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체평가 보고서 요약문>

중심어

문화어문학 비교지역학 협업과 융합
학술 전문 인력 현장 실무 인력 창의 인재
사회문제 해결 국제화 학생 성공

교육연구단의

비전과 목표 

달성정도

1. 교육의 비전 및 목표

  본 교육연구단은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어문학 관련 4과목을 

개편 완료하여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내외국인 학생들이 수준 높

은 논문을 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학술논문작성법(영문/국문> 과목을 1, 2학

기 공히 개설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 개발을 진행하여 교과목 개발 2건, 교재 및 

부교재 개발 각 1건, 총서 발간 1건을 2020년 2월에 완료할 예정이다. 

2. 연구의 비전 및 목표

  본 교육연구단은 참여대학원생의 연구력 증진을 위하여 국내의 저명한 연구자와 

전문가를 초청하여 10건의 특강을 진행하였으며, 해외 석학 및 전문가를 초청하여 6

건의 특강을 실시함으로써 대외적 환경 변화에 다른 특정 분야의 세계적 연구 동향

과 교육의 미시적 흐름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학제간 교류를 통한 문

화어문학 연구의 방법론 확산과 심화를 위하여 자체적인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저명 

학자들과 함께 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의 논문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함으로써 교육연

구단 전체 구성원들의 연구력 증진과 학자들간 교류를 활성화하였다. 

3. 세계 저명대학 벤치마킹 분석결과에 근거한 혁신

  본 교육연구단은 우리나라 문화어문학 자산에 대한 교육 및 연구의 심화 및 연구

방법론 모색, 도출된 성과의 대중 확산 및 세계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연구단 내 

운영위원회와 자체평가위원회,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각 위원회의 산하에 참여

교수 및 신진연구인력을 배치하여 교육연구단의 원활한 운영과 비전 및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역량 영역 

성과

1.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본 교육연구단은 참여대학원생의 학술 및 실용 능력을 강화시키고자 범용적 능력

개발 프로그램과 학술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투트랙 기반 큐브형 교육과정을 운영하

고 있다. 전자의 경우 기초와 심화 과정으로 분리하여 유튜브 제작 및 편집 기술 특

강을 2회 개최하였고, 문학 및 어학 분야의 아카이브 특강을 각각 5회, 6회 진행하였

다. 학술능력 향상 프로그램으로는 자료 구축, 교육 및 연구의 심화, 실용화 과정으

로 분리하여 진행하였으며, 국내 해당 분야 연구자 및 전문가를 초청하여 각각 2회, 

4회, 3회의 특강을 실시하였다. 

2. 학제간 협력 교육과정 강화

  본 교육연구단은 국내 타 대학 및 타학과, 국외 교류협정 대학 및 기관과의 ‘학

점인정제’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이를 더욱 확대 실시하여 학제간 연구를 더욱 활

성화함으로써 참여대학원생의 연구력 향상을 제고하자 하였다. 또한 이들 대학 및 

기관들과 연계 교육과정을 설정하고 융합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특히 국내외 기

관 및 연구자와의 공동연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함으로써 교육연구단의 

연구 성과를 제고하고 참여대학원생들의 연구력 증진 및 실용 능력 제고를 꾀하고 

있다.



3. 대학원 학사관리제도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연구력 향상

  본 교육연구단은 문화어문학의 교육과 참여대학원의 학습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부 과정에서 4과목, 대학원 과정에서 4과목을 개편하여 학부와 대학원간의 

연계성을 강화하였고, 대학원생의 인권 보호를 위해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생 권리장전’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내규에 대학원생의 집중연구시간 보장 조항을 

추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2번의 온라인 교육과 1회의 참여대학원생 워크숍을 통해 인

권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학술논문 및 학위논문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절차

를 대폭적으로 강화하였으며, 대학원 강의 및 주요 행사에서 연구 윤리 교육을 실시

하고 있다. 

연구역량 영역

성과

1. 참여교수 연구역량

  본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 7인은 최근 1년 간 논문 18편, 저서 12편, 총 30편의 양

적 성과를 거두었으며, 전체 연구실적 30편 중 60%(18편)의 실적이 본 교육연구단의 

주요 아젠다에 기반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정부 연구비, 산업체(국

내) 연구비 지원을 받은 다수의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지역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

고 산업 구조 변화의 대응으로서 어문학 연구를 실천하고 있다.  

2. 산업·사회에 대한 기여도

  본 교육연구단은 “지역 사회, 산업 및 사회 변화, 세계화”에 집중하여 연구 방향

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산업·사회 및 지역 문제 해결에 기여

하고 있다. 또한 연구 성과의 대중적 확산을 위해 교육연구단 유튜브 채널 운영, 신

문 칼럼 연재, 인문학 강연 활동, 교양저서 출간 등을 수행한 바 있다.

3. 참여교수 연구의 국제화 실적

  본 교육연구단 참여교수들은 국제적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한국어문학의 세계화를 

위해 해외 강연 및 특강, 국제학회 위원회 활동,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및 국제학술

대회 발표 등의 국제적 학술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외국 대학 및 연구

기관과의 연구자 교류를 바탕으로 국제 공동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문화어문학 연구의 

외적 확장을 추구하고 있다. 

달성 성과 요약

  본 교육연구단은 세계 저명대학 벤치마킹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및 연구의 비

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그 결과, 교육역량 영역에서는 교육과정 

개발, 교과목 개편, 학술 및 실용 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용을 통해 학술과 현장 역량

을 갖춘 한국어문학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연구역량 영역에서는 문화어문학 

이론의 재정립을 통해 지역 문화어문학의 심화를 꾀하고, 지역 문제에 대한 탐색, 산

업 구조 변화의 대응으로서의 어문학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산업·사회 및 지역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문화어문학 연구의 외적 확장을 위해 인도네시아 가자

마다대 한국어학과와 MOU를 체결하였고, 참여교수들은 다양한 국제적 학술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미흡한 부분 /

문제점 제시

1. 교육역량 영역 

  현재 본 교육연구단에서 수학하고 있는 외국인 참여대학원생 관리나 공동지도교수

제, 쌍방향 멘토제 등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여 명확히 정착되지 못하고 있

으며, 교육과정 개발과 외국어 번역 교재의 출간에서도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후자의 경우 실제 사업 착수가 2021년 1학기에 이루어져 성과의 도출이 2022년 2월

경에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인데 차기년도에 실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정확한 

타임테이블을 설정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역량 영역

  일인당 논문 편수는 교수가 평균 2.57편, 저서가 1.17권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거

두었으나 신진연구인력의 논문편수가 1편에 불과하여 학술 연구 역량의 제고와 함께 

양적, 질적 연구성과의 도출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1차년도에는 상대적으로‘지역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민족지 연구’, ‘산업 및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한국어문학 

자료 구축 및 처리·응용 시스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세계화에 대응

하는 지역 문화어문학 및 한국어문학 연구’가 다소 부진하였다.

3. 국제화역량 영역

  본 교육연구단은 뉴욕주립대 버팔로 캠퍼스, 밴더빌트대, 스페인 파브라 대학과 교

류협력을 위한 교수진 회의를 개최하고 메일을 통해 외국 대학 및 연구기관과 교류

협력을 꾀하고 있으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실제 MOU 체결이나 학생교환이 이루

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문화어문학의 세계화에 필수적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국제학

술대회 발표와 국제 학술지 논문 게재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차년도 

추진계획

1. 교육역량 영역 문제점 개선 방안 

  참여교수 및 신진연구인력의 활용과 선후배간 결연, 쌍방향 멘토제 등의 실행을 

통해 외국인학생을 포함한 참여대학원생의 관리를 보다 강화한다. 또한 당초 계획하

였던 문화어문학 관련 교과목의 추가 개편과 교육과정 개발을 기한 내 마무리하고 

학부-대학원간 공동학술발표회와 학술동아리 지원활동 등을 강화하여 연계성을 강화

하고 대학원 신입생 유치에 만전을 기한다. 

2. 연구역량 영역 문제점 개선 방안

  신진연구인력의 학술 연구 역량 제고를 위해 신진연구인력과 연구분과별 책임 교

수의 연구모임 운영, 공동 현장조사 수행 등을 통해 연구의 양적 증가뿐 아니라 질

적 제고를 도모한다. 또한 국제 공동연구 및 비교지역학적 연구의 기회를 증대하여

‘세계화에 대응하는 지역 문화어문학 및 한국어문학 연구’를 활성화하는 한편, 참

여교수의 논문 및 저서가 실질적 성과로 도출될 수 있도록 한다.

3. 국제화역량 영역

  뉴욕주립대 버팔로 캠퍼스, 밴더빌트대, 스페인 파브라 대학과 MOU를 체결하고 

참여교수 및 참여대학원생의 공동연구 및 교류를 실천한다.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국제 협력 방안을 마련하여 온라인 공동강의, 공동학술대회 등을 추진한다. 이

를 통해 국제학술대회 발표와 국제 학술지 논문 게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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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교육연구단의 구성, 비전 및 목표

1. 교육연구단장의 교육·연구·행정 역량

성      명 한 글 정 영 문  Jeong,

소 속 기 관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1. 교육연구단장의 교육 역량

  본 교육연구단의 단장인 정  교수는 2005년에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부임한 이래 대학 교육

의 혁신과 인재 양성에 노력하는 한편, 다수의 시민강좌를 기획·개발하여 한국어문학에 기반한 인문

학의 대중화에도 심혈을 기울여 오고 있다. 아울러 중국 교수들과 교재를 집필하는 등 한국학의 세계

화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실천하고 있다.

 ◇ 대학 교육 혁신 업적

  - 2017년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 지역학 교과목(릴레이 영남학 특강) 개발

  - 우수강의 교수법 동영상 제작 공유(국립대학육성사업, 경북대학습지원센터, 2018)

  - 중국 북경대 한국어과 교재 집필(고급한국어-마음으로 배우는 한국어와 문화, 북경대출판사, 2017)

  -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사업 참여(2013. 9.~2020. 8.) 부단장 역임 

  - 현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사업 교육연구단장(2020. 9.~현재)

  - 중국 하북대문학원 교재 공동집필(中國文學經典品鑑, 하북대출판부 근간)

 ◇ 시민강좌 기획 운영

  - 영남유학연구회 강좌: 생원·진사·문과과정 강좌개발, 총 60여 강좌

  - 치유인문학 강좌 : “마음을 살립시다”, “가정을 살리자” 40여 강좌 

  - 경북선비아카데미 교육운영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2015-2018) 등

  - 상주‧성주문화원 및 경북청년유도회 학술포럼 기획(2015-현재) 

2. 교육연구단장의 연구역량

  정  교수는 양적, 질적 차원에서도 우수한 연구실적을 발표하여 한국어문학 분야를 선도하는 연

구자로 인정받고 있으며, 현재 KRI(한국연구자정보) 기준 학술논문 121건, 학술저서 90건(공저 포함)을 

저술하였다.

연번 저자
논문제목/저서제목/

book chapter제목
저널명/출판사명

권(호), 페이지/

ISBN/ISBN 

(pp. ** - **)

게재연

도/출판

연도

DOI 번호

(해당 시)

1 정
임진왜란기 대구지역 한강학파
의 문학적 대응

퇴계학과 유교문화/퇴
계연구소

59, 42/
2233-7032
(pp.69-110)

2016

2 정
『遼左紀行』을 통해 본 張錫
英의 만주체험과 그 의의

한국학논집/계명대학
교 한국학연구원

66, 58/
1738-8902
(pp.283-338)

2017

3 정
韓國洛東江及其沿岸的文學的想
象力

陝西理工大學學報(社
會科學版)/陝西理工大
學學報編輯部

36, 6/
2096-4005
(pp.1-6)

2018

4 정
구곡원림(九曲園林)의 양상과 
경북 구곡의 문화사적 의미

유교사상문화연구/한
국유교학회

77호, 39/
1226-7082
(pp.369-40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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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술상 및 우수도서 선정

  - 1997년 남명학술상 등 수상 총 3건

  - 2009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도서(남명학파의 문학적 상상력, 역락, 2009) 

  - 2011년 올해의 청소년 권장도서(영남의 큰 집, 안동 퇴계 이황 종가, 2011)

  -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우수도서(모순의 힘, 경북대출판부, 2019) 등 총 7건

 ◇ 국외 공인 연구 실적(2015년 이후)

  - <武夷九曲>的文學受容與其人文學意味(河北大學文學院, 中韓文化認知與對話國際學術硏討會: 中韓文
化認知與對話)(2015.12) 등 총 6건

3. 교육연구단장의 행정 역량

  정  교수는 지금까지 다수의 연구소 및 연구단체 운영에 참여하여 다양한 행정 역량을 발휘해 왔

다. 남명학연구소, 한국국학진흥원 등의 연구단체에 참여해 활동해 왔으며,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의 원장직을 수행하면서 영남권역 최고의 연구 전문기관으로 성장시켰다. 특히나 2020년 11월부터는 

경북대학교 도서관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내 유관 기관과 세계적 대학 도서관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

써 대학의 학술연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였고 지역내 문화 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연구소 운영

  - (사)남명학연구원 운영위원 및 상임연구위원(2005~현재)

  -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원장(2015~2019)

 ◇ 산관학 협력 활동 및 연구 단체 운영 경력

  - 경상북도 문화재위원(2015~현재)

