ○○ 20114○○ 여 내국인 1963○○ 김○○ 박사

48 위○○ Yu ○○ 20114○○ 여 외국인 1985○○ 백○○ 박사

49 유○○ Yu ○○ 20094○○ 여 내국인 1977○○ 이○○ 박사
50 이○○ Lee ○○ 20034○○ 여 내국인 1976○○ 백○○ 박사

51 이○○ Lee ○○ 20104○○ 여 내국인 1960○○ 김○○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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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이○○ Lee ○○ 20054○○ 남 내국인 1979○○ 김○○ 박사
53 이○○ Lee ○○ 20104○○ 여 내국인 1978○○ 이○○ 박사
54 전○○ Jun ○○ 20104○○ 남 내국인 1980○○ 백○○ 박사
55 조○○ Jo ○○ 20114○○ 여 내국인 1979○○ 김○○ 박사
56 췌○○ Cui ○○ 20104○○ 여 외국인 1984○○ 임○○ 박사
57 현○○ Hyun ○○ 20104○○ 여 내국인 1984○○ 남○○ 박사

10월1일

1 강○○ Kang ○○ 20092○○ 여 내국인 1982○○ 이○○ 석사
2 김○○ Kim ○○ 20102○○ 남 내국인 1981○○ 임○○ 석사
3 김○○ Kim ○○ 20102○○ 여 내국인 1983○○ 김○○ 석사
4 김○○ Kim ○○ 20112○○ 남 내국인 1987○○ 김○○ 석사
5 김○○ Kim○○ 20072○○ 남 내국인 1980○○ 이○○ 석사
6 량○○ Liang ○○ 20112○○ 남 외국인 1987○○ 김○○ 석사
7 리○○ Liu ○○ 20112○○ 여 외국인 1986○○ 이○○ 석사
8 서○○ Seo ○○ 20102○○ 여 내국인 1985○○ 정○○ 석사
9 션○○ Shen ○○ 20092○○ 여 외국인 1984○○ 정○○ 석사
10 손○○ Son ○○ 20102○○ 여 내국인 1980○○ 김○○ 석사
11 쑨○○ Sun ○○ 20112○○ 여 외국인 1988○○ 남○○ 석사

12
아흐마드○
○

Achmad ○○ 20112○○ 남 외국인 1986○○ 백○○ 석사

13 오○○ Oh ○○ 20102○○ 여 내국인 1985○○ 임○○ 석사
14 왕○○ Wang ○○ 20112○○ 남 외국인 1984○○ 이○○ 석사
15 윤○○ Yun ○○ 20112○○ 여 내국인 1987○○ 김○○ 석사
16 이○○ Lee○○ 20102○○ 여 내국인 1985○○ 정○○ 석사
17 이○○ Lee ○○ 20102○○ 여 내국인 1986○○ 남○○ 석사
18 장○○ Jang ○○ 20092○○ 남 내국인 1982○○ 박○○ 석사
19 정○○ Jung ○○ 20112○○ 남 내국인 1982○○ 남○○ 석사

20 정○○ Jung ○○ 20102○○ 여 내국인 1984○○ 이○○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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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정○○ Jeong ○○ 20112○○ 여 내국인 1985○○ 김○○ 석사
22 제○○ Je ○○ 20102○○ 남 내국인 1984○○ 김○○ 석사

23 쭈○○ Zhu ○○ 20112○○ 여 외국인 1988○○ 남○○ 석사

24 챵○○ Chang ○○ 20112○○ 여 외국인 1988○○ 남○○ 석사

25 최○○ Choi ○○ 20092○○ 여 내국인 1982○○ 김○○ 석사
26 최○○ Choi ○○ 20102○○ 남 내국인 1985○○ 김○○ 석사
27 친○○ Qing ○○ 20102○○ 여 외국인 1986○○ 김○○ 석사
28 탄○○ Tan ○○ 20092○○ 여 외국인 1986○○ 남○○ 석사
29 티엔○○ Tian ○○ 20112○○ 여 외국인 1987○○ 김○○ 석사
30 후○○ Hu○○ 20092○○ 여 외국인 1987○○ 남○○ 석사
31 김○○ Kim ○○ 20114○○ 여 내국인 1975○○ 김○○ 박사
32 김○○ Kim ○○ 20114○○ 남 내국인 1982○○ 김○○ 박사
33 김○○ Kim ○○ 20084○○ 여 내국인 1963○○ 김○○ 박사
34 김○○ Kim ○○ 20004○○ 여 내국인 1964○○ 임○○ 박사
35 김○○ Kim ○○ 20084○○ 남 내국인 1976○○ 정○○ 박사
36 김○○ Kim ○○ 20114○○ 여 내국인 1983○○ 박○○ 박사
37 류○○ Ryu ○○ 20104○○ 남 내국인 1981○○ 김○○ 박사
38 박○○ Park ○○ 20114○○ 여 내국인 1983○○ 백○○ 박사
39 배○○ Bae ○○ 20104○○ 여 내국인 1971○○ 김○○ 박사
40 손○○ Son ○○ 20114○○ 여 내국인 1984○○ 정○○ 박사
41 신○○ Sin ○○ 20094○○ 여 내국인 1973○○ 이○○ 박사
42 신○○ Shin ○○ 20114○○ 여 내국인 1984○○ 백○○ 박사

43 안○○ Ahn ○○ 20044○○ 여 내국인 1978○○ 백○○ 박사

44 우○○ Woo ○○ 20114○○ 여 내국인 1963○○ 김○○ 박사

45 위○○ Yu ○○ 20114○○ 여 외국인 1985○○ 백○○ 박사

46 이○○ Lee ○○ 20034○○ 여 내국인 1976○○ 백○○ 박사

47 이○○ Lee ○○ 20104○○ 여 내국인 1960○○ 김○○ 박사



- 12 -

48 이○○ Lee ○○ 20104○○ 여 내국인 1978○○ 이○○ 박사
49 전○○ Jun ○○ 20104○○ 남 내국인 1980○○ 백○○ 박사
50 조○○ Jo ○○ 20114○○ 여 내국인 1979○○ 김○○ 박사
51 췌○○ Cui○○ 20104○○ 여 외국인 1984○○ 임○○ 박사
52 현○○ Hyun○○ 20104○○ 여 내국인 1984○○ 남○○ 박사

2012년 4월1일

1 김○○ Kim ○○ 20122○○ 여 내국인 1989○○ 백○○ 석사

2 김○○ Kim ○○ 20122○○ 여 내국인 1990○○ 김○○ 석사

3 김○○ Kim ○○ 20092○○ 여 내국인 1984○○ 백○○ 석사

4 김○○ Kim ○○ 20102○○ 여 내국인 1983○○ 김○○ 석사
5 김○○ Kim ○○ 20112○○ 남 내국인 1987○○ 김○○ 석사
6 김○○ Kim ○○ 20072○○ 남 내국인 1980○○ 이○○ 석사
7 량○○ Liang ○○ 20112○○ 남 외국인 1987○○ 김○○ 석사
8 리○○ Liu ○○ 20112○○ 여 외국인 1986○○ 이○○ 석사
9 박○○ Park ○○ 20062○○ 여 내국인 1980○○ 이○○ 석사
10 박○○ Park ○○ 20122○○ 남 내국인 1979○○ 김○○ 석사

11 손○○ Son ○○ 20102○○ 여 내국인 1980○○ 김○○ 석사

12 쑨○○ Sun ○○ 20112○○ 여 외국인 1988○○ 남○○ 석사

13
아흐마드○
○

Achmad ○○ 20112○○ 남 외국인 1986○○ 백○○ 석사

14 오○○ Oh ○○ 20102○○ 여 내국인 1985○○ 임○○ 석사
15 왕○○ Wang ○○ 20112○○ 남 외국인 1984○○ 이○○ 석사
16 왕○○ Wang ○○ 20002○○ 남 외국인 1973○○ 이○○ 석사
17 윤○○ Yun ○○ 20112○○ 여 내국인 1987○○ 김○○ 석사
18 이○○ Lee ○○ 20102○○ 여 내국인 1984○○ 정○○ 석사
19 이○○ Yi ○○ 20122○○ 여 내국인 1989○○ 김○○ 석사
20 이○○ Lee ○○ 20102○○ 여 내국인 1986○○ 남○○ 석사
21 정○○ Jeong ○○ 20042○○ 여 내국인 1981○○ 김○○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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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정○○ Jung ○○ 20112○○ 남 내국인 1982○○ 남○○ 석사

23 정○○ Jeong ○○ 20112○○ 여 내국인 1985○○ 김○○ 석사
24 제○○ Je ○○ 20102○○ 남 내국인 1984○○ 김○○ 석사

25 조○○ Jo ○○ 20092○○ 여 내국인 1966○○ 박○○ 석사

26 쭈○○ Zhu ○○ 20112○○ 여 외국인 1988○○ 남○○ 석사

27 챵○○ Chang ○○ 20112○○ 여 외국인 1988○○ 남○○ 석사

28 최○○ Choi ○○ 20102○○ 남 내국인 1985○○ 김○○ 석사
29 친○○ Qing ○○ 20102○○ 여 외국인 1986○○ 김○○ 석사

30 티엔○○ Tian ○○ 20112○○ 여 외국인 1987○○ 김○○ 석사
31 후○○ Hu ○○ 20092○○ 여 외국인 1987○○ 남○○ 석사
32 강○○ Kang ○○ 20124○○ 여 내국인 1982○○ 이○○ 박사
33 강○○ Gang ○○ 20124○○ 여 내국인 1984○○ 이○○ 박사
34 김○○ Kim ○○ 20114○○ 여 내국인 1975○○ 김○○ 박사
35 김○○ Kim ○○ 20104○○ 남 내국인 1981○○ 임○○ 박사
36 김○○ Kim ○○ 20114○○ 남 내국인 1982○○ 김○○ 박사
37 김○○ Kim ○○ 20004○○ 여 내국인 1964○○ 임○○ 박사
38 김○○ Kim ○○ 20114○○ 여 내국인 1983○○ 박○○ 박사
39 박○○ Park ○○ 20114○○ 여 내국인 1983○○ 백○○ 박사
40 배○○ Bae ○○ 20124○○ 남 내국인 1980○○ 백○○ 박사

41 서○○ Seo ○○ 20124○○ 남 내국인 1982○○ 김○○ 박사

42 손○○ Son ○○ 20114○○ 여 내국인 1984○○ 정○○ 박사
43 신○○ Shin ○○ 20114○○ 여 내국인 1984○○ 백○○ 박사