  - 경상북도세계유산위원회(역사유적분과) 위원(2017~2019) 등

 ◇ 경북대 도서관 및 기록관 운영

  - 경북대 도서관장 및 기록관장(2020.11~현재)

  - 경북대 도서관 장서수: 350만원으로 전국 2위

  - 경북대 고서실의 장서수: 6만 5천여 건

5 정
모순의 힘: 한국문학과 물에 
관한 상상력

경북대학교출판부
553/
978-89-7180-526-8
(pp.1-553)

2019

6 정
후산졸언 시문선집
(厚山拙言 詩文選集)

부산대학교 출판문화
원

342/
9 7 9 1 1 2 8 8 5 4 6 0 6 
93810

2020

7 정 東亞宗家文明與齊氏家祀 齊家, 中國河北大學出
版社

8/
978-7-5666-1817-7
(pp.37-4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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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원 학과(부) 소속 전체 교수 및 참여연구진

대학원 학과(부) 학기 전체교수 수 참여교수 수 참여비율(%) 비고

국어국문학과
20년 2학기 10명 7 70%

21년 1학기 11명 7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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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2> 최근 1년간(2020.9.1.~2021.8.31.) 교육연구단 대학원 학과(부) 소속 전임 교수 변동 내역

연번 성명 변동 학기 전출/전입 변동 사유 비고

1 안 2021년 1학기 전입 신규 임용

2
3

4

대학원 
학과(부)

참여 인력 
구성

대학원생 수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 계

전체 참여
참여
비율
(%)

전체 참여
참여
비율
(%)

전체 참여
참여
비율
(%)

전체 참여
참여
비율
(%)

국어국문
학과

20년 2학기 15 13 87 13 10 77 1 1 100 29 24 83

20년 1학기 14 11 79 12 9 75 1 1 100 27 21 78

참여교수 대 참여학생 비율

<표 1-3> 교육연구단 대학원 학과(부) 대학원생 현황                         (단위: 명, %)

  4단계 BK21 사업에 참여한 참여교수는 전체 학과 교수 10명 중 7명이었으며, 2021년 1학기(2021년 

3월)에 국어학 전공 교수 1명이 신규 임용되어 현재 학과 전체 교수 11명 중 7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참여교수의 인원 변동은 없으나 참여교수의 비율은 6% 하락하였다. 참여대학원생의 경

우 2020년 2학기에 석사 14명(석·박사 통합과정 1명 포함), 박사 10명으로 총 24명이 사업에 참여하

였으며, 2021년 1학기에 석사 12명(석·박사 통합과정 1명 포함), 박사 9명으로 총 21명이 사업 진행에 

참여하였다. 따라서 참여대학원생 3명이 감소하였다. 

  참여교수의 경우 2021년 9월에 퇴직으로 인한 국어학 전공 1명의 교체가 있을 예정이며, 2022년 3

월에 미참여 교수 1명의 퇴임과 현대문학 전공 신규 임용 교수 1명의 참여가 예상된다. 따라서 참여

교수 1명의 추가가 있어 참여교수의 비율은 80%로 예상된다. 참여대학원생의 경우 2021학년도 2학기

에 취업으로 인한 사업 참가 종료가 석사 1명, 박사 1명이 있을 예정이며, 사업 참여기간 종료로 인한 

사업 참가 종료가 박사 2명, 석사 1명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대학원 진학으로 인한 사업 신규 진입이 

석사 6명 정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따라서 2021학년도 2학기 참여대학원생의 수는 22명으로 예상된다.

3. 교육연구단의 비전 및 목표 달성정도

 1) 교육의 비전과 목표 달성정도

계획 1. 교육의 비전 및 목표

 1) 교육의 비전 : 학술과 현장 역량을 갖춘 한국어문학 전문 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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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어문학 교육의 방법론적 혁신

   -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실무 교육

   - 세계 유수 대학과의 경쟁력을 갖춘 교육 

 2) 교육의 목표 : 국제성을 겸비한 실천적 문화어문학 전문 인력 양성

   - 자료처리 기술을 갖춘 어문학 자산의 질서화 전문 인력

   - 전문성 및 실용성을 갖춘 투-트랙 연구 인력

   - 외국어 능력과 국제적 학술역량을 겸비한 문화어문학 전문 인력

2. 연구의 비전 및 목표

 1) 연구의 비전 :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어문학 연구

   - 문화어문학 이론의 재정립과 심화

   - 지역문화에 대한 어문학적 재발견

   -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어문학의 기능 제고

   - 국제 공동연구를 통한 한국어문학의 위상 제고

 2) 연구의 목표 : 전문성과 국제성을 겸비한 문화어문학 연구 

   - 문화어문학 연구방법론의 심화

   - 문화어문학의 내적 확장과 전문성 확보

   - 문화어문학의 외적 확장과 국제성 확보

3. 세계 저명대학 벤치마킹 분석결과와 연계한 교육연구단의 미래 목표 및 달성 방안

 1) 교육연구단의 미래 목표

   - 교육 과정의 이수 체계화를 통한 진로 다양성 확보

   - 협업과 융합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교육·연구 시스템 구축

   - 문화어문학 방법론 쇄신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2) 교육연구단의 미래 목표

  (1) 교육 과정의 이수 체계화를 통한 진로 다양성 확보의 달성 방안

   - 단계별 교육과정 구성과 전공 로드맵 제시

   - 투-트랙 기반 큐브형 교육과정 운영

   - 학제간 협력 교육좌정 설계 및 운영

   - 학생 진로 및 경력개발을 위한 시스템 구축

  (2) 협업과 융합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교육·연구 시스템 구축의 달성 방안

   - 교수별 연구그룹 설정과 네트워킹 전략 추진

   - 성과 점검 및 교육과정과의 연계

   - 연구 성과 확산 및 교육과의 연계

  (3) 문화어문학 방법론 쇄신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의 달성 방안

   - 지역사회 및 국내외 연관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협력 교육-연구프로그램 운영

   - 디지털 플랫폼 기반 어문학 자료 연구와 교육

   - 다국적 다단어 단위 사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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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1. 교육의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

 1) 교과목 개편을 통한 문화어문학 교육의 방법론적 혁신

과정 교과목명
개편 교과목

학점
교과목명 담당교수

석사 문화어문학연구 문화어문학연구방법론 정 3

박사
영남지역어문학연구 영남지역과 문화어문학 김 3

한국어문학문화콘텐츠개발 글로컬문화콘텐츠개발연구 김 3

공통 영문학술논문작성법 학술논문작성법(영문/국문) 남 2

  - <영문학술논문작성법>과 <한국어논문작성법>을 <학술논문작성법(영문/국문)>으로 일원화

하여 1학기는 내국인 대학원생, 2학기는 외국인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상시 개설

 2) 교육과정 개발을 통한 문화어문학 전문인력 양성 

연번 연구 구분
책임
연구자

직급 과제명 사업 기간

1 교과목 개발 김 교  수 <영남지역과 문화어문학> 교과목 개발 2021.5.~2022.2.28.

2 교과목 개발 최 부교수 <문화간이해의 연구> 교과목 개발 2021.5.~2022.2.28.

3 교재 개발 남 교  수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논문 작성법 2021.6.~2022.2.28.

4 부교재 개발 남 교  수 현대 신어 연구의 현황과 과제 2021.5.~2022.2.28.

5 총서 개발 손 계약교수 낙동강과 문화어문학 2021.5.~2022.2.28.

2. 연구의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

 1) 문화어문학 연구방법론의 심화와 내적 확장 : 국내 전문가 특강

  - 정 (대중칼럼니스트), 글로벌 시대, 로컬의 전략 - 성공적인 로컬 콘텐츠들의 조건, 

2020.12.16.

  - 최 (경상대), 지리산과 한국문학, 2021. 1. 8.

  - 안 (한국기술대), 월천 두시언해 필사본의 특징, 2021. 1.28.

  - 김 (한국학중앙연구원), 조선 왕실의 한글 사용, 2021. 4. 2.

  - 전 (안동대), 불교사상과 문학, 2021. 6.25.

  - 시 (카이스트), 21세기 국어 연구의 새로운 방향, 2021. 7. 2.

  - 신 (건국대), 고전소설 속 역사 여행, 2021. 7.21.

  - 서 (인디아나대), 질적 연구와 데이터 분석, 2021. 7.21.

  - 조 (시립대), 고려 노래 정확히 읽기, 2021. 7.27.

  - 정 (경북대), 문학과 철학의 경쟁과 협동, 2021. 7.29.

 2) 선진 연구경향 파악을 통한 문화어문학의 심화와 확장 : 해외 석학 및 전문가 초청 특강

  - Van ,  (계명대), "공간과 시간, 미국과 한국 : 미국 한국학 학계에 관한 

만필", 2020.12.11.

  - 장 (경북대), 시와 민요로 읽는 일본의 근대-쓰보이 히데토 저 『감각의 근대』를 중

심으로-, 2021. 1.12.

  - Judit  (폼페우파브라대), Research in Hispanic Neology, 2021. 2.16.

  - 조 (이스탄불대), 유럽과 터키에서의 한국학 연구 동향과 진로의 탐색, 2021.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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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 (단국대), 고려인문학 형성, 2021. 5.26.

  - 강 (하북대), 중국 웅안 소재 와교관의 연혁과 상징 의미, 2021. 6.24.

 3) 학제간 교류를 통한 문화어문학 연구의 방법론 확산과 심화

  - 학술대회명 : 글로벌 시대 문화어문학의 방법론 모색과 그 실제 Ⅱ(2021. 8. 11.)(주관 : 

경북대학교 BK21 교육연구단)

    ․ 김 (경북대), 문화어문학의 연구 방법론과 활용

    ․ 김 (한국학중앙연구원), 딥러닝 시대의 어문학 아카이브 구축 – 딥러닝 데이터에서의 

도메인 지식

    ․ 리오 (경북대), 찌아찌아어의 문자 표기에 대한 문화 어문학적 연구 - 부리월

리오 문자와 한글 표기의 대조를 중심으로

    ․ 구 (계명대), '실감서재'에서 착안한 고서(古書) 향유와 문화콘텐츠 연계 방안 모색 – 
점필재 김종직의 사례를 중심으로

    ․ 김 ·조 (경북대), <춘풍감회록>에 나타난 기행가사적 특성과 그 의미

    ․ 김 (경북대), 식민지 정신질환 표상 연구 - 정신질환에 대한 두 가지 표상, 동팔호실

(東八號室)과 총독부 정신병자 통계

3. 세계 저명대학 벤치마킹 분석결과에 근거한 혁신 : 검증 및 환류 시스템 구축

교육연구단장 : 정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교

내

정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남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김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단    장 : 정

부 단 장 : 남

국 어 학 : 김

고전문학 : 최

현대문학 : 김

정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권 (경북대 국제교류처)

이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황보 (경북대 사학과 BK21교육연구단)

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BK21교육연구팀)

교

외

유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김 (부산대 한 문 학 과)

류 (군산대 국어국문학과)

교육분야 연구분야 세계화분야 

교수 : 남 , 김 , 최

신진 : 손

교수 : 김 , 김

신진 : 김

교수 : 

신진 : 칸  

애로

사항

 1.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해외 장단기 연수 및 국내외 학술대회 참석 불가 

 2. 해외 대학 및 기관, 국내 기관 및 전문가 등과의 교류협약 체결이나 공동연구의 진행 및 

협력 등의 실제적 활동이 대면접촉 제한으로 인해 당초 계획이나 기대와는 달리 진척이 느리

거나 지체되고 있으며, 심한 경우 중단되고 있음.

 3. 국내 특정 영역의 전문가를 대학원 교육에 활용하는 방법이 강사법 개정 이후 공모와 심

사 과정을 거쳐 일정 기간 이상 임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대학원에서 개설한 문화어문학 관

련 교과목에 대한 강사 임용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장기간 임용되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전문가 스스로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대학원 강의에서의 전문

가 활용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며, 대학원 내 전문가 활용은 특강의 방식으로, 학기간이 아

닌 일회성으로, 또는 수회에 걸쳐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

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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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교육역량 영역

□ 교육역량 대표 우수성과

1. 대학원생 대표 우수 연구실적

 1) 학술지 게재 대표 우수 연구실적

  -  「20세기 대구지역 내방가사에 나타난 여성놀이문화의 변모와 사대부문화의 전유(專有) 양

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42,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21.06. 