44 우○○ Woo ○○ 20114○○ 여 내국인 1963○○ 김○○ 박사

45 위○○ Yu ○○ 20114○○ 여 외국인 1985○○ 백○○ 박사

46 유○○ Yu ○○ 20094○○ 여 내국인 1977○○ 이○○ 박사
47 조○○ Jo ○○ 20114○○ 여 내국인 1979○○ 김○○ 박사
48 췌○○ Cui ○○ 20104○○ 여 외국인 1984○○ 임○○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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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탄○○ Tan ○○ 20124○○ 여 외국인 1986○○ 남○○ 박사

10월1일

1 강○○ Kang ○○ 20122○○ 남 내국인 1982○○ 김○○ 석사

2 김○○ Kim ○○ 20122○○ 여 내국인 1989○○ 백○○ 석사

3 김○○ Kim ○○ 20122○○ 여 내국인 1990○○ 김○○ 석사

4 김○○ Kim ○○ 20112○○ 남 내국인 1987○○ 김○○ 석사
5 량○○ Liang ○○ 20112○○ 남 외국인 1987○○ 김○○ 석사
6 리우○○ Liu ○○ 20112○○ 여 외국인 1986○○ 이○○ 석사
7 박○○ Park ○○ 20122○○ 남 내국인 1979○○ 김○○ 석사

8 서○○ Seo ○○ 20102○○ 여 내국인 1985○○ 정○○ 석사

9 송○○ Song ○○ 20122○○ 여 외국인 1988○○ 김○○ 석사

10 쑨○○ Sun ○○ 20112○○ 여 외국인 1988○○ 남○○ 석사

11
아흐마드○
○

Achmad ○○ 20112○○ 남 외국인 1986○○ 백○○ 석사

12 왕○○ Wang○○ 20112○○ 남 외국인 1984○○ 이○○ 석사
13 왕○○ Wang ○○ 20122○○ 여 외국인 1991○○ 이○○ 석사
14 왕○○ Wang ○○ 20002○○ 남 외국인 1973○○ 이○○ 석사
15 윤○○ Yun ○○ 20112○○ 여 내국인 1987○○ 김○○ 석사
16 이○○ Lee ○○ 20102○○ 여 내국인 1984○○ 정○○ 석사
17 이○○ Yi ○○ 20122○○ 여 내국인 1989○○ 김○○ 석사
18 정○○ Jung ○○ 20122○○ 여 내국인 1985○○ 백○○ 석사
19 정○○ Jung○○ 20112○○ 남 내국인 1982○○ 남○○ 석사

20 정○○ Jeong ○○ 20112○○ 여 내국인 1985○○ 김○○ 석사
21 제○○ Je○○ 20102○○ 남 내국인 1984○○ 김○○ 석사

22 짱○○ Zhan ○○ 20122○○ 여 외국인 1988○○ 김○○ 석사

23 쭈○○ Zhu ○○ 20112○○ 여 외국인 1988○○ 남○○ 석사

24 챵○○ Chang ○○ 20112○○ 여 외국인 1988○○ 남○○ 석사

25 최○○ Choi ○○ 20092○○ 여 내국인 1986○○ 남○○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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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캉○○ Kang ○○ 20102○○ 남 외국인 1987○○ 이○○ 석사
27 티엔○○ Tian ○○ 20112○○ 여 외국인 1987○○ 김○○ 석사
28 하○○ Ha ○○ 20092○○ 여 내국인 1983○○ 이○○ 석사

29 강○○ Gang ○○ 20124○○ 여 내국인 1984○○ 이○○ 박사
30 김○○ Kim ○○ 20114○○ 여 내국인 1975○○ 김○○ 박사
31 김○○ Kim○○ 20124○○ 남 내국인 1981○○ 임○○ 박사
32 김○○ Kim ○○ 20114○○ 남 내국인 1982○○ 김○○ 박사
33 김○○ Kim ○○ 20084○○ 여 내국인 1963○○ 김○○ 박사
34 김○○ Kim ○○ 20114○○ 여 내국인 1983○○ 박○○ 박사
35 박○○ Park ○○ 20114○○ 여 내국인 1983○○ 백○○ 박사
36 배○○ Bae ○○ 20124○○ 남 내국인 1980○○ 백○○ 박사

37 서○○ Seo ○○ 20124○○ 남 내국인 1982○○ 김○○ 박사

38 손○○ Son ○○ 20114○○ 여 내국인 1984○○ 정○○ 박사
39 신○○ Shin ○○ 20114○○ 여 내국인 1984○○ 백○○ 박사

40 우○○ Woo ○○ 20114○○ 여 내국인 1963○○ 김○○ 박사

41 위○○ Yu ○○ 20114○○ 여 외국인 1985○○ 백○○ 박사

42 조○○ Jo ○○ 20114○○ 여 내국인 1979○○ 김○○ 박사
43 탄○○ Tan ○○ 20124○○ 여 외국인 1986○○ 남○○ 박사

대학원생

수(명)

석사

2010년 67

석박사통합

2010년 0

외국인 학생수

2010년 15
2011년 62 2011년 0

2012년 59 2012년 0
2011년 26

전체 188 전체 0

박사

2010년 40

총계

2010년 L=(B1+C1+D1)/2
2012년 29

2011년 47 2011년 M=(B2+C2+D2)/2

2012년 33 2012년 N=(B3+C3+D3)/2
전체 70

전체 120 전체 O=L+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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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졸업생

기준

연

번

취득자 성명
학번 성별

생년월일

(YYMMDD)
취득학위

입학년월

(YYYYMM)

취업정보

한글 영문 구분
취업일자
(YYYYMMDD)

회사명 전화번호 취업구분 근무 지역

2010년

2월

1 김○○ Kim○○ 20034○○ 남 1974○○ 박사 200303

2 김○○ Kim○○ 20012○○ 남 1971○○ 석사 200103

3 리우○○ Liu○○ 20082○○ 여 1983○○ 석사 200803

4
무카베노바

○○

Mukabenova

○○
20062○○ 여 1980○○ 석사 200603

5 박○○ Park○○ 20082○○ 여 1983○○ 석사 200803

6 배○○ Bae○○ 20052○○ 여 1971○○ 석사 200503

7 슬○○ Shi○○ 20054○○ 여 1980○○ 박사 200509

8 양○○ Yang○○ 20014○○ 여 1967○○ 박사 200203

9 이○○ Lee ○○ 20034○○ 여 1971○○ 박사 200303

10 임○○ Lim ○○ 20072○○ 남 1980○○ 석사 200709

11 전○○ Jun ○○ 20032○○ 남 1980○○ 석사 200303

12 정○○ Zheng ○○ 20062○○ 여 1975○○ 석사 200609

13 췌○○ Cui ○○ 20072○○ 여 1984○○ 석사 200703
　

8월

1 김○○ Kim ○○ 20064○○ 여 1980○○ 박사 200603 　

2 박○○ Park ○○ 20034○○ 여 1976○○ 박사 200303

3 박○○ Park ○○ 20082○○ 여 1982○○ 석사 200803

4 서○○ Seo ○○ 20022○○ 남 1973○○ 석사 200203

5 우○○ Woo ○○ 20072○○ 여 1963○○ 석사 200703

6 이○○ Lee ○○ 20014○○ 여 1968○○ 박사 200203

7 최○○ Choi ○○ 20062○○ 남 1980○○ 석사 200603 　

2011년 2월

1 김○○ Kim○○ 20082○○ 남 1982○○ 석사 200803

2 김○○ Kim ○○ 20082○○ 여 1983○○ 석사 200803

3 서○○ Seo ○○ 20072○○ 여 1982○○ 석사 200703

4 손○○ Son○○ 20082○○ 여 1984○○ 석사 200803

5 신○○ Shin○○ 20092○○ 여 1984○○ 석사 200903

[첨부 4] 최근 3년간 대학원생 배출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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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양○○ Yang ○○ 20082○○ 여 1987○○ 석사 200809

7 위○○ Yu ○○ 20082○○ 여 1985○○ 석사 200803

8 정○○ Jung○○ 20024○○ 여 1975○○ 박사 200203

9 홍○○ Hong ○○ 20024○○ 여 1978○○ 박사 200203

8월

1 권○○ Kwon ○○ 20034○○ 남 1973○○ 박사 200303

2 김○○ Kim ○○ 20074○○ 남 1958○○ 박사 200703

3 배○○ Bae ○○ 20082○○ 남 1980○○ 석사 200809

4 서○○ Seo ○○ 20082○○ 남 1982○○ 석사 200803

5 송○○ Song ○○ 20034○○ 여 1978○○ 박사 200303

6 앞잘○○ Afzal ○○ 20092○○ 남 1983○○ 석사 200909

7 최○○ Choi ○○ 20074○○ 남 1972○○ 박사 200703

2012년

2월

1 안○○ Ahn ○○ 20044○○ 여 1978○○ 박사 200403 취업 2013○○ ○○ ○○ 정규직
경상북도 
○○

2 강○○ Kang○○ 20092○○ 여 1982○○ 석사 200903 국내진학
3 김○○ Kim ○○ 20102○○ 남 1981○○ 석사 201003 국내진학
4 탄○○ Tan ○○ 20092○○ 여 1986○○ 석사 200909 국내진학 　

8월

1 앙쿨○○ Angkul ○○ 20102○○ 남 1984○○ 석사 201009 취업 2013○○ ○○ ○○ 정규직 해외
2 친○○ Qing○○ 20102○○ 여 1986○○ 석사 201003 취업 2013○○ ○○ ○○ 정규직 해외
3 후○○ Hu ○○ 20092○○ 여 1987○○ 석사 200909 취업 2013○○ ○○ ○○ 정규직 해외
4 김○○ Kim ○○ 20092○○ 여 1984○○ 석사 200909 국내진학
5 김○○ Kim ○○ 20072○○ 남 1980○○ 석사 200703 기타
6 박○○ Park ○○ 20062○○ 여 1980○○ 석사 200603 국내진학
7 손○○ Son ○○ 20102○○ 여 1980○○ 석사 201003 국내진학
8 이○○ Lee ○○ 20102○○ 여 1986○○ 석사 201003 국내진학
9 조○○ Jo ○○ 20092○○ 여 1966○○ 석사 200909 국내진학
10 최○○ Choi ○○ 20092○○ 여 1982○○ 석사 200903 국내진학
11 최○○ Choi ○○ 20102○○ 남 1985○○ 석사 201003 국내진학

졸업생 2010년

석사 E1
2011년

석사 E2
2012년

석사 E3
전체기간

석사 E4=E1+E2+E3
박사 F1 박사 F2 박사 F3 박사 F4=F1+F2+F3
계 G1 계 G2 계 G3 계 G4=G1+G2+G3

취업 2012년 석사 g1 국내 진학자 소계 n1 2012년 석사 g3 국내 진학자 소계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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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졸업자