  본 논문은 영남지역의 규방가사에 나타난 선유놀이의 양상을 지역의 문화적 배경과 연결하여 그 창

작배경과 동인을 밝힌 것이다. 선유놀이는 그 동안 남성들의 놀이문화로서, 풍류문화로 주로 고찰되어 

왔으며, 특히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적벽선유가 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선유는 영남지역에서

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특히 여성들의 놀이로서도 행해져 왔다. 따라서 규방가사에 드러나 

있는 선유 놀이의 양상을 세밀하게 고찰함으로써 20세기 내방가사에 나타난 여성놀이문화의 변모 양상

과 특성을 구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은 일차적 의미를 지닌다. 특히‘화전가’계열 가사 작품의 

경우 서술방식과 놀이문화가 대개 전형적인 특징으로 치부되어 개별 작품의 특성보다는 작품군의 경향

성 속에서 이해되는 경우가 많은데, 20세기 규방가사에 나타난 놀이문화를 구체적으로 조망함으로써 

전대 사대부 놀이문화의 영향과 여성놀이문화의 영향을 나누어 살피고, 통시적인 흐름 속에서 전대 놀

이 형식과 성격의 계승과 변모 양상을 구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선유라는 사대부의 문화적 행위를 전유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구속받는 여성의 삶에 대한 자탄의 

정서가 강화되고 있다는 논의는 이제까지 밝혀진 여성의 신세한탄과는 다른 층위의 것이라는 점에서 

문학적, 예술적, 문화적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지역에 산재한 문화어문학 자산을 발굴하여 새롭게 들여다 봄으로써 그 동안 간과해 왔던 

여성들의 놀이문화의 양상과 의미를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본 교육연구단이 지향하고 있는 지역 어문학 

자산에 대한 연구와 새로운 연구방법론의 개척을 하였다는 점에서 연관이 깊다고 할 수 있다. 또한 

BK21 사업의 연구 지원을 받으며, 문화어문학이 탄생한 지역적 배경을 답사하면서 꾸준히 연구방법론

을 모색한 교육과 연구의 결과라는 점에서 교육연구단이 거둔 성과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다. 

 2) 학술저서 대표 우수 연구실적

   -    외, 『말모이: 다시 쓰는 우리말 사전』, 시공사, 2021.02.

  이 책은 국어학계 및 국어문화원의 전문가 60명, 지역 대표 71명이 참여하여 만든 일종의 방언 사전

이다. 이 책에는 총 4,012개 어휘의 사전적 의미를 밝히고, 각 어휘가 지니고 있는 문화적 함의가 기술

되어 있다. 현행 『표준국어대사전』이 철저한 언어규범 심의를 통해 표제어를 선정하는 것과 달리 이 

책은 어휘가 지닌 생활문화적 가치에 집중함으로써, 표준어에서 배제된 여러 우리말 어휘를 보존하고 

현재까지 수집하지 못한 여러 방언 어휘 및 표현이 수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의미가 있다. 또

한 일종의 방언 사전임에도 개별 방언 어휘를 표준어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다루지 않고, ‘우리말’이

라는 원론적인 범위로 포섭하고 있어 각각의 표제어가 경상방언, 전라방언, 강원방언 등의 어휘가 아

닌, 모두 우리말 어휘라는 범주로 인식하는 통합적 관점에 기반하여 서술되었다는 점은 무엇보다 고무

적인 성과라 할 수 있다. 

  본 책의 저술에 참가한 삼인의 저자는 우리 교육연구단이 진행해 온 방언 조사와 방언의 언어 구획 

확정, 전사와 데이터베이스화 등에 참여하여 어학적 전문지식을 쌓아 왔으며, 이를 통해 그 성과와 능

력을 인정받아 저자로 참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지역에 산재한 어학 자산을 효과적으로 채집하여 사

김**,

이**, 이**,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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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라는 형태로 데이터베이스화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우리 교육연구단의 교육과 연구 성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 국내외 학술발표 대표 우수 연구실적 

  -  외, 「The dynamics of COVID-19 neologisms and issues in lexicographic description」, 

Globalex Workshop on Lexicography and Neology, 2021.08.

  이 논문은 전 세계 각 언어의 신어와 그 사전학적 기술에 대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는 장으로 매년 

진행되어 온 “Globalex Workshop on Lexicography and Neology(이하 GWLN)”에서 발표된 것이다. 

2021년 GWLN은 ‘코로나19 신어의 식별과 그 사전학적 기술의 쟁점’을 주제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

다. 이 논문에서는 2019년 12월 이후 폭발적으로 출현한 코로나19 관련 신어들을 통해 전대미문의 팬

데믹 상황을 대처하는 모국어 화자들의 언어학적 대응 양상을 살폈다. 특히 2019년 12월부터 2021년 5

월까지 18개월 간 한국에서 출현한 코로나19 관련 신어 341개의 사용 양상을 분석하였는데,   ‘K-방

역’의 경우 기사문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댓글에서는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경

향이 있어 텍스트 장르 및 사용역에 따라 사용 양상이 크게 다르다는 점을 밝혀내었다. 또한, ‘K-방

역’, ‘우한폐렴’ 등 코로나19 관련 신어들의 사전학적 기술 예를 제안하며 ‘살아있는 용례’를 확

인할 수 있는 댓글 자원의 가치를 주장하였다. 

  본 발표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연구의 성과는 신어의 수집과 식별 및 신어의 사전학적 기술에서 기존

에 활용되지 않았던 댓글 자원을 부각했다는 점, 그 절차와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는 우리 교육연구단이 사전학 연구와 관련한 데이터베이스 방법과 실제 연구 

수행 등을 통한 축적된 실무 지식이 발휘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성과를 세계에 발표하여 

공유하였다는 점에서 문화어문학의 외적 확장과 국제성 확보의 성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참여교수 교육대표실적

 1) 교육과정 개발

   - 담당 교수 : 

   - 과제명 : <문화간이해의 연구> 교과목 개발

   - 과제 완료 시기 : 2022. 2. 28.

  본 교육연구단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과정 개발은 총 5개 과제가 진행 중에 있으며, 교과목 개발이 2

개 과제, 교재 및 부교재 개발이 각각 1개 과제, 총서 개발이 1건이다. 

  본 교육연구단은 교육과 연구의 국제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국제화 부분의 비전으로 제시

하고, 국제성을 겸비한 실천적 문화어문학 전문인력양성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선의 일환으로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함양을 위한 교과목 신설을 필요하다. 

문화간 의사소통 및 상호문화이해와 관련한 문화능력은 글로벌 시대 학문 후속세대가 갖추어야 할 가

장 기본적인 학문적 지식과 태도이면서, 한국어문학의 세계화를 위해 본 사업단의 대학원생들이 갖추

어야 할 범용적 능력에 해당한다. ‘문화간이해’는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문화간의사소통, 상호

문화이해 등과 관련된 문화 능력에 해당하면서, 글로벌 시대 한국어문학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으로서

의 가능성도 지니고 있어 주목할 만한 교육 내용이다. 교과목 <문화간이해의 연구>는 문화 관련 이론, 

문화 적응과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다문화 시대의 주요 덕목인 소통과 공감에 대한 이론적 검토, 연

구방법론으로서의 가능성과 적용을 교과목의 주요 내용으로 설계할 수 있다. <문화간이해의 연구>는 

본 사업단의 비전과 목표를 실현할 수 있으면서 한국어문학의 세계화에 기여하고, 학문적 연구 방법론

으로서의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는 교과목 목표 및 내용을 선정하여 교과가 구성될 것이다. 

안**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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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해외 우수 저서 번역 교재 편찬 

   - 담당 교수 : 

   - 대상 해외 저서 : 文学地理学概论(修订稿)(曾大兴, 商务印书馆(北京), 2017, 320쪽)

   - 과제 완료 시기 : 2023. 2. 28.

  본 교육연구단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해외 우수 저서의 번역 출간은 정  교수를 중심으로 한 연

구팀이 진행하고 있는 『문학지리학 개론』이다. 문학에서 공간은 저자의 경험과 인식이 발현되는 주

요 소재이며, 지리학에서 문학은 경관과 장소를 이해하는 주요 소재이다. 따라서 문학지리학은 문학이

라는 텍스트를 넘어 문학 산출의 배경이 되었던 공간에 주목하여 공간의 특성과 의미뿐만 아니라 심상

공간, 문학지리, 문화지리, 문화적 정체성 등에 이르기까지 탐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심상지

리, 서사지리, 표상, 스토리텔링 등에 이르기까지 문학지리학이 포괄하여 연구되고 있고, 그 범위를 더

욱 확대하여 문화지리의 영역에까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기에 중국의 문학지리학 개론을 번역하여 소

개하는 것은 우리 문학지리학 연구의 선도적 업적이 될 만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에서의 문학지

리학의 개념이나 내용, 연구 경향과 성과 등을 살펴 우리 문화어문학 자산에 대한 연구에 대입하여 살

펴 보고, 그 공과를 확인함으로써 추후 우리 문화어문학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살피는 

반면교사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본 과제는 2/3 정도가 초벌번역이 이루어진 상황이나 2022년 2월까지 번역과 교정, 서술 용어

와 내용 등의 포괄적 일체화작업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판단하에 2023년 2월 간행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3) 교재 편찬

   -  『선금술의 방법론-신채호의 문학을 넘어』, 소명출판, 2020.12. 

  선금술이라는 방법은 모래에서 금을 선별해내는 기술이다. 진짜는 가짜들 속에 묻혀 가짜들과 구분

하기 어렵다. 그러나 냉철한 직관과 부단한 노력으로 진짜를 찾아내는 작업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

다. 소명출판사에서 발행된 김  교수의 '선금술의 방법론'은 문학연구의 방법론으로서의 선금술과 

그것의 실천 사례를 해명하고 있다. 저자는 신채호가 주필로 참여한 황성신문 매체에서의 활동을 구체

적으로 설명한 후 황성신문 ‘대동고사’란에 실린 글들을 당시 주필이던 신채호가 상당수 집필했음을 

내용, 문체, 전기 등의 비교 방식을 통해 엄밀히 고증하였다. 또한 그 동안 알지 못했던 황성신문의 

‘신단공안’이 단재에 의해 집필되었다는 점을 다양한 방식으로 고증했다. 

  이러한 김  교수의 발굴과 그 고증 작업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어문학 연구’를 추구하

는 우리 문화어문학 자산의 발굴과 심도 깊은 연구 및 그 확산이라는 우리 교육연구단의 비전을 잘 실

현한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신채호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다양한 지

면을 통해 활동해 온 국제적 작가라는 점에서 실증 연구의 범위를 중국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일본이

나 미국 등 구미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기존 논의를 보완하고 국제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

한다는 우리 교육연구단의 비전을 실현하는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4) 온라인 유튜브 채널(경북대 국문과 BK교육연구단-유튜브 채널) 개설을 통한 연구력 강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의 일대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온라인을 활용한 교육이 새롭게 주목

받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의 교육과 연구가 상아탑에 안주하여 대중과의 접점이 약화되었다는 점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다. 이러한 면에서 유튜브 채널을 활용한 전문 지식의 대중화는 그간에 이

루어진 학술 연구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보다 광범위한 대중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장으로서 의미가 

있다. 본 교육연구단은 ‘경북대 국문과 BK교육연구단-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

정**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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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1.1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현황과 계획

channel/UCrsVOKY2BXyy0JPGDZkkg-Q)을 개설하여 연구단 소개 동영상 1개, 교육연구단 출범식과 워크숍 등 참

여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주요 활동에 대한 동영상 9개, 문화어문학 자료 소개 및 전문가, 저명 학자 

초청 특강 동영상 23개 등 총 33개의 동영상을 업로드하였다. 

  해당 작업은 문화어문학의 개념 등을 설명하고 본 교육연구단의 주요 학술활동을 공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문학 자료와 국내외 전문가 및 해외 석학의 특강이 활용가능할 수 있도록 제시함으로써 우리 

어문학 연구자들이 쉽게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우리 어문학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을 제고

하고 실생활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계획

1. 투트랙 기반 큐브형 교육과정 운영 체계

 1) 학술 연구 인력 양성 트랙과 현장 실무 인력 양성 트랙의 병행 운영

 2) 비교과 프로그램 및 운영

  - 범용적 능력 프로그램 : 기초 및 심화 과정으로 분리 운용

  - 학술 능력 향상 프로그램 : 자료 구축, 교육 및 연구의 심화, 실용화의 세 주제별로 분

리 운용

2. 학제간 협력 교육과정 운영

 1) 타 대학 및 타 학과 교과목 수강 및 <학점인정제> 활성화

 2) 교내 타 학과 연계 교육과정 구성 및 융합 교과목 개설

 3) 국내외 기관 및 연구자와의 공동연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대학원 학사관리제도 개선

 1) 학사관리제도 개선

 2) 대학원생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구축

 3) 학생 중심 학사 관리제도 구축

실적

1. 투트랙 기반 큐브형 교육과정의 운영을 통한 참여대학원생 능력 강화

 1) 범용적 능력 프로그램을 통한 실용 능력 강화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일 시 주제 강 사
범용적 능력
개발 프로그램

(기초)
2021. 2. 1ㆍ3. 유튜브 제작 및 편집 특강(총 2회)

범용적 능력
개발 프로그램

(심화)

2021. 1.18ㆍ19
ㆍ21ㆍ22ㆍ25ㆍ26

어학 분야 어문학 아카이브 특강(총 6회)

2021. 1.18~22. 문학 분야 어문학 아카이브 특강(총 5회) 최  

 2) 학술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한 연구 능력 강화

프로그램

주제

프로그램 내용

일 시 주 제 강 사

자료 구축 2021. 1.28. 월천 두시언해 필사본의 특징

남**(히트메이커스)

황**(경북대)

*(경북대)

안**(한국기술대)