국외 진학자 소계 a1

8월

졸업자

국외 진학자 소계 a3
입대자 소계 b1 입대자 소계 b3
취업자 소계 d1 취업자 소계 d3

박사 g2
입대자 소계 b2

박사 g4
입대자 소계 b4

취업자 소계 d2 취업자 소계 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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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구분 연번 논문제목

게재정보 총 저자 저자 중 사업단 학과(부) 대학원생

가중치

(P)

환산

편수ISSN 권 호 쪽

연월

(YYYY

MM)

주저

자수

(m)

기타

저자

수(n)

총 저자

수(T)

주저자 기타저자 총

저자

수성명 수 성명 수

2010

년

연구

재단

등재(

후보)

지

1
심청 굿에 수용된 심청서사 

수용요인

1229-

2508
34 219 201002 1 0 1 최○○ 1 1 1 1

2
전쟁실기의 새로운 분류방

법 모색시론

1225-

4062
46  241 201002 1 0 1 최○○ 1 1 1 1

3

일제 말 극단 현대극장의 

국민연극 실천과 신극(新

劇)의 딜레마

1225-

3774
107 295 201003 1 0 1 이○○ 1 1 1 1

4
박영희의 번역희곡과 ‘네이

션=스테이트’의 기획

1225-

3774
109 323 201004 1 0 1 이○○ 1 1 1 1

5

제국의 호명, 빗나간 응답 

: 영화 <지원병>과 ‘내선일

체’의 문제

1225-

7729
31 239 201004 1 0 1 이○○ 1 1 1 1

6
카프의 연극대중화론과 정

치연극의 대중적 형식

1225-

7729
31 211 201004 1 0 1 이○○ 1 1 1 1

7
노계 <권주가>의 詞에 나

타나는 특성과 그 의미

1226-

5578
28 209 201005 1 0 1 김○○ 1 1 1 1

8
차퇴계시를 통해 본 퇴계시

의 계승 양상과 의미

1976-

1872
5 65 201005 1 0 1 이○○ 1 1 1 1

9
김소월 <시혼>의 이기론적 

고찰

1225-

3928
52 159 201006 1 1 2 김○○ 1 권○○ 1 2 1 1

10

파시즘에서 벗어나기-들뢰

즈와 가타리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파시즘-

1598-

2211
58 579 201006 1 0 1 류○○ 1 1 1 1

[첨부 5-1] 최근 3년간 대학원생 국내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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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한국어의 정형화된 표현 연

구

1226-

5691
17 2 163 201008 2 1 3 최○○ 1 1 1 0.4

12
이광래 희곡의 내적논리와 

그 의미

1225-

3774
109 355 201009 1 0 1 경○○ 1 1 1 1

13
한국어 합성어에 나타난 동

기화 양상

1225-

0449
289 125 201009 1 0 1 송○○ 1 1 1 1

14
<동일방직 문제를 해결하

라> 연구

1225-

7729
32 379 201010 1 0 1 임○○ 1 1 1 1

15
이강백의 ‘작품(oeuvre)성’ 

연구
1225-
7729

32 449 201010 1 0 1 이○○ 1 1 1 1

16
일제 말기 주영섭의 내적 

논리와 그 자발적 기반

1225-

7729
32 187 201010 1 0 1 경○○ 1 1 1 1

17
노계 박인로의 경제적 기반

과 문학적 형상화

1226-

5578
29 121 201011 1 0 1 손○○ 1 1 1 1

18

1920년대 상징의 두 양상 

연구: 김우진 문학의 ‘상징’

언어에 나타난 ‘전일성’사상

을 중심으로

1598-

3501
14 4 89 201012 1 0 1 이○○ 1 1 1 1

19
1920년대 전반 비평에 나

타난 소설 개념 재정립

1226-

7627
33 341 201012 1 0 1 김○○ 1 1 1 1

20
노계 <상사곡>의 내용적 

특성과 그 의미

1225-

3928
53 209 201012 1 0 1 김○○ 1 1 1 1

21
DIE 기법을 활용한 독서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

1225-

3928
53 289 201012 1 0 1 김○○ 1 1 1 1

22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재고

1225-

3774
110 249 201012 1 1 1 권○○ 1 1 1 1

23
임신,출산 관련 어휘 연구-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1229-

0742
57 189 201012 1 0 1 홍○○ 1 1 1 1

24

최인훈 <크리스마스 캐럴> 

연작 연구-찰스 디킨스 

<크리스마스 캐럴>과의 비

1229-

1730
75 483 201012 1 0 1 배○○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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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연구를 중심으로

25
최재서의 ‘질서의 문학’과 

친일 파시즘

1229-

9200
50 347 201012 1 0 1 이○○ 1 1 1 1

26
태평양전쟁기 식민지 조선

에서의 향토 담론

1229-

9200
50 275 201012 1 0 1 김○○ 1 1 1 1

27
환몽구조로 본 <조신전> 

연구

2001-

1099
6 247 201012 1 0 1 박○○ 1 1 1 1

2011

년

연구

재단

등재

(후보

)지

1
김상옥 시조의 전통성과 시

대정신

1226-

2838
34 193 201101 1 0 1 이○○ 1 1 1 1

2
김우진 <이영녀>의 탈식민

성 연구

1598-

124X
44 297 201103 1 0 1 배○○ 1 1 1 1

3
김우진 희곡 <정오>에 나

타난 탈식민적 양상 고찰

1225-

7729
33 165 201104 1 0 1 이○○ 1 1 1 1

4
<초한가>와 <우미인가>의 

<西漢演義> 수용 양상

1598-

9615
31 77 201104 1 0 1 손○○ 1 1 1 1

5
<게우사>에 나타난 '가정'

에 대한 인식과 그 의미

1225-

3928
54 39 201106 1 0 1 유○○ 1 1 1 1

6

경남 남해군 어촌지역 생활

어휘 연구-행위자 및 환경 

관련 어휘를 중심으로-

1229-

0742
58 273 201106 1 0 1 홍○○ 1 1 1 1

7
담화 장르에 따른 삽입 표

현의 사용  양상

1220-

0449
292 55 201106 2 0 2 현○○ 1 1 1 0.5

8

전형기 구(舊)카프 문인의 

현실대응의 두 양상-한설야

와 김남천 소설을 중심으로

1225-

3774
112 279 201106 1 0 1 류○○ 1 1 1 1

9
홍세태 詩에 나타나는 缺乏

의 의미

1225-

3774
112 173 201106 1 0 1 김○○ 1 1 1 1

10
1930년대 후반의 전환기 

문학과 친일 파시즘

1229-

9200
52 405 201108 1 0 1 이○○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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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시의전서>와 <반찬등속>

의 국어학적 연구

1225-

3774
117 103 201109 1 0 1 신○○ 1 1 1 1

12
인지언어학에 기반을 둔 관

용 표현 교육 연구

1589-

5202
59 3 789 201109 2 0 2 송○○ 1 1 1 0.5

13

일제 말 오영진 영화 활동

의 탈식민지적 의미와 한계

-영화 평론과 시나리오 

<孟進士邸の慶事>-

1225-

3774 
113 359 201109 1 0 1 이○○ 1 1 1 1

14

최인훈 문학의 관념성 연구

-최인훈의 문학 에세이를 

중심으로

1229-

1730
78 391 201109 1 0 1 배○○ 1 1 1 1

15
경험 동사의 의미적 운율 

연구

1598-

8694
18 211 201110 1 0 1 최○○ 1 1 1 1

16

염상섭 초기 소설의 변화 

과정 고찰-매체와의 상관성

을 중심으로

1598-

9836
38 113 201110 1 1 2 김○○ 1 1 1 0.5

17

카프 해산 이후 송영의 현

실 인식 변화 연구: 일제강

점기 역사 소재 희곡을 중

심으로

1225-

7729
34 99 201110 1 0 1 이○○ 1 1 1 1

18

가정비극류 신파극에 나타

나는 멜로드라마적 과잉

(melodramatic excess)에 

대한 연구

1225-

3928 
55 509 201112 1 0 1 윤○○ 1 1 1 1

19
단어 내 위치에 따른 한국

어 폐쇄음의 VOT 연구

1229-

0343
59 149 201112 2 0 2 안○○ 1 1 1 0.5

20
<西京別曲>의 텍스트언어

학적 고찰

1225-

3774 
114 253 201112 1 0 1 이○○ 1 1 1 1

21
<所有亭歌>의 장소재현과 

장소성

1225-

3928
55 163 201112 1 0 1 김○○ 1 1 1 1

22 <오스트라키스모스>에 나 1225- 55 489 201112 1 0 1 이○○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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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 서사적 화자의 의미 3928

23
조선적 근대극의 창출, 김

우진의 근대극론

1225-

3928
55 549 201112 1 0 1 이○○ 1 1 1 1

24
1920년대 신채호 문학 연

구

1229-

3830
48 227 201112 1 0 1 류○○ 1 1 1 1

2012

년

연구

재단

등재(

후보)

지

1 이미지즘 시조 연구
1226-

2838
36 153 201201 1 0 1 이○○ 1 1 1 1

2

도시 공간의 인식을 통한 

근대성 탐구-이효석의 <都

市와 幽靈>을 중심으로

1225-

3774
115 381 201203 1 0 1 김○○ 1 1 1 1

3

申緯의 <東人論詩絶句>에 

나타난 비평방법과 미학적 

특징

2005-

7665
17 325 201203 1 0 1 손○○ 1 1 1 1

4
<우미인가>의 서술 양상과 

수용 의식

1225-

3774
115 109 201203 1 0 1 손○○ 1 1 1 1

5

최인훈 소설 <태풍 연구>-

셰익스피어 <태풍>과의 비

교연구를 중심으로

1598-

124X
48 345 201203 1 0 1 배○○ 1 1 1 1

6

1980년대 초기 노동연극 

연구 : 민주노동조합에서로 

만들어진 작품을 대상으로

1225-

7729
35 303 201203 1 0 1 임○○ 1 1 1 1

7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

전>의 생활용어 추출과 기

술: 미등재어 추출의 쟁점

1598-

8694
19 37 201204 1 1 2 최○○ 1 1 1 0.5

8
김말봉의 <佳人의 市場> 

개작과 여성운동

1229-

9200
54 267 201204 1 0 1 박○○ 1 1 1 1

9
해방기 좌익측 민족문학론

의 인민성담론과 초코드화

1226-

7627
37 251 201204 1 0 1 여○○ 1 1 1 1

10

해방직후 초창기 좌익 비평

에 드러난 파시즘 극복 방

향의 의미

1226-

7627 
37 225 201204 1 0 1 류○○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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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경북 성주지역의 언어 추이