- 11 -

2. 학제간 협력 교육과정 강화

 1) 타 대학 및 타 학과 교과목 수강 및 <학점인정제> 활성화

  - 본교 교류 협정 체결 국내외 대학을 통한 학점인정제 활성화

    ․ 국내 대학 : 서울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강원대, 경상대, 제주대 

등을 비롯한 전국 거점 국립대학들과 주요 사립대

    ․ 국외 대학 : 미국 하와이 마노아대(1999.7.21.), 마샬대(2001.6.26.) 일본 교토대

(1998.12.25.), 중국 칭따오대(2002.6.12.) 등 559개 대학

  - 학과 교류협정 체결 대학을 통한 학점인정제 활성화

    ․ 학과 교류협정 체결 국외 대학 및 학과 : 이탈리아 카포스카리대학(Ca'Foscari

University) 한국어학과, 중국 길림대학 한국어학부, 일본 도야마대학 인문학부 조선언어문화

코스, 중국 해양대학 외국어학원 한국어과, 중국 하북대학 문학원, 인도네시아 가자마다대학

교 한국학과

    ․ 학과 교류 협정 추진 대학 : 일본 훗카이도 대학, 일본 니가타 대학

 2) 교내 타 학과 연계 교육과정 구성 및 융합 교과목 개설

  (1) 아젠다를 고려한 타학과 연계 교과목 개설 및 활용

   - 지역학 관련 교과목 : 동서교섭사연구(사학과), 장소·지역·공간(문헌정보학과)

   - 산업·사회 관련 교과목 : 자연언어처리(컴퓨터학과), 기계학습(컴퓨터학과), 기계번역

(컴퓨터학과), 데이터마이닝분석론>(컴퓨터학과), 사회과학빅데이터 분석 입문(사회학과), 통계

적 방법론 특강(통계학과)

   - 문화론 관련 교과목 : 문화산업과 장소마케팅(문헌정보학과), 사회학과 대중문화론(문학

치료학과), 한국사상사연구(사학과), 한국성리학연구(철학과), 문화철학연습(철학과), 중국문학

사상사, 중국시화와 시론(중어중문학과)

  (2) 신규 개설 융합 대학원 교과목 개설 및 활용

   - 학부 기존 융합 교과목 : 한국어문화론, 스토리텔링의 세계(교양), 팔공산과 대구문화의 

이해(전공교양), 릴레이 영남학 특강(전공교양), 문화로 읽는 대중가요의 흐름(전공교양)

   - 대학원 신규 개설 융합 교과목 : 지역사회와 영남문학, 지역사회와 영남방언

 3) 국내외 기관 및 연구자와의 공동연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 미국 뉴욕주립대학 버펄로 캠퍼스와의 협력 방안 모색

    ․ 아시아학의 W r   Mark  교수 및 한국어학의  Lee와  

Kim 교수와 온라인 공동강의 및 공동연구를 위한 온라인 회의 개최

    ․ 공동 온라인 국제 협동 과정(Collaborative Online International Learning (COIL) 

2021. 4. 2. 조선 왕실의 한글 사용

교육 및 

연구의 

심화

2021. 1. 8. 지리산과 한국문학

2021. 6.25 불교사상과 문학

2021. 7.27. 고려 노래 정확히 읽기

2021. 7.29. 문학과 철학의 경쟁과 협동

실용화

2020.12.16.
글로벌 시대, 로컬의 전략 - 성공적인 로컬 
콘텐츠들의 조건

2021. 7.21. 질적 연구와 데이터 분석

2021. 7. 2. 21세기 국어 연구의 새로운 방향

2021. 7.21. 고전소설 속 역사 여행

김**(한국학중앙연구원)

최**(경상대)

전**(안동대)

조**(시립대)

정**(경북대)

정**(대중칼럼니스트)

서**(인디아나대)

시**(카이스트)

신**(건국대)

*. H****, N**** E*****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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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ses) 개발에 대한 방안 논의 중.

    ․ 매월 온라인으로 주기적으로 참여교수 및 참여 대학원생 콜로키엄 진행 방안 논의 중. 

    ․ 매년 온라인 한국학 관련 경북대·뉴욕주립대 공동 심포지엄 개최 방안 논의 중.

    ․ 한국학 관련 국제학술대회에 미국과 한국에서 뉴욕주립대·경북대 국어국문학과 BK교

육연구단 참여 교수 및 대학원생 공동 패널로 참석 및 발표 방안 논의 중.  

  - 이스라엘 Ilan  (K dictionaries(주))와의 협력 방안 모색

    ․ 사전 DB 구축 및 코로나 다국어 신어 사전(CMD: Corona Multilingual Dictionary)의 구

축에 대해 논의 중.

  - 인도 네루대학교 한국학센터와의 협력 방안 모색

    ․ 한국학센터장  교수와 연구 및 교육 방면의 협정 논의 중

    ․ 인도 네루대학 교수와 공동연구 및 인도의 우수대학원생 유치 방법에 대해 논의 중

3. 대학원 학사관리제도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연구력 향상

 1) 학부-대학원 연계과정 강화 및 교과목 개편을 통한 교육 혁신 

  (1) 학과 연계 교과목 개편

   

  (2) 교과목 개편을 통한 문화어문학 교육의 방법론적 혁신

과정 교과목명
개편 교과목

개편 완료
교과목명 담당교수

석사 문화어문학연구 문화어문학연구방법론 3

박사
영남지역어문학연구 영남지역과 문화어문학 3

한국어문학문화콘텐츠개발 글로컬문화콘텐츠개발연구 3

공통 영문학술논문작성법 학술논문작성법(영문/국문) 2

  - <영문학술논문작성법>과 <한국어논문작성법>을 <학술논문작성법(영문/국문)>으로 일원화

하여 1학기는 내국인 대학원생, 2학기는 외국인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상시 개설

 2) 대학원생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구축

  (1)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생 권리장전 제정

   - 권리장전 제정 : 2020

   - BK 홈페이지 게시 : 2021. 6. 2.

  (2) 집중연구시간 보장 내구 반영 : 내규 제 22조(집중연구시간 보장) 제정

   - 목적 : 참여대학원생 연구몰입도 제고, 대학원생 인권보호

   - 주요 내용 : 주당 15시간 이상 집중연구시간 보장, 참여대학원생에 대한 교수의 사적 

업무 요구 및 동원 금지, 19시 이후 및 토·일요일 등의 공휴일 학과·연구실 단위 활동 동

원 금지

과목명 학점 학년 학기 변경과목명 영문명

한국문학사상론 3 4 1 지역한문학현장론
Field Research of Classical Chinese 
Literature in Local Area

국어정보처리론 3 4 2 국어정보처리론과 사전학
Information Processing Theories of 
Korean Language and Lexicography

훈민정음과 중세
한국어

3 3 2 훈민정음과 한글문헌학 Hunminjeongeum and Hangeul Philology

한글문헌의 이해 3 2 1 언어문화와 사회언어학 Linguistic Culture and Sociolinguistics 

K********

라*****(R********)

정**

김**

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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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참여대학원생 대상 인권보호 교육 실시

   - 2020년 2학기 BK21 플러스 사업 <건강한 연구 환경 조성 온라인 교육> 동영상 의무 

수강(KIRD 이러닝 사이트(https://cyber.kird.re.kr) 이용)

   - 2021년 1학기 <건강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인권침해예방교육> 동영상 의무 수강

(KIRD 이러닝 사이트(https://cyber.kird.re.kr) 이용)

   - 참여대학원생 워크숍 : 2021. 4. 30일 (신진연구인력 손  실시)

  (4) 학술논문 및 학위논문 수준 제고를 위한 연구윤리교육 실시

   - 연구 윤리 교육 프로그램 의무 이수(KIRD 이러닝 사이트(https://cyber.kird.re.kr) 이용)

   - <학위논문연구> 수업을 ‘연구윤리 교육’과 ‘논문작성법’으로 구성하여 윤리 교육 

강화

   - 논문 제출 시 표절 검증 프로그램 운영 및 연구윤리규정 준수 확약서 제출

   - 참여대학원생 워크숍을 통한 연구 윤리 교육 실시 : 2021. 4.30.(정  교수) 

  (5) 학위논문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학위청구논문 심사 절차 강화

   - 1단계 : 외국어 시험 및 종합시험 

    ․ 외국어 문헌의 해독 및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외국어 시험과 해당 전공 분야의 전문성

을 평가하는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논문 제출

   - 2단계 : 논문계획서 예비 발표

    ․ 학위청구논문 제출자는 논문 제출 학기 시작 전 논문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예비발

표회에서 발표하여 논문의 완성도를 공개적으로 검증받음

    ․ 학위청구논문 제출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에 총 2편 이상의 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이 있는 자에 한함

   - 3단계 : 심사용 논문 접수와 논문 심사

    ․ 심사위원 구성 - 해당 분야 권위자를 학과장이 추천, 대학원 위원회가 의결하여 위촉

    ․ 석사논문 심사위원회 - 위원장 1인과 위원 2인

    ․ 박사논문 심사위원회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3인. 박사학위 소지자가 3인 

이상 포함

    ․ 공개발표회 및 논문심사(석사 3회, 박사 5회 이상) 진행

   - 4단계 : 심사 논문의 최종 판정

    ․ 석사논문은 심사위원 2/3 이상, 박사논문은 심사위원 4/5 이상의 찬성으로 합격 판정

    ․ 연구윤리 위반이 확인될 시에는 수여 학위 취소

향후 

추진계획

1. 문화어문학 관련 교과목 추가 개편

  - 2021년 2학기 <어문학아카이브구축론> 개설(담당교수 

  - 2021년 2학기 <문화간상호이해연구>(담당교수 

 

2. 연구력 증진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

 1) 참여대학원생 관련 학술논문발표회 및 학술세미나 개최

년/월 행사명 내용

21/ 9 참여대학원생 학술논문발표회 1차(문학 전공) 집담회 연계 참여대학원생 학술논문 발표회

21/10 예술공간으로서의 낙동강 학술세미나 교육연구단 총서 관련 학술세미나

21/12 참여대학원생 학술논문발표회 2차(어학 전공) 집담회 연계 참여대학원생 학술논문 발표회

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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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산업⦁사회 문제 해결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현황과 구성 및 운영 계획

 2) 해외 석학 초청 특강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3) 실용능력 향상을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 개최

3. 학부 – 대학원 연계 학술대회 개최

  - 개최 시기 : 2021년 10월 9일 전후

  - 진행 방법 : 학부생 및 참여대학원생 공동 논문 발표 및 토론

  - 비고 : 학부생 논문 작성시 참여대학원생이 주제, 목차, 서술 내용 등을 지도

         학부-대학원간 연계 강화를 통한 대학원 진학 유도 및 학술 연구 풍토 조성

4. 학제간 협력 확대를 통한 ‘공동지도교수제’ 강화 

  - 2021년 2학기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추천시 타전공 및 타학과 교수를 공동지도교수로 

위촉

  - 동 제도를 향후 대학원 입학부터 적용하여 대학원 운영 전반에서 상시 추진 및 활용

22/ 2 참여대학원생 학술논문발표회 3차(통합) 집담회 연계 참여대학원생 학술논문 발표회

년/월 행사명 내용

21/10 해외석학 초청 특강 2차 로스킹 교수(캐다나 UBC대학) 등 초청 특강

21/11 국제학술대회 주제: 공동체의 일상과 지역 문화어문학

년/월 행사명 내용

21/12 비교과 프로그램 국어학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 

22/ 1 비교과 프로그램 현대문학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 

계획

1. 어문학 자산의 아카이브 구축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 지역어문학 자산에 대한 아카이브 구축 프로그램을 지원할 교과목 개설

  - 소멸의 위기의 지역어문학 자산을 디지털 인문학의 방법론을 통해 수집·정리 

 

2. 어문학 자산의 실용화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 지역어문학 자산의 실용화를 뒷받침하는 교과목 개설

  -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정규 과목에서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무 중심 교육 실시 

정규 교육과정 비교과 프로그램 계획

어문학아카이브구축론, 국어정보학연구, 
국어자료처리연구, 국어문화자원연구, 지
역문학연구

- 권역별 현장조사 프로그램(연 2회)
- 아카이브 구축 전문가 특강
- 한글문헌자료 특강
- 현대문학자료 구축 특강
- 아카이브 구축 관련 산관학 인턴십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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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교육과정 비교과 프로그램 계획

- 학부 융합 교과목: 스토리텔링의 세계, 

한국어문화론

- 대학원 교과목: 글로컬문화콘텐츠개발

연구, 국어정책론연구, 국어문화콘텐츠연

구, 국어문화자원연구

- 문화콘텐츠기획론 특강 

- 지역어문학 자산의 실용화 관련 산관학 연계 

인턴십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3. 지역어문학 자산을 토대로 한 교육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 지역어문학과 문화론을 접목한 교과목 개설

  - 지역 유관기관과의 비교과 협력 프로그램 공동 운영 및 교육

정규 교육과정 비교과 프로그램 계획

영남지역과 문화어문학, 국어문화자원연구, 

한국구비문학연구, 지역문학연구, 한국노래문

화론, 한국어문화론연구 이수

-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의한 대중 강

연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지역어문학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 지역인물사 및 지성사 특강

 4. 지역어문학 자산의 세계화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 외국어 능력과 세계화를 위한 문화콘텐츠 개발 능력,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설 및 교육

정규 교육과정 비교과 프로그램 계획

학술논문작성법, 글로컬문화콘텐츠개발

연구, 국어문화콘텐츠연구, 문화간의사소

통연구 등 이수

- 문화콘텐츠 기획론 특강

- 한국어문학 번역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 내외국인 대학원생 간 쌍방향멘토제 운영

- 국내외 문화콘텐츠 사례 조사 프로그램 운영

- 외국어 능력 향상 지원 프로그램 운영

실적

1. 산업⦁사회 문제 해결 관련 정규 교육과정 교육 프로그램 개편(2021년 1학기)

  - <문화어문학연구방법론> 개설(담당교수 

  - <영남지역과 문화어문학>(담당교수 

  - <글로컬문화콘텐츠개발연구>(담당교수 

  - <학술논문작성법(영문/국문)>(담당교수 

2. 아카이브 특강 진행을 통한 아카이브 구축 역량 강화

주제 강 사 시행일 비고

유튜브 제작 및 편집 특강 2021. 2. 1.~  3. 총 2회

어학 분야 어문학 아카이브 특강 2021. 1.18.~ 26. 총 6회

문학 분야 어문학 아카이브 특강 최  2021. 1.18.~ 22. 총 5회

질적 연구와 데이터 분석 2021. 7.21.