에 대한 연구

1738-

7760
 21 79 201206 1 1 2 김○○ 1 1 1 0.5

12

발화형식에 따른 모음의 음

성적 실현 양상 연구  -대

구 지역어를 대상으로   

1225-

3928
56 79 201206 1 0 1 안○○ 1 1 1 1

13

<방한림전>과 <부장양문

록>에 나타난 여성영웅의 

차이와 그 의미

1225-

3928 
56 117 201206 1 0 1 김○○ 1 1 1 1

14

<사제곡>의 의미 구조 연

구 -통로 기능의 詞를 중심

으로-

1225-

3774
116 159 201206 1 0 1 김○○ 1 1 1

15 윤백남의 연극개량론 연구
1225-

3774
116 353 201206 1 0 1 이○○ 1 1 1

16

<조선농민사>와 <카프> 농

민문학론의 창작 주체와 방

법 연구

1225-

3928
56 243 201206 1 1 2 이○○ 1 조○○ 1 2 1 1

17
필사본 음식 조리서를 활용

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1738-

7760
21 395 201206 1 0 1 안○○ 1 1 1 1

18

한,일 표현주의극의 전유 

방식 비교 연구-김우진과 

오사나이 카오루를 중심으

로

1225-

7729
36 37 201206 1 0 1 윤○○ 1 1 1 1

19

핵심어 분석의 절차와 쟁점

-국어국문학 분야 학술논

문 핵심어를 중심으로

1229-

0203
32 89 201206 1 1 2 이○○ 1 1 1 0.5

20
‘달리다’에 나타난 이동 사

건의 의미 속성

1226-

7198
38 81 201208 1 0 1 임○○ 1 1 1 1

21
대중극의 정치학, 박영호의 

전략

1229-

2877
47 95 201208 1 0 1 이○○ 1 1 1 1

22 박용철 시론의 내적 논리
1229-

9200
55 213 201208 1 0 1 이○○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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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심산 김창숙의 <勤次三峯書

堂十二詠> 연구 

- 한주 이진상의 사상에 입

각한 이해  

1225-

3014
51 271 201208 1 0 1 이○○ 1 1 1 1

24
유성 자음 뒤 경음화의 특

성 및 원인에 대한 고찰

1598-

6888
22 119 201208 2 0 2 안○○ 1 1 1 0.5

25

율곡시에 나타난 산수유람 

체험의 형상화 방식과 지

향

1598-

1452
24 67 201208 1 0 1 손○○ 1 1 1 1

26
제도로서의 고백과 고백의 

또 다른 존재 방식

1229-

3830
50 71 201208 1 0 1 김○○ 1 1 1 1

27
최명익의 <心紋>에 나타난 

시선의 함의

1229-

3830
50 129 201208 1 0 1 류○○ 1 1 1 1

28 “하이칼라”, 이중의 억압
1226-

7627 
38 215 201208 1 0 1 김○○ 1 1 1 1

29

표준어의 이념과 ‘사투리’의 

발생-1920년대 문학에서 

표준어와 방언의 문제

1225-

3774
117 339 201209 1 0 1 김○○ 1 1 1 1

30
구상 연작시 <초토의 시>

에 나타나는 실존의식 연구

1229-

9030
48 285 201210 1 0 1 김○○ 1 1 1 1

31
수운정비회유록(睡雲亭悲懷

遺錄)의 원문 번역과 주해

1738-

477X
15 323 201210 1 1 2 전○○ 1 1 1 0.5

32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

전(우리말샘)>의 표제어와 

뜻풀이의 특성: ‘생활용어’

를 중심으로

1598-

8694
20 86 201211 2 1 3 최○○ 1 1 1 0.2

33
극단 <예성좌>의 <카추샤> 

공연 연구

1225-

7729
38 11 201212 1 0 1 윤○○ 1 1 1 1

34

남해안 어촌지역 어획물 명

칭 연구-해남, 남해, 욕지

도 지역의 명칭을 중심으로

1738-

8686
16 327 201212 1 0 1 홍○○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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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노동극 <선봉에 서서> 연

구

1225-

7729
38 179 201212 1 0 1 임○○ 1 1 1 1

36
<東都樂府>의 문학적 형상

화와 ‘東都’의 의미

1225-

3928
57 203 201212 1 0 1 손○○ 1 1 1 1

37
박경리 <토지>를 통해 고

찰한 ‘동학’의 의미

1598-

7566
26 343 201212 1 0 1 우○○ 1 1 1 1

38
사제담’의 구성과 의미 지

향

2005-

1999
10 81-110 201212 1 0 1 백○○ 1 1 1 1

39
서정시의 지평 확장과 서화

담의 기일원론

1598-

124X
51 157 201212 1 0 1 김○○ 1 1 1 1

40
<원천강본풀이>에 나타난 

부모탐색과 그 의미

1588-

7396
12 121 201212 1 0 1 조○○ 1 1 1 1

41
이현화의 데페이즈망 미학 

연구

1225-

7729
38 151 201212 1 0 1 이○○ 1 1 1 1

42
조선시대 필사본 음식조리

서의 의미 주석 연구

1226-

7198
39 149 201212 1 3 4

최○○ ,

현○○
2 2 1 0.33

43
한자어 부정 접두사의 결합 

양상

1598-

8694
20 260 201212 2 0 2 현○○ 1 1 1 0.5

44
해방기 낭독시와 정서적 감

응

1229-

9200
56 631 201212 1 0 1 여○○ 1 1 1 1

논문 총

환산편수
2010년 A1 2011년 A2

2012

년
A3 총계

A4=A1+
A2+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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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5-2] 최근 3년간 대학원생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연도 구분 연번 논문제목

게재정보 총 저자 저자 중 사업단 학과(부) 대학원생

가중치

(P)

환산

편수
게재

학술지명

학술지

구분
ISSN 권 호 쪽

연월

(YYYY

MM)

주저자

수(m)

기타

저자

수(n)

총

저자

수(T)

주저자 기타저자 총

저자

수
성명 수(A) 성명(B) 수

2010년

국제저명학술지

기타국제학술지

2011년

국제저명학술지

기타국제학술지

2012년

국제저명학술지

기타국제학술지

국제저명학술지 총

환산편수
2010년 B1 2011년 B2 2012년 B3 총계 B4=B1+B2+B3

기타국제학술지 총

환산편수
2010년 C1 2011년 C2 2012년 C3 총계 C4=C1+C2+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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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구분 연번 저서명

학술저서 정보
총 저자 수

(T)

저자 중 사업단

학과(부) 대학원생 가중치

(P)

환산편수

(P/T)*A
출판사명 ISBN 권 호 쪽

연월

(YYYYMM)
성명 수(A)

2010

국어 저서
1

경상북도 종가문

화 연구

경상북도, 영

남문화 연구

원

978-89-962

327-1-1
201001 8

백○○,김○

○
2 2 0.5

외국어 저서

2011

국어 저서
1

경북의 유학과 

선비정신

경상북도, 한

국국학진흥원

978-89-617

8-152-7
309 201212 17 백○○ 1 2 0.12

외국어 저서

2012

국어 저서 1
들뢰즈/가타리와 

사유하기 얼굴국

가사건

한티재
978-89-970

90-07-5
201206 6

여○○,

류○○
2 2 0.66

외국어 저서

총 환산편수

국어 저서 2010년 D1 2011년 D2 2012년 D3 총계 D4=D1+D2+D3

외국어 저서 2010년 E1 2011년 E2 2012년 E3 총계 E4=E1+E2+E3

[첨부 5-3] 최근 3년간 대학원생 학술저서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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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과정

연번
첨부 5
해당 연번

성 명

학번 성별 지도교수 성명

재학정보

한글 영문
입학일자
(YYYYMM)

졸업일자
(YYYYMM)

석사

1
(5-1)'2010-3,(5
-1)'2010-5

이○○ Lee ○○ 20024○○ 남 김○○ 1999○○ 2002○○

2

(5-1)'2010-4,(5
-1)'2010-6,(5-
1)'2011-23,(5-
1)'2012-15,(5-
1)'2012-21

이○○ Lee ○○ 20044○○ 여 김○○ 2001○○ 2004○○

3 (5-1)'2010-8 이○○ Lee○○ 20084○○ 여 정○○ 2005○○ 2007○○
4 (5-1)'2010-9 김○○ Kim ○○ 20082○○ 여 박○○ 2008○○ 2011○○
5 (5-1)'2010-10 류○○ Ryu ○○ 20064○○ 남 김○○ 2006○○ 2008○○

6
(5-1)'2010-12,(
5-1)'2010-16

경○○ Kyung○○ 20074○○ 여 김○○ 2004○○ 2006○○

7
(5-1)'2010-14,(
5-1)'2012-6,(5
-1)'2012-35

임○○ Lim ○○ 20034○○ 여 김○○ 2003○○ 2006○○

8

(5-1)'2010-17,(
5-1)'2011-4,(5
-1)'2012-4,(5-
1)'2012-36

손○○ Son ○○ 20014○○ 남 김○○ 1997○○ 1999○○

9 (5-1)'2010-18 이○○ Lee ○○ 20074○○ 여 박○○ 2003○○ 2006○○

10

(5-1)'2010-19,(
5-1)'2010-26,(
5-1)'2012-26,(
5-1)'2012-28,(
5-1)'2012-29

김○○ Kim ○○ 20064○○ 여 김○○ 200○○ 2006○○

11 (5-1)'2010-21 김○○ Kim ○○ 20054○○ 여 김○○ 2003○○ 2005○○

[첨부 6] 기타 대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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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5-1)'2010-23,(
5-1)'2011-6,(5
-1)'2012-34

홍○○ Hong ○○ 20024○○ 여 이○○ 1998○○ 2002○○

13

(5-1)'2010-25,(
5-1)'2011-10,(
5-1)'2012-16,(
5-1)'2012-22

이○○ Lee ○○ 20074○○ 남 박○○ 2002○○ 2006○○

14 (5-1)'2010-27 박○○ Park ○○ 20044○○ 여 서○○ 2000○○ 2002○○

15
(5-1)'2011-13,(
5-1)'2011-17

이○○ Lee ○○ 20054○○ 남 김○○ 2003○○ 2005○○

16

(5-1)'2011-15,(
5-1)'2012-7,(5
-1)'2012-32,(5
-1)'2012-42

최○○ Choi ○○ 20094○○ 남 남○○ 2006○○ 2009○○

17
(5-1)'2011-18,(
5-1)'2012-18,(
5-1)'2012-33

윤○○ Yun ○○ 20032○○ 여 김○○ 2003○○ 2007○○

18 (5-1)'2011-20 이○○ Lee ○○ 20084○○ 여 김○○ 2005○○ 2007○○
19 (5-1)'2012-5 배○○ Bae ○○ 20104○○ 여 김○○ 2005○○ 2010○○
20 (5-1)'2012-8 박○○ Park ○○ 20084○○ 여 김○○ 2005○○ 2008○○