남****)

김****)

김****)

정****)

남****(히트메이커스)

황****(경북대)

**(경북대)

서****(인디아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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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력양성 계획 및 지원 방안

 2.1 최근 1년간 대학원생 인력 확보 및 배출 실적

대학원생 확보 및 배출 실적

실적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 계

확보 

(재학생)

2020년 2학기 5 0 0 5

2021년 1학기 3 0 0 3

계 8 0 0 8

배출 

(졸업생) 

2020년 2학기 0 4 4

2021년 1학기 2 2 4

계 2 6 8

<표 2-1> 교육연구단 소속 학과(부) 참여대학원생 확보 및 배출 실적               (단위: 명)

3. 어문학 자산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의 연구방법론 및 실제 연구 사례 검토를 통한 참여대

학원생의 능력 제고

주제 강 사 시행일 비고

월천 두시언해 필사본의 특징 2021. 1.28.

조선 왕실의 한글 사용 2021. 4. 2.

4. 지역어문학 관련 특강을 통한 지역어문학 자산에 대한 이해 제고와 활용방안 모색

주제 강 사 시행일 비고

지리산과 한국문학 2021. 1. 8.

불교사상과 문학 2021. 6.25

5. 내외국인 “쌍방향멘토제” 실시

  - 시행 목적 : “대학원생의 학술 능력 향상과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함양, 외국인 학생의 

학습 및 연구 애로점 해소, 외국인 학생의 적응 협력, 학술논문 작성 지도를 통한 학술논문 

질적 제고

  - 시행 방법 : 외국인 학생 전공 내 내국인 선배(박사 재학생 이상 기준) 및 동일과정생과 

멘토-멘티로 결연. 이후 생활, 학습 및 연구, 학술논문 작성 등 지도

향후 
추진계획

1. 코로나-19로 인해 진행하지 못한 영남지역 권역별(동부, 서부, 중부) 현장조사 프로그램(연  

   2회) 진행

2. 지역 유관 기관과의 교류협력 협약 체결 및 상호 교류 활성화

  - 협약체결 기관인 대구시 서구문화원, 경상북도 상주무화원과의 교류 협력 강화

  - 협조 동의 기관인 대구광역시 북구문화원, 경상북도 성주문화원, 경상남도 진주문화원, 

남명학연구원 등과의 협력 및 학술교류 활성화

  - 참여대학원생의 해당 기관 프로그램 수강과 학술발표회 논문 발표 활성화

안****(한국기술대)

김****(한국학중앙연구원)

최****(경상대)

전****(안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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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교육연구단의 우수 대학원생 확보 및 지원 계획

계획

1. 안정적 학업 수행을 위한 다양한 장학 제도 마련

  - 교육연구단 지원 장학금 외 대학원 장학제도를 활용한 장학 수혜 대학원생 확대

2. 연구 지원을 위한 환경 조성과 인프라 구축

  - 대학원생이 활용 가능한 연구공간 확보

  - 전공별 연구실 확보 및 연구 관련 비품 구비

  - 세미나실 등 연구 활동 지원을 위한 소규모 지원 시설 확보

  

3.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 경비 지원(국내외 학술대회 참가 경비 지원)

  - 국내학술대회 참가 : 왕복 교통비 및 체제비 지급

  - 국제학술대회 참가 : 예산 범위 내에서 왕복 항공료와 체제비 지원

4. 국제적 연구 역량 향상을 위한 장단기 해외 연수 지원

  - <국제화 경비 운영 세칙> 적용 : ‘장단기 연수 신청서’ 제출

  - 공정한 서류 심사를 거쳐 선발

  - 연수 종료 후 연수 결과 보고서 제출 : 연구 성과의 내면화 및 대학원내 활용

  - 연수 결과가 학술논문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지도

5. <우수학술논문상> 시행

  - 목적 : 대학원생들의 학문적 성취동기 제고 및 우수 학술 논문 유도

  - 학술지 게재 논문을 대상으로 연 1회 <우수학술논문상>을 시행

6. <대학원생연구장려기금> 조성

  - 학과 내 자체 장학 제도를 마련하여 우수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 강화

  - 현재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발전기금 내 <대학원생 연구장려기금> 계정 마련

  - 이 기금은 <우수학술논문상> 시행과 대학원생 연구 장려를 위해 활용

7. <연구논문계획서공모전> 시행

  - 본 교육연구단에서는 대학원생의 연구 활성화를 위해 연 1회 <연구논문계획서 공모전>을 

시행

  - 학기 초 우수한 논문계획서 작성자를 선정하여 소정의 장려금을 지급

  - <연구논문계획서공모전>은 대학원생들의 학위 논문을 비롯한 학술지 게재 논문에 대한 

논제를 확보하는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이며, 연구 의욕을 고취하는 데 일조

실적

1. 연구 집중을 위한 장학금 지급

장학금 학기 지급 대상 월 지급 금액 지급 총액

성적우수장학금
2020. 2학기

안  
황

424,000
424,000

2,544,000
2,544,000

2021. 1학기 - - -

비전장학금

2020. 2학기 강 424,000 2,544,000

2021. 1학기
강
김

424,000
424,000

2,544,000
2,544,000

연계과정장학금 2020. 2학기 박 613,000 3,67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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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환경의 조성과 인프라 구축 : 대학원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대학원생 연구공간을 확보

  - 각 전공별 연구실 : 인문대학 3층(303-1, 303-2, 303-3호), 각종 연구와 관련된 비품 구비

  - 강의 및 세미나실 : 인문대학 203호, 인문한국진흥관 204호

  - 소규모 연구 활동 가능 공간 : 영남문화연구원(인문한국진흥관 306호, 406호), 언어정보연

구센터(인문한국진흥관 315호)

3. 논문 게재료 지급

신청인 지급일자 지급 금액

강 2020.12.18. 100,000

푸 2021.01.14. 200,000

이재섭 2021.05.11. 170,000

아 리 데 2021.06.30. 140,000

김 2021.07.12. 50,000

계 660,000

2021. 1학기 - - -

우수외국인대학원생장학금

2020. 2학기 도 - 2,500,000

2021. 1학기
도
황
왕

-
2,322,000
1,161,000
2,322,000

학업지원장학금
2020. 2학기 - - -
2021. 1학기 - - -

연구조교장학금(RA)
2020. 2학기 도 250,000 1,500,000
2021. 1학기 황 250,000 1,500,000

교육조교장학금(TA)

2020. 2학기

안
최현
조
황

400,000
400,000
400,000
400,000

1,600,000
1,600,000
1,600,000
1,600,000

2021. 1학기

왕
조
황
최

400,000
400,000
400,000
400,000

1,600,000
1,600,000
1,600,000
1,600,000

(재)경북대장학회(OB055) 2020. 2학기 박 - 1,000,000
2021. 1학기 - -

대학원혁신지원사업장학금
(교육연구단 연계과정) 

(OZ043)
2020. 2학기 황 - 2,500,000

2021. 1학기 - -

대학혁신지원사업장학금
(본교학부출신대학원생)

(OZ044)
2020. 2학기 안 - 1,000,000

2021. 1학기 - -
국립대학육성사업장학금

(OC038)
2020. 2학기

황
왕

-
2,511,000
2,511,000

2021. 1학기 허 - 2,511,000
KNU Ph.D Fellow 2021. 1학기 강 - 5,000,000

계                                         57,53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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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1년도 참여대학원생 연구논문계획서 공모전

  - 참가인원 : 석사과정(7명), 박사과정(8명) 총 15명

  - 심사기간 : 2021년 6월 21일(월)~6월 24일(목)

  - 선정회의 : 2021년 6월 28일(월)

  - 선정 결과 안내 : 2021년 6월 29일 교육연구단 홈페이지 공고 및 개인별 통지

  - 선정 인원 및 시상 내역

   

 2021년도 참여대학원생 연구논문계획서 공모전에는 총 15명이 참가하였으며, 선정은 우수상 

3명(국어학 1명, 고전문학 1명, 현대문학 1명), 장려상은 10명(국어학 5명, 고전문학 2명, 현대

문학 3명)이었다. 이 중 석사 재학생이 5명, 박사 재학생이 3명, 박사 수료생이 5명이었다. 

구분 성명 과정 전공 금액(단위:원)

우수상

이 박사 수료 국어학 300,000

조 박사 수료 현대문학 300,000

김 박사 수료 고전문학 300,000

장려상

강 박사 재학 국어학 200,000

백 박사 재학 국어학 200,000

아  리  데 박사 수료 국어학 200,000

푸 박사 재학 국어학 200,000

신 박사 수료 고전문학 200,000

박 석사 재학 국어학 200,000

도 응 석사 재학 현대문학 200,000

성 석사 재학 현대문학 200,000

최 석사 재학 현대문학 200,000

조 석사 재학 고전문학 200,000

계 13명 2,900,000

향후 
추진계획

1. 안정적 학업 수행을 위한 다양한 장학 제도 지속적 마련 및 지급 추진

  - 교육연구단 지원 장학금 외 대학원 장학제도를 활용한 장학 수혜 대학원생 확대

2.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 경비 지원(국내외 학술대회 참가 경비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 불가: 사태 종료시 참가 활성화 예상

  - 국내학술대회 참가 : 왕복 교통비 및 체제비 지급

  - 국제학술대회 참가 : 예산 범위 내에서 왕복 항공료와 체제비 지원

3. 국제적 연구 역량 향상을 위한 장단기 해외 연수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장단기 해외 연수 참가 불가: 사태 종료시 연수 활성화 예상

  - 연수 대학 및 기관과의 협력 강화 및 지원 

  - <국제화 경비 운영 세칙> 적용 : ‘장단기 연수 신청서’ 제출

  - 공정한 서류 심사를 거쳐 선발

  - 연수 종료 후 연수 결과 보고서 제출 : 연구 성과의 내면화 및 대학원내 활용

  - 연수 결과가 학술논문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지도

4. <대학원생연구장려기금> 조성

  - 학과 내 자체 장학 제도를 마련하여 우수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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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참여대학원생의 취(창)업의 질적 우수성

구 분

졸업 및 취(창)업현황 (단위: 명, %)

취(창)업률(%)
(D/C)×100졸업자

(G)

비취업자(B)
취(창)업대상자

(C=G-B)
취(창)업자

(D)
진학자

입대자
국내 국외

2021년 2월 

졸업자

석사 0 0 0 0 0 0
50

박사 2 0 2 1

  <표 2-2> 2020.2월 졸업한 교육연구단 소속 학과(부) 참여대학원생 취(창)업률 실적       

구 분

졸업 및 취(창)업현황 (단위: 명, %)

취(창)업률(%)
(D/C)×100졸업자

(G)

비취업자(B)
취(창)업대상자

(C=G-B)
취(창)업자

(D)
진학자

입대자
국내 국외

2021년 8월 

졸업자

석사 2 0 0 0 2 0
25

박사 2 0 2 1

  <표 2-3> 2020.8월 졸업한 교육연구단 소속 학과(부) 참여대학원생 취(창)업률 실적       

3. 참여대학원생 연구실적의 우수성

 ➀ 참여대학원생 연구업적물의 우수성

계획

1. 대학원생 학술논문 집중 지원 프로그램 운영

  - 학제 간 연구 지원

  - 소규모 연구모임 지원

2. 전문가 초청 대학원생 학술 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 전공과 연계된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학술 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 연간 4개의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운영

1. 2020년 2학기 졸업자 중 취업자

  - 티  : 중국 웨이팡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수

2. 2021년 1학기 졸업자

  - 배  : 산동대학교(위해) 동북아대학 한국어학과 외국인교수

  2020년 2학기 및 2021년 1학기 졸업자의 경우 박사 졸업자인 현 와 안 은 경북대학교 국제교

류처에서 한국어교사로 근무하며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에 종사하고 있으나 직급

이 강사이기에 취업률에서는 제외된다. 이와는 달리 티 은 중국 웨이팡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수

로 임용되어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배 은 중국 산동대학교의 외국인 교수로 근무하며 

한국어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석박사 졸업자의 취업률은 높지 

않으나 강사를 포함한 취업자 전체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어 취업 기관

과 참여대학원생들의 전공 적합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 현재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발전기금 내 <대학원생 연구장려기금> 계정 마련

  - 이 기금은 <우수학술논문상> 시행과 대학원생 연구 장려를 위해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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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인 유학생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문화교육시스템 구축

  - 학술논문 및 번역 작업을 통한 학술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실적

1. 대학원생 학술논문 집중 지원 프로그램 운영

 1) 학제 간 연구 지원

  - 학내 연구기관과 연계한 학술 활동 지원: 영남문화연구원, 언어정보연구센터, 역사문화아

카이브 센터, 사회과학 기초자료연구소 등

 2) 소규모 연구모임 지원

  - 교육연구단의 7개 연구그룹 연구모임 지원: 지역학 기반 문학생성공간 연구그룹, 한글문

헌 연구그룹, 한국 현대문학 자료구축 연구그룹, 말뭉치 기반 한국어 연구그룹, 지역어 기반 

언어문화 연구그룹, 노래 문화 아카이브 연구그룹, 자료 기반 의미 화용 연구그룹 

2. 전문가 초청 대학원생 학술 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 행사성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대학원생의 요구를 반영한 학술 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 최근 1년 간 전문가 초청 학술 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실적

   ·1차: 정 (대중문화평론가), <글로벌 시대, 로컬의 전략-성공적인 로컬 콘텐츠들의 조건>,  

         2020.12.16.

   ·2차: 최 (경북대학교), <문학 분야 어문학 아카이브 특강>, 2021.01.18.-2021.01.22.

   ·3차: 황 (경북대학교), <어학 분야 어문학 아카이브 특강>, 2021.01.18.-2021.01.26. 

   ·4차: 남 (콘텐츠 제작업체 히트메이커스 대표), <유튜브 제작 및 편집 특강>, 2021.02.01.,  

         2021.02.03. 

   ·5차: 우 (단국대학교), <고려인문학 형성>, 2021.05.26.

   ·6차: 시 (카이스트), <21세기 국어 연구의 새로운 방향>, 2021.07.02. 

3. 외국인 유학생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1)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문화교육시스템 구축

  - 본교 국제대학원의 <한국문학 특강> 등 교과목 연계

  - 본교 한국어문화원의 교육 프로그램 연계

 2) 학술논문 및 번역 작업을 통한 학술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외국인 대상 교과목 <학술논문작성법> 연계, 한국어 논문 작성 능력 향상

  - 교육연구단 아젠다 관련 해외 저서 번역 지원: 참여대학원생 푸 , 문화어문학 교과목 

교재로 활용 예정인 『문학지리학개론(文学地理学概论)』 공동 번역 작업 참여

  위와 같은 대학원생 학술논문 집중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본 교육연구단 소속 대학원생의 

연구성과는 다양한 분야에서 집적되고 있다. 최근 1년간 참여대학원생의 연구업적물은 논문 

8편, 저서 2편으로 총 10편이다. 

◇ 최근 1년 간 참여대학원생 논문 실적

연번
논문사항

(논문명, 학술지명, 권호, 발행기관, 게재년월)
저자 중 

참여대학원생
비고

1
「UGC 표준형 말뭉치 구축을 위한 말뭉치언어학적 연구-유튜브 
댓글을 중심으로」, 『한말연구』 57, 한말연구학회, 2020.09. 

안 공동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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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년 간 참여대학원생 저서 실적

  위의 연구업적물 중 대표연구실적 5편을 선정하였다. 아래 대표연구실적은 창의성과 혁신

성을 지니며 한국어문학 연구에 시사점을 가지는 것은 물론 본 교육연구단의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는 연구의 결과물이다.  

  - 신 , 「석주 이상룡 북경 체험의 문학적 형상화와 지향의식」, 『한국민족문화』 77,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20.11. 

  이 논문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활동했던 독립운동가의 작품을 통해, 당대 지식인의 투

철한 현실인식을 밝힌 연구이다. 특히, 연구대상인 「연계여유일기」는 석주 이상룡의 북경

체험을 다루고 있는 일기로, 기존의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진 바가 없다. 이 북경체험

에 관한 기록은 당시 국권을 상실한 조선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여러 인물들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어, 연구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석주 이상룡은 영남지역 출신 인물로, 학

계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으나, 대한민국 임시 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냈을 만큼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이 논문은 연구대상에 대한 문화어문학적 관점에서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 교육연구단의 아젠다와 부합한다. 

2
「코로나-19 신어의 수집과 사용 양상 연구-주제 특정적 신어의 
수집과 사용에 대한 고찰」, 『한국사전학』 36, 한국사전학회, 

2020.11. 
강 공동저자

3
「석주 이상룡 북경 체험의 문학적 형상화와 지향의식」, 

『한국민족문화』 77,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20.11. 
신

4
「중국어 신어의 단어 형성과 사회·문화적 특징-2017·2018년 
신어를 중심으로」, 『언어과학연구』 95, 언어과학회, 2020.12. 

푸

5
「중국에 소개된 장혁주 소설의 리얼리즘 연구-｢쫓겨가는 

사람들｣, ｢권이라는 사나이｣, ｢산령｣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60,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1.03. 

조

6
「구어 및 문어 담화에서의 정도부사 비교 연구-고빈도 정도부사 
‘되게’, ‘너무’, ‘가장’을 중심으로」, 『한국어의미학』 71, 

한국어의미학회, 2021.03. 
이

7
「찌아찌아어와 한국어의 자음 체계 대조-유형적 보편성의 
관점에서」, 『국어교육연구』 76, 국어교육학회, 2021.06. 

아  
리  

데

8
「20세기 대구지역 내방가사에 나타난 여성놀이문화의 변모와 
사대부문화의 전유(專有) 양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42,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21.06. 
김

연번
저서사항

(저서명, 출판사명, 출판년월)
저자 중 

참여대학원생
비고

1 『말모이: 다시 쓰는 우리말 사전』, 시공사, 2021.02.
이  
이 ,
황  

공동저자

2
『신어 2020: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새로운 언어』, 한국문화사, 

2021.05.

강 , 
백 ,
안  

공동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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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 「중국에 소개된 장혁주 소설의 리얼리즘 연구-｢쫓겨가는 사람들｣, ｢권이라는 

사나이｣, ｢산령｣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60,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1.03. 

  이 논문은 글로벌 시대의 영남지역문학에 초점을 두고 해외 여러 나라에 번역되어 소개된 

대구 출신 작가인 장혁주의 소설을 다루었다. 식민지 조선의 현실이 어떤 식으로 폭로되었는

지, 더 나아가 중국인 수용자가 가지고 있었던 성향과 그들이 장혁주 소설의 어떤 점을 보고 

매력을 느껴 적극적으로 수용했는지를 논의하였다. 장혁주는 중국에서도 화제인 동족상잔의 

방식으로 조선의 권력자 문제를 폭로했으며, 중국에도 존재했던 봉건자본의 문제와 조선인의 

실향 문제를 다루었음을 밝혔다. 장혁주 소설에는 자아비판의 정신에 의해 쓰여진 자민족 내

부 소수의 불명예스러운 문제들이 형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이 논문은 동아시아에서의 장혁주의 영향력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국문학 연구에 있어 

장혁주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 아  리  데 , 「찌아찌아어와 한국어의 자음 체계 대조-유형적 보편성의 관

점에서」, 『국어교육연구』 76, 국어교육학회, 2021.06. 

  이 논문은 유형적 보편성의 관점에서 찌아찌아어와 한국어의 자음 체계를 대조한 연구이

다. 찌아찌아어와 한국어 음소 대조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으며 두 언어의 자음을 집중적으

로 논의한 연구는 드물다. 또한 찌아찌아어의 음소를 잘못 설정하거나 변이음을 음소로 설정

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는 찌아찌아어의 자음 소리들이 음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해 최소대립쌍과 자유변이를 확인하여 찌아찌아어의 음소를 새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 의 결과는 찌아찌아어의 한글 표기 방안에 시사점을 가지며, 한글의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연구단의 비전 중 하나인 한국어문학 연구의 세계적 확장에 부합하는 

연구이다.

  

  - 김 , 「20세기 대구지역 내방가사에 나타난 여성놀이문화의 변모와 사대부문화의 전

유(專有) 양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42,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21.06. 

  이 논문은 규방가사 작품에 나타난 여성 놀이의 양상을 세밀하게 고찰함으로써 20세기 내

방가사에 나타난 여성놀이문화의 변모 양상과 특성을 구명하고 있다. 특히‘화전가’계열 가

사 작품의 경우 서술방식과 놀이문화가 대개 전형적인 특징으로 치부되어 개별 작품의 특성 

보다는 작품군의 경향성 속에서 이해되는 경우가 많은데, 20세기 규방가사에 나타난 놀이문

화를 구체적으로 조망함으로써 전대 사대부 놀이문화의 영향과 여성놀이문화의 영향을 나누

어 살피고, 통시적인 흐름 속에서 전대 놀이 형식과 성격의 계승과 변모 양상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선유라는 사대부의 문화적 행위를 전유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구속받는 여성의 

삶에 대한 자탄의 정서가 강화되고 있다는 논의는 이제까지 밝혀진 여성의 신세한탄과는 다

른 층위의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영남지역의 규방가사에 나타난 유산과 선유를 

지역의 문화적 배경과 연결시킴으로써 창작배경과 동인을 밝힌 것은 지역 문화어문학 연구 

방법의 하나일뿐만 아니라 지역문학을 중앙 중심의 문학사적 흐름을 바탕으로 보편적 틀 속

에서 이해하지 않고, 특수성을 통해 작품의 실제를 조망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이 , 이 , 황  외, 『말모이: 다시 쓰는 우리말 사전』, 시공사, 2021.02.

  이 책은 조선일보, 국립국어원, 국어문화원연합회에서 공동으로 구성한 말모이 편찬위원회

에서 편찬한 일종의 방언 사전이다. 2019년 10월 7일부터 2020년 8월 6일까지 전국민을 대상

으로 어휘를 수집하였고, 접수 기간 동안 약 100,000여 개의 어휘를 확보하였다. 이들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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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참여대학원생 학술대회 대표실적의 우수성

총 4,012개 어휘를 간추려 그 사전적 의미를 밝히고, 각 어휘가 지니고 있는 문화적 함의를 

함께 기술하였다. 대상 어휘를 간추려 내는 과정에서 국어학계 및 국어문화원의 전문가 60명

과 더불어, 지역 대표 71명이 참여하였다. 철저한 언어규범 심의를 통해 표제어를 선정하는 

현행 『표준국어대사전』과 달리 어휘가 지닌 생활문화적 가치에 집중함으로써, 표준어에서 

배제된 여러 우리말 어휘를 보존하고 현재까지 수집하지 못한 여러 방언 어휘 및 표현을 확

보하였다. 이는 지역문화에 대한 어문학적 가치에 기반하여 수립된 본 교육연구단의 비전에 

적절히 부합하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책은 일종의 방언 사전임에도 개별 방언 어

휘를 표준어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다루지 않고, ‘우리말’이라는 원론적인 범위로 포섭하고 

있다. 각 표제어가 경상방언, 전라방언, 강원방언 어휘가 아닌, 모두 우리말 어휘라는 범주로 

인식하는 통합적 관점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다원성과 지역성, 그리고 융합의 가치

를 지향하는 본 교육연구단의 비전과 연구 목표 구현에 기여한다. 

향후 
추진계획

1. 대학원생 학술논문 집중 지원 프로그램 운영

 1) 학제 간 연구 지원

  - 학제 간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학내 연구기관뿐 아니라 교외 유관기관 및 외국 연구소/

대학 등으로 협력 기관을 확대하여 학술 활동 지원

  - 전문가 초청 프로그램과 연계, 관련 학과와의 공동 학술지원 프로그램 운영

 2) 소규모 연구모임 지원

  - 교육연구단 7개 연구그룹 연구모임뿐 아니라 세부 주제별 연구모임/학·석사 연계 연구

모임 지원

  - 학제 간 스터디 지원

2. 전문가 초청 대학원생 학술 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 최근 1년 간 전문가 초청 학술 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실적은 6건으로, 계획(연 4건) 

대비 정량적 지표 달성, 향후에도 전문가 초청 학술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현행과 같이 연 4

건 이상 시행

  - 초청 대상 소속 기관과 MOU 체결, 공동연구 추진 등 연계성 증진

 

3. 외국인 유학생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1)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문화교육시스템 구축

  - 외국인 유학생 연구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학술 활동 지원

  -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내외국인 <쌍방향 멘토제> 실시

 2) 학술논문 및 번역 작업을 통한 학술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학술논문 작성을 위한 지도선배제(외국인 유학생 멘토) 실시

  - 해외 저서뿐 아니라 한국어문학 저서(명저) 번역 지원

계획

1. <내외국인 쌍방향 멘토제> 강화

  - 현재 재학 중인 외국인 대학원생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

  - 쌍방향 멘토제 연계 학술지원 프로그램 운영

  - 쌍방향 멘토제를 위한 소그룹 연구모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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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석학 및 CEO 초청 프로그램 운영

  - 해외 석학 초청 프로그램을 통한 국제 공동연구 추진

  - 유관 해외기업 CEO 및 전문가 초청 프로그램을 통한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추진

3. 현장 연계 학습 프로그램 운영

  - 영남 및 호남 등 지역 기반 현장 연계 학습 프로그램 운영

  - 각 전공 영역의 현장 전문가 초청 프로그램 운영

실적

1. <내외국인 쌍방향 멘토제> 강화

  - 교육연구단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1년도 2학기부터 시행 결정

  - 2021년도 2학기 신입생을 포함하여 외국인 대학원생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

2. 해외 석학 및 CEO 초청 프로그램 운영

  - 참여대학원생의 국제적 연구역량 향상과 해외 한국학 연구 동향 파악을 위해 해외 석학 

초청 특강, 세계 한국학 세미나 시리즈 프로그램 운영

  - 최근 1년 간 해외 석학 초청 특강/세계 한국학 세미나 시리즈 운영 실적

  1) 해외 석학 초청 특강

   ·1차: J   A (스페인 폼페우파브라대학교), <Research in Hispanic Neology>,  

         2021.02.16.