21
(5-1)'2012-9,(5
-1)'2012-44,(5
-3)'2012-1

여○○ Yeo ○○ 20014○○ 여 박○○ 1996○○ 2000○○

22
(5-1)'2012-10,(
5-1)'2012-27,(
5-3)'2012-1

류○○ Ryu ○○ 20104○○ 남 김○○ 2007○○ 2009○○

23 (5-1)'2012-14 김○○ Kim ○○ 20084○○ 여 김○○ 2004○○ 2007○○
24 (5-1)'2012-17 안○○ Ahn ○○ 20094○○ 남 백○○ 2006○○ 2009○○
25 (5-1)'2012-20 임○○ Lim ○○ 20114○○ 남 임○○ 2007○○ 2010○○
26 (5-1)'2012-23 이○○ Lee ○○ 20104○○ 여 김○○ 2006○○ 2009○○
27 (5-1)'2012-31 전○○ Jun ○○ 20104○○ 남 백○○ 200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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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5-1)'2012-38,(
5-3)'2010-1,(5
-3)'2011-1

백○○ Baek ○○ 19981○○ 남 김○○ 1994○○ 1997○○

29 (5-1)'2012-41 이○○ Lee○○ 20104○○ 여 김○○ 2005○○ 2009○○

30
(5-1)'2012-42,(
5-1)'2012-43

현○○ Hyun ○○ 20104○○ 여 남○○ 2007○○ 2009○○

31 (5-3)'2010-1 김○○ Kim ○○ 20004○○ 여 이○○ 1996○○ 1999○○

박사

1
(5-1)'2010-1,(5
-1)'2010-2

최○○ Choi ○○ 20074○○ 남 정○○ 2007○○ 2011○○

2
(5-1)'2010-13,(
5-1)'2011-12

송○○ Song ○○ 20034○○ 여 임○○ 2003○○ 2011○○

3
(5-1)'2012-12,(
5-1)'2012-24

안○○ Ahn ○○ 20044○○ 여 백○○ 2004○○ 2012○○

석박사

통합

1

2

석사과정생 수 A1 박사과정생 수 A2 석박사통합과정생 수 A3 전체 대학원생
A4=A1+A2+A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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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번 학술회의명

개

최

국

가

개최일

(YYYYM

MDD)

주관

기관
발표논문명

총

저자

수(T)

저자 중 학과(부)

소속 대학원생 전문/

초록

가중

치(P)

환산 편수

(P/T)*(A)
성명 수(n)

구두발표

2010년 국내

1
2010년 상반기 고전

문학 전공발표회
한국 20100327

한국문학

언어학회

조선후기 황실 소재 고전

소설의 비교 연구-<태아

선적강록>,<유황후전>,

<정비전>,<사원직전>을 

중심으로 

1 서○○ 1 전문 1 1

2
2010년 하반기 국어

학 전공발표회
한국 20101127

한국문학

언어학회

경험동사의 의미론적 운

율
1 최○○ 1 전문 1 1

3
2010년 하반기 국어

학 전공발표회
한국 20101127

한국문학

언어학회

무술오작비 판독문 비교 

연구
1 전○○ 1 전문 1 1

4
2010년 하반기 국어

학 전공발표회
한국 20101127

한국문학

언어학회

역사자료말뭉치를 이용한 

아카이브 구축 방안
1 안○○ 1 전문 1 1

5
2011년 동계 전국학

술대회
한국 20110114

한국문학

언어학회

김소월, 김억 <三水甲山>

의 상호텍스트성 연구
1 권○○ 1 전문 1 1

2011년

국제 1

The 7th International 

Conference Second 

C i r c u l a r , 

ASIALEX2011

일본

20110822

-2011082

4

T h e 

A s i a n 

Associati

on for 

Lexicogr

aphy

Aspects of equivalency 

in the verbs -hata(하다) 

and -suru(する)

3 현○○ 1 전문 2 0.67

국내
1

2011년도 제2차 정기

학술발표회
한국 20110413

한국극예

술학회

일제강점기 송영의 역사 

인물 소재 희곡 연구
1 이○○ 1 전문 1 1

2 2011년 상반기 현대 한국 20110430 한국문학 윤동주 자필원고 분석- 1 장○○ 1 전문 1 1

[첨부 7] 최근 3년간 대학원생 학술대회 발표 논문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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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전공발표회 언어학회 <참회록>을 중심으로

3
2011년 상반기 현대

문학 전공발표회
한국 20110430

한국문학

언어학회

전형기 구(舊)카프 문인

의 현실 대응의 두 양상
1 류○○ 1 전문 1 1

4
2011년 후반기 고전

문학 전공발표회
한국 20110924

한국문학

언어학회

문경 새재의 시적 공간과 

의미
1 최○○ 1 전문 1 1

5
2011년 후반기 고전

문학 전공발표회
한국 20110924

한국문학

언어학회

退溪詩에 나타난 陶潛詩

의 수용 양상
1 션○○ 1 전문 1 1

6
2011년 후반기 국어

학 전공발표회
한국 20111022

한국문학

언어학회

은유에 대한 한,중 비교 

연구
1 췌○○ 1 전문 1 1

7
2011년 후반기 국어

학 전공발표회
한국 20111022

한국문학

언어학회

파생어의 결합 양상과 의

미-부정 접두 한자와의 

결합을 중심으로

1 현○○ 1 전문 1 1

8
2011년 후반기 현대

문학 전공발표회
한국 20111126

한국문학

언어학회

비균질 공간으로서의 도

시 인식을 통한 근대성 

탐구-이효석의 <都市와 

幽靈>을 중심으로

1 김○○ 1 전문 1 1

9
2012년 한국문학언어

학회 동계학술발표대

회

한국 20120203
한국문학

언어학회

1930년대 장편소설에서 

드러난 고향의식 연구
1 우○○ 1 전문 1 1

2012년

국제 1
the 15th erualex 

I n t e r n a t i o n a l 

Congress

노르

웨이

20120807

-

20120811

European 

Associati

on for 

Lexicogr

aphy

Extracting and 

Annotating Extended 

Lexical Units of Culinary 

Terms for Korean 

Culinary Manuscripts of 

Joseon Period

4 현○○ 1 전문

국내

1
2012년 상반기 고전

문학 전공발표대회
한국 20120331

한국문학

언어학회

불교계 경기체가의 시적 

형상화 연구
1 최○○ 1 전문 1 1

2
2012년 상반기 고전

문학 전공발표대회
한국 20120331

한국문학

언어학회

寒岡 鄭逑의 사귐의 방식

과 그 지향
1 손○○ 1 전문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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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2년 상반기 국어

학 전공발표회
한국 20120421

한국문학

언어학회

국어 부정극어의 의미·화

용적 분석
1 정○○ 1 전문 1 1

4
2012년 상반기 국어

학 전공발표회
한국 20120421

한국문학

언어학회

어순에 반영된 인지적 경

향성
1 김○○ 1 전문 1 1

5
2012년 상반기 현대

문학 전공발표회
한국 20120526

한국문학

언어학회

계용묵 <별을 헨다> 연

구 - 해방기 거주문제를 

중심으로

1 김○○ 1 전문 1 1

6
2012년 상반기 현대

문학 전공발표회
한국 20120526

한국문학

언어학회

오학영 희곡 <닭의 의

미> 삼부작 연구
1 윤○○ 1 전문 1 1

7
2012년 하반기 고전

문학 전공발표회
한국 20121201

한국문학

언어학회

노계 박인로 가사에 나타

나는 지향공간과 그 의미
1 김○○ 1 전문 1 1

8
2012년 하반기 국어

학 전공발표회
한국 20121208

한국문학

언어학회

북한 이탈 주민 대학생의 

글쓰기 오류 양상 연구
1 배○○ 1 전문 1 1

9
2013년 제1차 학술대

회 
한국 20130215

한국문학

언어학회

대구지역 북한이탈 주민

의 언어적응 실태와 교육

방안

1 배○○ 1 전문 1 1

10
2013년도 제2차 학술

대회
한국 20130330

한국문학

언어학회

<소현성록>에 나타난 유

/불 대립과 조선조 여성

의 신앙생활

1 서○○ 1 전문 1 1

11
2013년도 제2차 학술

대회
한국 20130330

한국문학

언어학회

퇴계 이황의 선유시를 통

해 본 풍류의 양상
1 손○○ 1 전문 1 1

12
2013년도 제2차 학술

대회
한국 20130330

한국문학

언어학회

조선후기 관료일기의 서

술방식과 작가의식-오횡

묵의 <고성총쇄록>을 중

심으로-

1 이○○ 1 전문 1 1

13
2013년도 제3차 학술

대회
한국 20130427

한국문학

언어학회

신어의 [+사람] 어휘의 

형태의미적 특성

-2002~2005,2012년 신

어를 중심으로

3 김○○,이○○ 2 전문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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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13년도 제3차 학술

대회
한국 20130427

한국문학

언어학회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평음,경음,격음’ 발음 교

육에 관한 연구-경북대학

교에 다니는 중국북방언

어권 한족인 유학생을 대

상으로

1 위○○ 1 전문 1 1

2010년

국제
총 건수

2011년

국제
총 건수

총 환산 편수 총 환산 편수

국내
총 건수

국내
총 건수

총 환산 편수 총 환산 편수

계
총 건수

계
총 건수

총 환산 편수 총 환산 편수

2012년

국제
총 건수

전체기간

국제
총 건수

총 환산 편수 총 환산 편수

국내
총 건수

국내
총 건수

총 환산 편수 총 환산 편수

계
총 건수

계
총 건수

총 환산 편수 총 환산 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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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8] 최근 3년간 외국인 교수 비율

기준 학기 연번
성 명

직급 성별
연구자

등록번호
외국인/내국인 국적 비고

한글 영문

2010년

1 연구년 (‘10.8.1~’11.0.2.28)

2

2011년

2012년

총 교수 수

2010년 D1

외국인 교수 수

2010년 E1

외국인 교수 비율

2010년 F1=(E1/D1)*100%

2011년 D2 2011년 E2 2011년 F2=(E2/D2)*100%

2012년 D3 2012년 E3 2012년 F3=(E3/D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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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연