   ·2차: 강 (중국 하북대학), <중국 웅안 소재 와교관의 연혁과 상징 의미>, 2021.06.24.

  2) 세계 한국학 세미나 시리즈 

   ·1차: V  L , J  J (계명대학교), <공간과 시간, 미국과 한국-미국 한국학 학계에

         관한 만필>, 2020.12.11.

   ·2차: 조 (터키 이스탄불대학교), <유럽과 터키에서의 한국학 연구 동향과 진로의 탐색>,

          2021.02.23.

3. 현장 연계 학습 프로그램 운영

  - 전문가 초청 학술 능력 향상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대학원생의 세부 연구주제에 맞춘 현

장 연계 학습 프로그램 운영

  - 최근 1년 간 현장 연계 학습 프로그램 운영 실적

   ·1차: 정 (대중문화평론가), <글로벌 시대, 로컬의 전략-성공적인 로컬 콘텐츠들의 조건>,  

         2020.12.16.

   ·2차: 남 (콘텐츠 제작업체 히트메이커스 대표), <유튜브 제작 및 편집 특강>, 2021.02.01.,  

         2021.02.03. 

  위와 같이, 본 교육연구단은 대학원생의 논문이 국내외 학술대회에 다수 발표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그 결과 최근 1년간 참여대학원생이 학술대회에 참석하

여 발표한 논문 수는 국내 학술대회 5편, 국제 학술대회 2편으로 총 7편이다. 

◇ 최근 1년 간 참여대학원생 국내 학술대회 발표 실적

연번
발표사항

(발표논문명, 학술대회명, 발표년월)
저자 중 

참여대학원생
비고

1
「한중 신문기사에서 나타난 도시명 환유 양상 비교-‘서울’과 
‘베이징’을 중심으로」, 2020년도 한국문학언어학회 제7차 

학술대회(국어학), 2020.10.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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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년 간 참여대학원생 국제 학술대회 발표 실적

  위의 최근 1년 간 참여대학원생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실적 중 전공 분야의 학문을 선도하

고 본 교육연구단의 비전과 목표 구현에 기여하고 있는 대표실적에 대해 그 우수성을 기술하

면 다음과 같다.  

  - 강  외, 「The Extraction of Formulaic Expressions for Korean Language Teaching: 

Methodology and Issues」, EAKLE 2020 : The 8th Biennial Workshop of the European 

Association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2020.10.

  이 논문은 2020년 “제8회 유럽 한국어교육자 협회(EAKLE) 워크숍”에서 발표된 것이다. 

“EAKLE”는 유럽의 한국어교육 확산과 발전을 위해 학자들 간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는 

장이다. 터키 앙카라대학교나 이탈리아의 카포스카리 대학교 등 한국어학과가 있는 유럽 각

지의 대학교에서 개최되어 왔으나, 2020년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이 

연구는 일정한 정량적 기준에 의해 자동 추출된 ‘-면’ 포함 고빈도 엔그램 연쇄를 대상으

로, 말뭉치의 정성적 분석을 수행하여 한국어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의미한 정형 표현의 

목록을 선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 ‘-었으면 좋겠다, 따지고 보면, -었으면 

하-, -지 않으면 안 되-’ 등의 최종 목록이 선정되었고, 선정된 최종 목록을 담화 기능에 

따라 유형 분류하고 기존 사전 및 한국어교재의 등재 여부를 분석함으로써, 언어 교육적 관

점에서 기초 자원으로서의 의의를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이들의 상당 부분은 단어 중심의 

기존 사전에서 누락되었으며, 한국어교재에서도 부분적으로 다루어짐을 제시하였고 이들의 

포괄적인 추출 및 기술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논문은 사전학 및 세계의 한국어교육 방안에 

기여하는 바가 있으며, 이는 교육과 연구의 국제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어문학 

자산의 실용화를 추구하는 본 교육연구단의 비전에 부합하는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
「<화전가>에 나타난 20세기 대구지역 여성의 놀이 양상과 의미- 
유산과 선유를 중심으로」, 민족어문학회 추계 학술대회, 2020.10. 

김

3
「찌아찌아어의 문자 표기에 대한 문화 어문학적 연구-부리 
월리오 문자와 한글 표기의 대조를 중심으로」, 2021년도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교육연구단 국내학술대회, 2021.08. 

아  
리  

데

4
「<춘풍감회록>에 나타난 기행가사적 특성과 그 의미」, 2021년도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교육연구단 국내학술대회, 2021.08. 

김

5
「장혁주의 소설과 양쿠이의 소설에 대한 유사성 비교」, 
2021년도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교육연구단 대학원생 

학술대회, 2021.08. 
조

연번
발표사항

(발표논문명, 학술대회명, 발표년월)
저자 중 

참여대학원생
비고

1

「The Extraction of Formulaic Expressions for Korean Language 
Teaching: Methodology and Issues」, EAKLE 2020 : The 8th 
Biennial Workshop of the European Association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2020.10.

강 공동저자

2
「The dynamics of COVID-19 neologisms and issues in 

lexicographic description」, Globalex Workshop on Lexicography 
and Neology, 2021.08.

안 공동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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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외, 「The dynamics of COVID-19 neologisms and issues in lexicographic 

description」, Globalex Workshop on Lexicography and Neology, 2021.08.

  이 논문은 2021년 AUSTRALEX 컨퍼런스와 함께 하는 “Globalex Workshop on Lexicography 

and Neology(이하 GWLN)”에서 발표된 것이다. GWLN은 전 세계 각 언어의 신어와 그 사전

학적 기술에 대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는 장으로, 2021년의 경우 ‘코로나19 신어의 식별과 

그 사전학적 기술의 쟁점’을 주제로 기획되었으며, 코로나19의 여파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

다. 이 논문에서는 2019년 12월 이후 폭발적으로 출현한 코로나19 관련 신어들을 통해 전대

미문의 팬데믹 상황을 대처하는 모국어 화자들의 언어학적 대응 양상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2019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18개월 간 한국에서 출현한 코로나19 관련 신어 341개의 사

용 양상을 분석한 결과, ‘K-방역’의 경우 기사문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댓글에서는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어 텍스트 장르 및 사용역에 따라 사용 양상

이 크게 다름을 확인하였다. 또한, ‘K-방역’, ‘우한폐렴’ 등 코로나19 관련 신어들의 사

전학적 기술 예를 제안하며 ‘살아있는 용례’를 확인할 수 있는 댓글 자원의 가치를 주장했

다. 이상의 연구 성과는 신어의 수집과 식별 및 신어의 사전학적 기술에서 기존에 활용되지 

않았던 댓글 자원을 부각했다는 점과 그 절차와 방법론을 국제학술대회에 소개했다는 측면에

서 의의가 있다. 또한 전 세계 각 언어들의 코로나19 관련 신어들과 한국의 코로나19 관련 

신어들을 비교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본 교육연구단의 연구 목표 중 하나인 문화어문학의 외

적 확장과 국제성 확보에 기여하는 연구이다.

  - 김 , 「<춘풍감회록>에 나타난 기행가사적 특성과 그 의미」, 2021년도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교육연구단 국내학술대회, 2021.08.

  이 논문은 본 교육연구단에서 주최한 2021년도 국내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것으로, 교육과 

연구의 선순환 구조 구축의 일환으로서 참여대학원생의 연구 역량을 학술대회 발표를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 논문은 <춘풍감회록>에 나타난 문학적 특성

을 바탕으로 사대부 가사의 문학적 전통의 계승이 20세기 중반까지 이어지고 있었음을 구명

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일제강점기 징병 관련 가사들이 신변탄식류인 것과 달리 기행가

사적 특성이 나타나는 예외적인 작품이라고 규정한 것보다 개별작품에 관한 종합적 고찰이라

는 점에서 진전된 논의라 하겠다. 특히 20세기 기행가사의 특징으로 여겨지는 일부 특성의 

이면에 존재하는 사행가사적 특성을 포착함으로써 사대부의 문학 창작 및 향유의 전통이 17

세기부터 20세기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이는 시기에 따른 변화 양상을 중

심으로 분절적으로 문학적 특성을 인식하는 경향에 대한 비판적 접근의 필요를 제기함으로써 

고전시가 갈래의 변별자가 시대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조망하고 있다는 점

에서 시사점을 가진다.

  - 조 , 「장혁주의 소설과 양쿠이의 소설에 대한 유사성 비교」, 2021년도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교육연구단 대학원생 학술대회, 2021.08. 

  이 논문은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지역어문학 기반 창의융합 미래인재 양성 교육연구단

에서 주최하는 2021년도 대학원생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것이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다매체 문화연구의 비전과 창조적 실천”이다. 이 논문은 동아시아, 특히 대만 문단에서 

영향력 있는 작가인 장혁주의 ｢아귀도｣라는 작품을 중심으로 대만 작가 양쿠이의 소설과 그 

유사성을 비교한 연구이다. 그 결과, 아귀도라는 불교적 사유와 관련하여 장혁주 소설 속의 

축생도와 인간도라는 사유 방식이 함께 영향력을 발휘했음을 조명했다. 비록 기독교 신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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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진연구인력 현황 및 실적

세례 받았지만 경주와 대구에서 자라며 불교에 대한 농후한 애착을 갖고 있어 그것을 소설 

속에서 보여준 장혁주는 이러한 사유를 통해서 불교 신도가 많은 대만에서 소통과 수용, 경

쟁의 대상이 되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본 교육연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계 문화자원으

로서 한국어문학 연구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호남 지역의 어문학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타 교육연구단과의 학술적 교류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추진계획

1. <내외국인 쌍방향 멘토제> 강화

  - 2021년도 2학기부터 외국인 대학원생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

  - 쌍방향 멘토제 연계 학술지원 프로그램 운영

   · 쌍방향 멘토 선정 → 각 그룹별 연구계획서 작성 → 참여교수·신진연구인력 학술지원  

      → 쌍방향 멘토 연구 그룹 발표회(연 2회) → 전공별 학술대회·국제학술대회 발표 지원

  - 쌍방향 멘토제를 위한 소그룹 연구모임 지원

   · 연구 활동을 위한 세미나실 및 참여교수·신진연구인력 학술지원

2. 해외 석학 및 CEO 초청 프로그램 운영

  - 유관 해외기업의 CEO 및 전문가들로 초청 대상 확대

  - 해외 석학 초청 특강/세계 한국학 세미나 시리즈와 연계한 국제 공동연구,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추진

3. 현장 연계 학습 프로그램 운영

  - 영남 및 호남 등 지역 기반 현장 연계 학습 프로그램

   · 대구문학관 연계, 지역 문인, 잡지 자료 구축 및 지역 문화어문학 연구·교육

   · 영남지역 민요 전승 현장 연계, 전승 현황 조사 및 음원 채록 작업 및 연구

   · 영·호남 지역 서원 연계, 문화유산의 어문학적 의미와 비교지역학적 연구·교육

   · 영·호남 지역 종가 연계, 종가 문화의 어문학적 접근 및 비교지역학적 연구·교육

  - 각 전공 영역의 현장 전문가 초청 프로그램

   · 고전문학 원-소스 기반 문화콘텐츠 기획 전문가 초청 특강

   · 국어 정책 전문가와 함께 하는 국어문화 특강

   · 빅데이터 활용업체 ㈜솔트룩스 전문가와 함께하는 언어처리기술 특강

   · 문화기획업체 <재미로>와 함께하는 문화콘텐츠 특강

계획

1. 우수 신진연구인력 확보 계획

  - 우수 신진연구인력 확보를 위해 신진연구인력의 선발과 임용, 활용 규정을 교육연구단의 

<운영내규>에 충실히 마련하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

  - 신진연구인력 연차별 평가 및 환류 시스템 구축  

2. 우수 신진연구인력에 대한 제도적 지원 계획

  - 신진연구인력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인건비 및 성과급 지원

  - 신진연구인력 연구의 효율성을 위한 연구 공간 제공

  - 신진연구인력의 학술 활동 지원

  - 신진연구인력에 대한 강의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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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교 혁신안과 연계한 연구 몰입도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 제도 구축

 

3. 신진연구인력의 교육 및 연구 활동 계획

  - 연구분과별 책임 교수와의 상호 협력 연구 진행

  - 전공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참여대학원생의 연구역량 강화

  - 참여교수·참여대학원생과의 공동 현장조사 수행

  - 해외 장단기 연수 프로그램 참여

  - 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과의 공동 사업 및 연구 수행

  - 교육연구단 학술총서 간행에 참여

실적

1. 우수 신진연구인력 확보 실적

 1) 신진연구인력 관련 교육연구단 <운영내규> 및 우수 신진연구인력 선발 현황

  - 교육연구단 <운영내규> “제4장 신진연구인력 선발 및 활용”에 지원자격, 선발 절차, 

보수, 임용, 자격 및 의무, 신진연구인력의 활용, 연차 평가, 계약기간 및 제한 사항 등에 대

한 규정을 마련

  - 최근 1년 간 계약교수 3인, 박사후연구원 1인, 총 4인의 신진연구인력 선발

  - 1차년도까지는 2인의 신진연구인력(국어학 분야 1인, 고전문학 분야 1인)을 확보하였으

나, 2차년도 상반기에 1인을 추가로 선발하여 국어학, 고전문학, 현대문학 각 분야의 신진연

구인력 확보

  - 신진연구인력 교육기관 취업: 1차년도 고전문학 분야 계약교수 조  제주대학교 사범

대학 국어교육과 조교수 임용(2021.3.)