번

주관

부처
연구
과제명

연구
책임자
성명

참여
교수
성명

연구자
등록번호

연구기간
(YYYYMMDD) 연구

형태
총연구비
(천원)

사업
참여교수
지분(%)

사업
참여교수
지분액(
천원)

연구비
입금일
(YYYYMM

DD)

사업 참여교수
지분액 중
입금액
(천원)시작일 종료일

2010년

1
(재)동일
문화장학
재단

중국신문소재
신채호논설의
발굴연구

김○○ 김○○ 20100201 20110131 단독 5,000 100 5,000
20100226,201
00825

5,000

2
한국연구
재단

한국과일본의
자연주의극성립에
대한비교연구

김○○ 김○○ 20100501 20110430 단독 30,888 100 30,888 20100511 30,888

3
한국연구
재단

계몽과
혁명-신채호의
삶과문학

김○○ 김○○ 2010.0501 201104.30 단독 10,000 100 10,000 20100512 10,000

4 경상북도
경북주요종가
소개책자및
영상물제작

정○○ 정○○ 20100610 20110831 공동 200,000 100 200,000 20100629 200,000

2011년

1
국립국어
원

개방형한국어
지식대사전
생활용어구축

남○○
남○○,김○
○

20110228 20110427 공동 17,967.18 100 17,967.18
20110429,201
10503

17,967.18

2
한국연구
재단

계몽과
혁명-신채호의
삶과문학

김○○ 김○○ 20110501 20120430 단독 10,000 100 10,000 20110429 10,000

3
한국연구
재단

융합성의관점에서
본훈민정음의
창제원리

백○○ 백○○ 20110501 20120430 단독 31,750 100 31,750 20110524 31,750

4
국립국어
원

개방형한국어
지식대사전
생활용어구축

남○○
남○○,김○
○

20110428 20111227 공동 71,904.72 100 71,904.72

20110531,201
10629,201107
29,20110902,
20111005,201
11027,201111
30,20111226

71,904.72

5
문화체육
관광부

대구시
공공(행정)기관

남○○ 남○○ 20110510 20111231 단독 11,000 100 11,000 20110627 11,000

[첨부 9-1] 최근 3년간 참여교수의 정부 연구비 수주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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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집언어사용
개선사업

6 경상북도

경북주요종가
소개책자및
영상물

제작(2차년도)

정○○ 정○○ 20111130 20121130 공동 160,000 100 160,000 20111125 160,000

7
한국연구
재단

조선시대필사본
음식조리서의
용어색인 DB 구축

남○○
남○○,백○
○

20111230 20120629 공동 33,000 100 33,000 20111229 33,000

2012년

1
국립국어
원

개방형한국어
지식대사전
생활용어구축
용역

남○○
남○○,김○
○

20120313 20121208 공동 122,727.27 100 122,727.27

20120420,201
20521,201206
20,20120726,
20120822,201
20920,201210
19,20121123,
20121217

122,727.27

2
한국연구
재단

계몽과
혁명-신채호의
삶과문학

김○○ 김○○ 20120501 20130430 단독 10,000 100 10,000 20120430 10,000

3
한국연구
재단

<하차>에대한
비교연구

김○○ 김○○ 20120501 20130430 단독 5,000 100 5,000 20120504 5,000

4
한국연구
재단

형태기반분석을
통한한국어
정형화된표현에
대한고찰

남○○ 남○○ 20120501 20130430 단독 19,448 100 19,448 20120504 19,448

5
한국연구
재단

<훈민정음>
해례의

제자론(製字論)에
대한비판적고찰

백○○ 백○○ 20120501 20130430 단독 26,000 100 26,000 20120504 26,000

6
국립국어
원

2012년 지역
언어문화상품
개발

김○○ 김○○ 20120511 20121207 공동 87,727 100 87,727
20120531,201
21213

87,727

7
한국연구
재단

한국
근대극형성기의
번역극공연인식과

김○○ 김○○ 20120501 20130430 단독 26,000 100 26,000 20120608 2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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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미

8 경상북도
다큐멘터리 <종가,
500년의초대>
번역사업

정○○ 정○○ 20120701 20121231 공동 55,000 100 55,000 20120704 55,000

9 경상북도

경북주요종가
소개책자및
영상물

제작(3차년도)

정○○ 정○○ 20120801 20130731 공동 160,000 100 160,000 20120813 160,000

10
국립국어
원

2012년 신어조사
사업

남○○ 남○○ 20120711 20121210 단독 33,991.6 100 33,991.6

20120816,201
20920,201210
16,20121122,
20121214

33,991.6

11 경상북도

<종가, 500년의
초대> 다큐멘터리
터키어번역보급

사업

정○○ 정○○ 20121112 20130311 단독 35,000 100 35,000 20121112 35,000

12 성주군
무흘구곡경관가도
문화자원기본조사

용역
정○○ 정○○ 20130220 20130520 단독 15,000 100 15,000

20130319,201
30419,201305
16

3,000

13 김천시
무흘구곡경관가도
문화자원기본조사

용역
정○○ 정○○ 20130222 20130522 단독 14,850 100 14,850

20130321,201
30419,201305
24

3,000

14
국립국어
원

2013년 지역
언어문화상품
개발

김○○
김○○,백○
○

20130327 20131122 공동 88,363.63 100 88,363.63 20130328 44,181.81

15
한국연구
재단

한국
근대극형성기의
번역극공연인식과

그의미

김○○ 김○○ 20130501 20140430 단독 26,000 100 26,000 20130430 26,000

16
한국연구
재단

구문단위핵심도
분석을통한 ‘학술
핵심구문’의
추출- 문.사.철
인문분야
학술지를

남○○ 남○○ 20130501 20140430 단독 25,636 100 25,636 20130516 2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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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총 수주 건수

2010년

정부 연구비 수주
총 입금액

2010년 GF1

2011년 2011년 GF2

2012년 2012년 GF3

계 계 SGF=GF1+GF2+G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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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9-2] 최근 3년간 참여교수의 산업체(국내) 연구비 수주실적

연도
연
번

산업체
명

산업체
구분

지역
구분

연구
과제명

연구
책임자
성명

참여
교수
성명

연구자
등록번
호

연구기간
(YYYYMMDD) 연구

형태

총
연구비
(천원)

사업
참여교
수

지분(%)

사업
참여교수
지분액
(천원)

연구비
입금일
(YYYY
MMDD)

사업
참여교수
지분액 중
입금액
(천원)

시작일 종료일

2010년

1

2

3

2011년

1

2

3

2012년

1

2

3

총 수주 건수

2010년

산업체 연구비 수주
총 입금액

2010년 GH1

2011년 2011년 GH2

2012년 2012년 GH3

계 계 SGH=GH1+GH2+G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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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9-3] 최근 3년간 참여교수의 해외기관 연구비 수주실적

연도
연
번

해외
기관
명

국가명
연구
과제명

연구
책임자
성명

참여
교수
성명

연구자
등록번호

연구기간
(YYYYMMDD)

연구
형태

총
연구비
(천원)

사업
참여교수
지분(%)

사업
참여교수
지분액
(천원 )

연구비
입금일
(YYYY
MMDD)

사업
참여교수
지분액 중
입금액
(천원)

환산
입금액
(천원)

해외
재원
(단위)시작일 종료일

2010년

1

2

3

2011년

1

2

3

2012년

1

2

3

총 수주 건수

2010년
해외기관
연구비
총 입금액

2010년 GI1

해외기관 연구비
수주 총 환산입금액

2010년 GJ1
2011년 2011년 GI2 2011년 GJ2
2012년 2012년 GI3 2012년 GJ3
계 계 SGI=GI1+GI2+GI3 계 SGJ=GJ1+GJ2+GJ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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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구분
연

번

논문

제목

게재정보 총 저자 저자 중 사업단 학과(부) 참여교수

가중치(

P)

환산

편수

(P/T)*A
ISS

N
권 호 쪽

연월

(YYYY

MM)

주

저 자

수

(m)

기타

저자

수(n)

총

저

자

수

(T)

주저자 기타저자
총

저자

수
성명

연구자

등록번

호

수

(A)
성명

연구자

등록번

호

수

(B)

2010

년

연구

재단

등재(

후보)

지

1
각종 취지서, 선언서
의 저자들과 그 의
미

1225-
3774 107 245 201003 1 0 1 김○○ 1 1 1 1

2

필사본 한글 음식조
리서에 나타난 오기
(誤記)의 유형과 발
생 원인

1225-
3774 107 25 201003 1 1 2 백○○ 1 1 1 0.5

3
어문생활사로 본 언
간과 한글고문서의 
연구 방법

1738-
477X 10 41 201004 1 0 1 백○○ 1 1 1 1

4
담화표지 '뭐'의 사
용패턴과 기능

1225-
0449 288 91 201006 1 1 2 남○○ 1 1 1 1

5
시로 노래한 학문의 
세계 : 老柏軒 鄭載
圭論

1226-
8925 29 185 201006 1 0 1 정○○ 1 1 1 1

6

朝鮮中期 江岸地域
의 文學活動과 그 
性格-낙동강 중류지
역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시론-

1738-
8902 40 203 201006 1 0 1 정○○ 1 1 1 1

7 함세덕 역사소재극 1225- 108 389 201006 1 1 김○○ 1 1 1 1

[첨부 10-1] 최근 3년간 참여교수 국내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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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창작 전략과 그 
의미 3774

8
경북 고령지역어의 
음운 연구

1225-
4061 47 175 201008 1 0 1 김○○ 1 1 1 1

9
신채호의 <신대한> 
발행과 독립운동

1225-
7028 36 71 201008 1 0 1 김○○ 1 1 1 1

10
한국어의 정형화된 
표현 연구

1226-
5691 17 2 163 201008 2 1 3 남○○ 1 1 1 0.4

11
<진오귀>에 미친 카
라주로(唐十郞)의 영
향

1225-
7729 32 347 201010 1 0 1 김○○ 1 1 1

12
계량적 접근에 의한 
조선시대 필사본 조
리서의 유사성 분석

1226-
7430 14 2 131 201012 3 0 3 백○○ 1 1 1 0.34

13
구상문학관의 현황
과 발전 방향

1225-
3928 53 57 201012 1 1 김○○ 1 1 1

14
‘아니다'의 사용패턴
과 부정의 의미

1226-
7198 33 41 201012 1 0 1 남○○ 1 1 1 1

15 어휘 사전 분야의 성과
와 향후의 과제

1225-
7168 20 4 51 201012 1 0 1 남○○ 1 1 1 1

16
조선초 소외형 관료
문인의 문학경향
-泰齋 柳方善論-

1225-
3568 7 197 201012 1 0 1 정○○ 1 1 1 1

17
한국 근대극 성립에 
미친 <극예술협회>
의 영향

0451-
0097 156 207 201012 1 0 1 김○○ 1 1 1 1

연구

재단

등재(

1
한국문학에 나타난 
물 이미지의 이항대
립(二項對立)과 그 

2233-
7032 48 694 201102 1 0 1 정○○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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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년

후보)

지

의미

2
일제강점기 현대시 
관련 근대성 담론의 
층위와 특성

1225-
3774 111 333 201103 1 0 1 박○○ 1 1 1 1

3
19세기 초기
전라방언 자료 수운
정비회유록 연구

1226-
8356 53 65 201103 1 0 1 백○○ 1 1 1 1

4
구어 비유창성 현상
의 주석 체계 연구

1229-
0203 30 45 201106 1 0 1 남○○ 1 1 1 1

5
담화 장르에 따른 
삽입 표현의 사용  
양상

1225-
0449 292 55 201106 1 1 2 남○○ 1 1 1 0.5

6
최재서의 문학과 정
치: 낭만주의론과 
지성의 의미 변화

1225-
3928 54 149 201106 1 0 1 박○○ 1 1 1 1

7
하다 동사와 ‘する’
동사의 대응 양상

1229-
1757 46 103 201106 1 1 2 남○○ 1 1 1 0.5

8
<하차>에 대한 비교 
연구

1225-
3774 112 249 201106 1 0 1 김○○ 1 1 1 1

9
한글 필사본 음식조
리서의 텍스트언어
학적 연구

1225-
3928 54 5 201106 2 1 3 남○○ 1 1 1 0.4

10
<디구성미래몽>의 
저자와 그 의미

1229-
3830 47 97 201108 1 0 1 김○○ 1 1 1 1

11
문장론 관련 3분법
의 수용과 그 한계

1229-
2052 34 33 201108 1 0 1 박○○ 1 1 1 1

12
텍스트의 구경-선금
술의 방법론

1229-
2052 34 5 201108 1 0 1 김○○ 1 1 1 1

13 1980년대 초 대구지 1229- 44 5 201108 1 0 1 김○○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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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소극장 <분도>와 
<누리> 연구 2877

14
<토월회> 연극의 근
대성과 전근대성

1225-
7729 34 14 201110 1 0 1 김○○ 1 1 1 1

15
확장된 어휘 단위에 
대한 연구 동향과  
한국어의 기술

1598-
8694 18 73 201110 1 0 1 남○○ 1 1 1 1

16
담화 유형에 따른 
한국어 비유창성 현
상  연구

1226-
5691 18 3 115 201112 1 0 1 남○○ 1 1 1 1

17
사회등가사의 저자
로서의 단재 신채호

1225-
3774 114 335 201112 1 0 1 김○○ 1 1 1 1

18
山中圖書館 ‘武屹精
舍 藏書閣’의 藏書 
性格과 意味

1738-
7760 20 7 201112 1 0 1 정○○ 1 1 1 1

19

전자문화지도 제작
을 위한 한국어 문
화자원의 자료 처리 
방안 연구

1738-
7760 20 87 201112 1 0 1 김○○ 1 1 1 1

2012

년

연구

재단

등재(

후보)

지

1
<서호문답>의 저자 
및 성격 규명

1225-
3014 50 487 201202 1 0 1 김○○ 1 1 1 1

2
<중화보> 소재 신채
호 논설의 발굴 연
구

1227-
8203 60 45 201203 1 0 1 김○○ 1 1 1 1

3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의 생활용어  
추출과 기술 - 미등
재어 추출의 쟁점-

1598-
8694-

19
19 37 201204 1 1 2 남○○ 1 1 1 0.5

4 <병학지남>이판본의 1225- 63 3 201204 1 0 1 백○○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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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과 신자료 <병
학지남육조언해> 연
구

1933

5
경북 성주지역의 언
어 추이에 대한 연
구

1738-
7760 21 79 201206 1 1 2 김○○ 1 1 1 1

6
성주지역 道學의 착
근과 江岸學派의 성
장

1738-
7760 21 45 201206 1 0 1 정○○ 1 1 1 1

7

핵심어 분석의 절차
와 쟁점-국어국문학 
분야 학술논문 핵심
어를 중심으로-

1229-
0203 32 89 201206 1 1 2 남○○ 1 1 1 0.5

8
1920년대 <인형의 
집> 번역에 대한 연
구

1225-
7729 36 11 201206 1 0 1 김○○ 1 1 1 1

9
寒岡 鄭逑의 武屹 
경영과 武屹九曲 정
착과정

1738-
8902 48 85 201209 1 0 1 정○○ 1 1 1 1

10

<수운정비회유
록(睡雲亭悲懷遺錄)>
의 원문 번역과 주
해

1738-
477X 15 323 201210 1 1 2 백○○ 1 1 1 0.5

11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우리말샘)의  
표제어와 뜻풀이의 
특성 - ‘생활용어’를 
중심으로-

1598-
8694-

20
20 86 201211 2 1 3 남○○ 1 1 1 0.4

12 조선시대 ‘문화공간- 1225- 57 323 201211 1 0 1 정○○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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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에 대한 한문
학적 독해 3928

13
근대 영남지역 문인
의 사상적 지향과 
지역성

1225-
3928 57 65 201212 1 0 1 박○○ 1 1 1 1

14
<십현담주해>의 언
어관과 한용운의 시
론

1229-
2052 38 115 201212 1 0 1 박○○ 1 1 1 1

15

안동부(安東府) 향리 
문서 <승부리안>(陞
付吏案)의 주방문(酒
方文) 주해

1225-
3928 57 513 201212 1 1 2 백○○ 1 1 1 0.5

16
어휘의 공기 경향성
과 의미적 운율

1225-
0449 298 135 201212 1 0 1 남○○ 1 1 1 1

17
융합성의 관점에서 
본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

1225-
3928 57 115 201212 1 0 1 백○○ 1 1 1 1

18
음운변화로 본 하생
원 <주방문>(酒方文)
의 필사 연대

1226-
8356 60 181 201212 1 0 1 백○○ 1 1 1 1

19

이육사의 현실인식
의 재구성과 작품 
해석의 방향-<노정
기>와 <광인의 태
양>을 중심으로-

1225-
3774 118 281 201212 1 0 1 박○○ 1 1 1 1

20

일두 정여창의 학문
과 문화공간으로서
의 악양정과 남계서
원

1226-
8925 36 231 201212 1 0 1 정○○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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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조선시대 필사본 음
식조리서의  의미 
주석 연구

1226-
7198 39 149 201212 1 3 4 남○○ 1 1 1 0.5

22
한국과 일본의 자연
주의극 성립에 대한 
비교 연구

0451-
0097 162 285 201212 1 0 1 김○○ 1 1 1 1

23
한반도 ‘김치’ 명칭
의 분포 변화에 대
한 연구

1738-
8686 16 287 201212 1 0 1 김○○ 1 1 1 1

24
19세기 초기 安東府
의 <陞付吏案 酒方
文>연구

1738-
7760 22 211 201212 1 1 2 백○○ 1 1 1 0.5

논문 총

환산편수
2010년 A1 2011년 A2 2012년 A3 총계 A4=A1+A2+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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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구분 연번 논문제목

게재정보 총 저자 저자 중 사업단 학과(부) 참여교수

가중치

(P)

환산

편수

(P/T)*A

게재

학술

지명

학술

지

구분

ISSN 권 호 쪽

연월

(YYY

YMM)

주저

자수

(m)

기타

저자

수(n)

총

저자

수(T)

주저자 기타저자 총

저자

수
성명

연구자

등록번호

수

(A)
성명

연구자

등록번호

수

(B)

2010

년

국제저명

학술지

기타국제

학술지

1
<訓民正音> 解例本의 

影印과 <合部訓民正音> 
硏究

朝鮮
學報

0577
-9766

214 1 201003 1 0 1 백○○ 1 1 1 1

2
Production of a dialect 
map utilizing Map Maker

Dialectol
ogia

2013
-2247

SI1 21 201008 1 0 1 김○○ 1 1 1 1

2011

년

국제저명

학술지

기타국제

학술지

1
Hunminjeo ngeum: 

Disseminat ion Policy 
and Education

SCRIPT
A

2092
-7215 

3 1 201109 1 0 1 백○○ 1 1 1 1

2

The Formulaic 
Expressions of ‘Thing’ in 

Spoken and Written 
Registers: A Corpus 

Study of Bound Nouns 
kes and ke in Korean 

Japanes
e/Korea

n 
Linguisti

cs

 10: 
15758663

82  
13: 

978-1575
866383  

20 201112 1 1 2 남○○ 1 1 1 0.5

2012

년

국제저명

학술지

기타국제

학술지
1

慶北方言の知覺方言學に關
する硏究

言語文
化硏究

1340
-5632

20 117 201212 1 2 3 김○○ 1 3 1 0.5

논문 총

환산편수

국제저명학술지 2010년 B1 2011년 B2 2012년 B3 총계 B4=B1+B2+B3

기타국제학술지 2010년 C1 2011년 C2 2012년 C3 총계 C4=C1+C2+C3

[첨부 10-2] 최근 3년간 참여교수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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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구분 연번 저서명

학술저서 정보 총 저자

수

(T)

저자 중 사업단 학과(부) 참여교수
가중치

(P)

환산편수

(P/T)*A출판사명 ISBN 권 호 쪽
연월

(YYYYMM)
성명

연구자

등록번호
수(A)

2010년

국어 저서

1 내암 정인홍 예문서원
978-89-7646
-259-6

407 201003 14 정○○ 1 2 0.14

2
별고을星州 
성주의 시와 
시인들(1)

강물처럼
978-89-9621
14-3-3

12 201012 2 정○○ 1 2 1

3 이상수필작품론 역락
978-89-5556
-833-2

251 201004 13 박○○ 1 2 0.15

4
근대전환기 
한국의 극

도서출판 
연극과인간

978-89-5786
-361-9

523 201011 1 김○○ 1 2 2

5
고령문화사대계5 

민속편
역락

978-89-5556

-857-8
499 201010 7 김○○ 1 2 0.28

외국어 저서 1

the north region 
of korea :
 HISTORY, 

IDENTY, AND 
CULTURE,

UNIVERSIT
Y OF 

WASHINGT 
ON PRESS, 
SEATTLE 
&LONDON

978-0-25-99
041-5

116 201010 11 백○○ 1 3 0.27

2011년 국어 저서

1
한글 편지로 본 
조선시대 선비의 

삶
역락

978-89-5556
-897-4

9 201102 1 백○○ 1 2 2

2
인문학과 

자연과학이 하나 
되는 전통과 미래

경북대학교 
출판부

978-89-7180
-315-893900

24 201106 13 백○○ 1 2 0.15

3 한강 정구 예문서원
978-89-7646
-279-4

15,33
9

201108 15 정○○ 1 2 0.13

4
물의 문화와 

생명성
민속원

978-89-285-
0197-7

55 201111 5 정○○ 1 2 0.4

5
별고을 星州 
성주의 시와 

강물처럼
978-89-9621
14-5-7

 12 201112 2 정○○ 1 2 1

[첨부 10-3] 최근 3년간 참여교수 학술저서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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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들(2)

6 시론 예옥
918-89-9324
1-23-5

14 201107 1 박○○ 1 2 2

7
한국 현대극의 

이론

도서출판 
연극과 
인간

978-89-5

786-396-

1

327 201111 1 김○○ 1 2 2

8
영남의 큰집, 

안동 퇴계 이황 
종가

예문서원

978-89-7

646-273-

2

12 201112 1 정○○ 1 2 2

Japanese/Kor
ean 

Linguistics 

Center 
for the 
Study of 
Languag
e and Inf 

978-157

5866383 20 1 2011

2012년 국어 저서

1 신채호문학연구초 소명출판
978-89-5626
-709-893810

3 201205 1 김○○ 1 2 2

2
삼국유사 원시와 

문명 사이
도서출판 

역락
978-89-5556
-961-2

15 201201 1 정○○ 1 2 2

3 동강 김우옹 예문서원
978-89-7646
-299-2

137 201212 10 정○○ 1 2 0.2

4
함세덕, 그가 
걸었던 길

도서출판 
역락

978-89-5

556-964-

3

198 201201 1 김○○ 1 2 2

5 사회언어학사전 소통
978-89-9345

4-66-6
11 201210 46 김○○ 1 2 0.04

6
경북의 유학과 

선비정신

경상북도,한
국국학진흥

원

978-89-6178

-152-7
377 201212 17 정○○ 1 2 0.11

총 환산편수
국어 저서 2010년 D1 2011년 D2 2012년 D3 총계

D4=D1+D2+
D3

외국어 저서 2010년 E1 2011년 E2 2012년 E3 총계 E4=E1+E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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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도
계열

구분
연번

대학원

/학과(부)
교과목명 학점 담당교수

담당 교수
전임 여부

2010년 인문계

1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고대국어연구 3 이○○
2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고전소설작품론 3 이○○ 전임
3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고전시가작품론 3 김○○ 전임
4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방언론연구1 3 김○○ 전임
5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어휘론연구 3 이○○ 전임
6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음성학연구 3 백○○ 전임
7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음운사연구 3 백○○ 전임
8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자료처리연구 3 남○○ 전임
9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표현론연구 3 김○○ 전임
10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문화론연구 3 김○○ 전임
11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연구 3 정○○ 전임
12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연구 3 박○○ 전임
13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연구 3 박○○ 전임
14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연구 3 서○○ 전임
15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연구 3 이○○ 전임
16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연구 3 정○○ 전임
17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연구 3 이○○ 전임
18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연구 3 서○○ 전임
19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생성이론연구 3 김○○
20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연구 3 김○○ 전임
21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연구 3 임○○ 전임
22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연구 3 백○○ 전임
23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연구 3 정○○ 전임
24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연구 3 이○○ 전임
25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연구 3 이○○ 전임

[첨부 11] 전임교수 담당 강좌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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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연구 3 김○○ 전임
27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연구 3 이○○ 전임
28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연구 3 정○○ 전임
29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연구 3 백○○ 전임
30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연구 3 김○○ 전임
31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연구 3 남○○ 전임
32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연구 3 김○○ 전임
33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시조및가사론 3 김○○ 전임
34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인지언어학연구 3 임○○ 전임
35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일반언어학연구 3 이○○ 전임
36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판소리연구 3 김○○ 전임
37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한국고전문학배경론 3 정○○ 전임
38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한국고전소설연구 3 이○○ 전임
39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한국고전희곡론 3 서○○ 전임
40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한국무가연구 3 김○○ 전임
41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한국비교문학특강 3 김○○ 전임
42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한국시가사연구 3 김○○ 전임
43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한국한문학연구 3 정○○ 전임
44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한국현대문학비평사 3 이○○ 전임
45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한국현대문학연구사론 3 이○○ 전임
46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한국현대시사 3 박○○ 전임
47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한국현대시사 3 박○○ 전임
48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한국현대시사상연구 3 박○○ 전임
49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한국현대작가론특강 3 박○○ 전임
50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한국현대희곡론 3 김○○ 전임
51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한자음및운서연구 3 이○○
52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현대문학연구방법 3 김○○ 전임

이공계

2011년
인문계 1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방언론연구2 3 이○○ 전임

2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사연구 3 이○○ 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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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음운론연구 3 백○○ 전임
4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특질연구 3 김○○ 전임
5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연구방법론 3 송○○ 전임
6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연구방법론2 3 임○○ 전임
7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형태론연구 3 홍○○
8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형태사연구 3 홍○○
9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근대국어연구 3 백○○ 전임
10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문예비평연구 3 박○○ 전임
11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문학연구방법론 3 이○○ 전임
12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연구 3 박○○ 전임
13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연구 3 김○○ 전임
14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연구 3 임○○ 전임
15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연구 3 김○○ 전임
16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연구 3 이○○ 전임
17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사전편찬학연구 3 남○○ 전임
18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연구 3 김○○ 전임
19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연구 3 김○○ 전임
20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연구 3 남○○ 전임
21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연구 3 김○○ 전임
22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연구 3 남○○ 전임
23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연구 3 박○○ 전임
24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연구 3 이○○ 전임
25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연구 3 임○○ 전임
26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연구 3 이○○ 전임
27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연구 3 이○○ 전임
28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언어학사연구 3 남○○ 전임
29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중세국어연구 3 이○○ 전임
30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한국고전문학사연구 3 김○○
31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한국고전문학제재연구 3 김○○ 전임
32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한국고전비평연구 3 김○○
33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한국고전소설발달사 3 이○○ 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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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한국구비문학연구 3 김○○ 전임
35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한국시가운율론 3 김○○ 전임
36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한국현대소설론특강 3 손○○
37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한국현대소설사연구 3 김○○ 전임
38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한국현대소설작품연구 3 김○○ 전임
39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한국현대시연구방법론 3 박○○ 전임
40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한국현대연극론 3 이○○
41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한국현대연극사 3 김○○ 전임
42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한국현대작가론특강 3 박○○ 전임
43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한국현대작가연구 3 정○○
44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향가 및 여요론 3 김○○ 전임

이공계

2012년

인문계 1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고전소설작품론 3 김○○
2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방언론연구 3 이○○ 전임
3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사문헌연구 3 백○○ 전임
4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어휘론연구 3 이○○ 전임
5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어휘사연구 3 이○○ 전임
6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음운론연구2 3 백○○ 전임
7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자료처리연구 3 남○○ 전임
8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정보학연구 3 남○○ 전임
9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정책론연구 3 김○○ 전임
10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통사론연구1 3 김○○
11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사연구 3 이○○ 전임
12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연구 3 정○○ 전임
13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연구 3 남○○ 전임
14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연구 3 박○○ 전임
15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연구 3 임○○ 전임
16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연구 3 김○○ 전임
17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연구 3 임○○ 전임
18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연구 3 이○○ 전임
19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연구 3 정○○ 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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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연구 3 김○○ 전임
21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연구 3 이○○ 전임
22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연구 3 김○○ 전임
23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연구 3 김○○ 전임
24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연구 3 김○○ 전임
25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연구 3 남○○ 전임
26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연구 3 김○○ 전임
27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연구 3 남○○ 전임
28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연구 3 백○○ 전임
29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연구 3 이○○ 전임
30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시조 및 가사론 3 김○○ 전임
31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조선조서사문학연구 3 한○○ 전임
32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한국고전문학배경론 3 정○○ 전임
33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한국고전소설작가연구 3 이○○ 전임
34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한국고전시가작가연구 3 김○○ 전임
35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한국문학사상연구 3 정○○ 전임
36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한국민요연구 3 최○○
37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한국설화문학론 3 한○○ 전임
38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한국어문화론연구 3 김○○ 전임
39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한국현대문학비평사 3 김○○ 전임
40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한국현대문학사상연구 3 박○○
41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한국현대문학특강 3 박○○ 전임
42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한국현대소설구조연구 3 김○○ 전임
43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한국현대희곡론 3 이○○
44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한국현대희곡사 3 김○○ 전임
45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현대문학연구방법론 3 양○○
46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화법이론연구 3 엄○○

이공계

총 강좌 수
2010년

인문계 52
전임교수 담당

총 강좌 수

2010년
인문계 49

이공계 A2 이공계 B2

2011년 인문계 44 2011년 인문계 37



- 58 -

이공계 A4 이공계 B4

2012년
인문계 46

2012년
인문계 39

이공계 A6 이공계 B6

전임이 아닌

기타 교수 담당

총 강좌 수

2010년
인문계 3
이공계 C2

2011년
인문계 7
이공계 C4

2012년
인문계 7
이공계 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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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2] 대학원생 1인당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 비율

계열 연도 기준학기 전체 대학원생 수 총 등록금 (천원)
총 장학금 (천원)

교내 교외 계

인문계

2010년

1학기 38 82,427 13,217.5 24,203
2학기 40 84,674.5 14,833.5 24,203
3학기

2011년

1학기 44 95,216.5 21,238 25,218
2학기 41 87,051.5 21,540.5 23,116.5
3학기

2012년

1학기 36 77,434 23,381 16,812
2학기 37 78,645.5 28,356.5 16,812
3학기

이공계

2010년

1학기

2학기

3학기

2011년

1학기

2학기

3학기

2012년

1학기

2학기

3학기

인문계 총 등록금

2010년 167,101.5
총 교내
장학금

2010년 28,051
총 교외
장학금

2010년 48,406
인문계 전체
대학원생 수

2010년 78

2011년 182,268 2011년 42,778.5 2011년 48,334.5 2011년 85

2012년 156,079.5 2012년 51,731.5 2012년 33,624 2012년 73

이공계 총 등록금

2010년 A4
총 교내
장학금

2010년 B4
총 교외
장학금

2010년 C4
이공계 전체
대학원생 수

2010년 N4

2011년 A5 2011년 B5 2011년 C5 2011년 N5

2012년 A6 2012년 B6 2012년 C6 2012년 N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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