 2) 신진연구인력 연차 평가 시행 및 환류 시스템 운영

  - 연 1회 신진연구인력 연차 평가 시행(2021년 2월, 1차년도 신진연구인력 연차 평가 시행)

  - 단장·부단장·운영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신진연구인력의 교육연구단 기여도, 

논문 게재 실적, 학술 저서 실적, 국제 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등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

를 재임용에 적극적으로 반영 

2. 우수 신진연구인력에 대한 제도적 지원 현황

 1) 신진연구인력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인건비 및 성과급 지원

  - 본 교육연구단의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라 인건비 월 300만 원 지급

  - 법정 부담금(4대보험) 및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보수 월액의 1월분을 퇴직급여로 지급

  - 연 1회 신진연구인력의 연구 및 업무 능력을 평가하여 성과급 지급(2021년 2월, 1차년도 

신진연구인력 연차 평가 결과에 따라 신진연구인력 2인 성과급 차등 지급) 

 2) 신진연구인력 연구의 효율성을 위한 연구 공간 제공

  - 개인 연구 공간 확보: 본교 내 인문한국진흥관 407호와 408호에 두 개의 연구실 확보

  - 연구 활동을 위한 세미나실 확보: 본교 내 인문대학 203호, 인문한국진흥관 204호, 영남

문화연구원, 언어정보연구센터 등 소규모 집단 연구 활동이 가능한 세미나실 확보

  - 연구 활동 관련 인프라 구축: 사무용품 및 개인 PC, 프린터, 스캐너, 책장 등 연구 기자

재 관련 일체, 인터넷, 냉난방기 등 연구 및 일상 생활 관련 집기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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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진연구인력의 학술 활동 지원

  - 연구 및 학술활동 관련 기자재 제공

  -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및 참가 지원

  - 해외 공동연구 및 단기연수 지원

  - 현장 조사 여비 지원

  - 논문 게재료 지원 등

 4) 신진연구인력에 대한 강의 기회 제공

  - 본 교육연구단 소속 학과 대학원(교육연구단 문화어문학 공통 교과목) 및 학부 강의

  - 타대학 6학점 이내 출강 허용

 5) 본교 혁신안과 연계한 연구 몰입도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 제도 구축

  - 본교 성과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한 신진연구인력 연구 성과 관리

  - 본교의 학문후속세대 지원안과 연계한 신진연구인력의 ‘Next step’ 연구를 위한 지원 

제도 도입

  - 본교 본부 지원 ‘행정인력지원 가이드라인’에 따른 제도적 장치 시행: 행정 업무 수행

에 따른 연구 차질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 신진연구인력의 교수법 향상을 위한 본교 학습지원센터 ‘교수법 프로그램’ 참가 지원

  - 본교의 ‘KNU Rearch Fellow 제도’와 연계하여 우수 신진연구인력에 대한 생활 안정 

정책 시행(다년 계약 보장, 추가 연구비, 국내외 연수비 지원 등)

 

3. 신진연구인력의 교육 및 연구 활동 실적

 1) 신진연구인력의 연구실적

  - 김 , 「접속 영역의 관점에서 본 ‘-다면’ 접속문의 유형과 실현 양상-‘-면’ 접속

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77,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20.11.

  이 논문은 Sweetser(1990)의 접속 영역의 관점에서 발화가 내용 단위의 표상, 논리적 개체

의 표상, 화행의 표상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보아 세 가지 접속 영역에 따

른 ‘-다면’ 접속문의 유형과 실현 양상을 밝힌 연구이다. 이를 통해 ‘-다면’과 ‘-면’ 

두 조건 접속 어미 간의 차이를 설명하였다. ‘-다면’과 ‘-면’의 실현 양상의 차이에 대

해 선행 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은 새로운 관점에서의 설명을 시도하는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또한 국어 접속문 연구에 있어 텍스트에 내재된 언어적 특성을 밝히는 연구에서 나

아가 실제 발화가 사용되는 맥락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본 교육연구

단의 아젠다인 문화어문학의 연구 방법론을 충실히 구현한 연구이다. 

  - 손 , 한국연구재단 ‘학술교수 B’ 지원과제 선정(2020.09.01.~2021.08.31.), ‘양귀비 

관련 한중일 변이양상 연구-한시<장한가>, 가사 <양귀비가>, 요코쿠 <양귀비>를 중심으로’

  중국의 실존 인물인 양귀비와 관련한 문학이 중국에서 일어난 이후 우리나라와 중국에 영

향을 미쳐 다양한 변이가 이루어졌는데, 중국의 한시 <장한가>, 우리나라의 가사 <양귀비가>, 

일본의 요코쿠 <양귀비>로 변이되어 전승되고 있으며, 그 형상화에도 차이가 있다. 이 연구

는 이를 분석하여 양귀비 관련 한중일간의 문학적 변이 양상을 해명하고, 갈래에 따라, 국가

에 따라 변이가 달라지는 원인을 해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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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분과별 책임 교수와의 상호 협력 연구 진행

  - 본 교육연구단은 ‘자료 조사 및 질서화’, ‘이론 개발 및 연구’, ‘실용화 및 세계

화’의 연구분과를 설정하고, 연구분과에 참여교수와 신진연구인력이 함께 참여

  - ‘이론 개발 및 연구’연구분과에서 정  교수, 김  교수(참여교수), 손 (신진연

구인력), 김 , 신 , 조 (참여대학원생)가 교육연구단 교육과정 개발 연구과제(낙동강

과 문화어문학)에 참여하여 공동연구 수행

 3) 전공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참여대학원생의 연구역량 강화

  - 전공별 집담회 운영: 신진연구인력과 대학원생들의 공동학술할동 강화

  - 국어학 집담회, 고전문학 집담회, 현대문학 집담회 최근 1년 간 각 4회, 총 12회 시행

 4) 참여교수·참여대학원생과의 공동 현장조사 수행

  - 교육 및 연구의 선순환을 위해 본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 및 참여대학원생과 공동으로 

현장조사 수행

  - 본 교육연구단의 문화어문학 교과목인 <문화어문학현장실습>을 통해 김 (신진연구인

력), 조 (참여대학원생) 대구 달성공원 인근 현장조사(2021.6.1.)

 5) 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과의 공동 사업 및 연구 수행

  - 신진연구인력, 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 상호 간의 연구력 증진, 연구 성과 도출

  - 계약교수 조 : 교육연구단의 ‘지역학 기반 문학생성공간 연구그룹’에 참여하여 정

 교수(참여교수), 김 , 신 , 예 (참여대학원생)과 고전문학 공동연구 주제 탐색 

및 수행 

 6) 교육연구단 학술총서 간행에 참여

  - 신진연구인력은 연간 1회 교육연구단 학술총서 간행에 참여

  - 계약교수 손 : 교육연구단 교육과정 개발 연구과제와 연계한 학술총서 <낙동강과 문

화어문학> 집필 참여, 2022년 1월 발간 예정

향후 
추진계획

 

  최근 1년 간 본 교육연구단의 우수 신진연구인력 확보 실적과 우수 신진연구인력에 대한 

제도적 지원 현황을 보면, 계획에 따라 충실히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신진연구인

력의 교육 및 연구 활동 실적에서는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이를 중심으로 향후 추진계

획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구분과별 책임 교수와의 상호 협력 연구 진행

  - 1차년도‘이론 개발 및 연구’연구분과의 성과를 바탕으로 ‘자료 조사 및 질서화’, 

‘실용화 및 세계화’의 연구분과에서도 신진연구인력과 연구분과별 책임 교수와의 상호 협

력 연구 수행

  - 연구의 양적 증가뿐 아니라 질적 제고를 위해 신진연구인력과 연구분과별 책임 교수의 

연구 주제 관련 연구모임 운영

2. 전공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참여대학원생의 연구역량 강화

  - 전공별 집담회 운영 횟수를 현행보다 늘려, 국어학 집담회, 고전문학 집담회, 현대문학 

집담회 각 월 1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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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여교수의 교육역량 대표실적

  - 상시적으로 참여대학원생에 대한 신진연구인력의 학술적 지원(학술대회 발표, 논문 작성 등)

3. 참여교수·참여대학원생과의 공동 현장조사 수행

  - 신진연구인력, 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 공동 현장조사 연 2회 이상 시행

  - 비교지역학적 관점에서 타지역의 어문학 자산에 대한 공동 현장조사 수행  

 

4. 해외 장단기 연수 프로그램 참여

  - 1차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 해외 장단기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했는데, 대면 연수 

프로그램의 대안으로 온라인 해외 연수 프로그램 기획

  - 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적극 협력하여 연 2회 이상 시행

5. 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과의 공동 사업 및 연구 수행

  - 신진연구인력과 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과의 공동 사업 및 공동 연구의 기회 증대

  - 신진연구인력과 참여교수 간 연구모임 및 참여대학원생과의 집담회 등과 연계 

6. 교육연구단 학술총서 간행에 참여

  - 현행과 같이 신진연구인력은 연간 1회 교육연구단 학술총서 간행에 참여 

  - 교육연구단 학술총서의 내실화를 위해 신진연구인력, 참여교수, 외부전문가 등과의 학술 

세미나 개최

1. 교육과정 개발

연번 연구 구분 책임교수 직급 과제명 과제 완료

1 교과목 개발 교수 <영남지역과 문화어문학> 교과목 개발 2021. 2. 28.

2 교과목 개발 부교수 <문화간이해의 연구> 교과목 개발  2021. 2. 28.

3 교재 개발 교수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논문 작성법 2021. 2. 28.

4 부교재 개발 교수 현대 신어 연구의 현황과 과제 2021. 2. 28.

5 총서 개발 계약교수 낙동강과 문화어문학 2021. 2. 28.

2. 해외 우수 저서 번역 교재 편찬 

연번 연구 구분 책임교수 직급 번역 대상 저서 과제 완료

1 번역교재 발간 교수
文学地理学概论)(修订稿)(曾大兴, 商务印书馆
(北京), 2017, 320쪽)

2022. 2. 28.

3. 교재 편찬

연번 연구 구분 책임교수 직급 서명 출판사 발간일

1 교재 발간 교수
선금술의 방법론-신채호의 문학
을 넘어

소명출판 2020. 12.

김***

최***

남***

남***

손***

정***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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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의 국제화 전략 

 ➀ 교육 프로그램의 국제화 현황 및 계획

4. 온라인 유튜브 채널(경북대 국문과 BK교육연구단-유튜브 채널) 개설   

  - 주소 : https://www.youtube.com/channel/UCrsVOKY2BXyy0JPGDZkkg-Q

  - 연구단 소개 동영상 1개 업로드

  - 교육연구단 출범식 동영상 4개 업로드

  - 참여대학원생 워크숍 동영상 5개 업로드

  - 학술 연구 관련 동영상 23개 업로드

   · 문화어문학 자료 소개 6개 동영상 업로드

   · 문화어문학 관련 전문가 및 저명 학자 특강 4주제 17개 동영상 업로드

  - 참여대학원생 국제학술대회 참여 동영상 1개 업로드

2 교재 발간 교수 국어음운사와 어휘사 연구 역락 2021.  1.

3 교재 발간 교수 한글생활사 연구 역락 2021.  6.

4 교재 발간 부교수 작가로 읽는 고전시가 보고사 2021.  8.

계획

1. 외국대학과의 교육 및 연구의 교류 협정

2. 우수 외국인 학생과 연구 인력 유치 

3. 대학원생의 해외 공동연구 

4. 대학원생의 장·단기 해외연수

5. 국제화를 위한 영어 교과목 설치

6. 해외 석학 초청 특강 프로그램 개발

실적

1. 외국대학과의 교육 및 연구의 교류 협정

 1) 인도네시아 가자마다대학교 인문대학 한국어학과와의 MOU 체결 -2021년 02월.

  - 한국어문학 교육의 외적 확장을 위한 우수 대학원생 교류

  - 인도네시아 가자마다대학교의 교수와 공동 연구 및 투고 추진

  - 교수 및 연구자의 장단기 연수 추진   

 2) 미국 뉴욕주립대학교 버펄로 캠퍼스와 2021년도 하반기에 협약 진행 

  - 기존에 체결된 교류 협약에서 개정을 통해 교육 및 연구의 교류 확장

  - 학생 교류 및 교육 프로그램의 국제화 기반 강화

 3) 미국 밴더빌트대학교와 2021년도 한반기에 연구 및 교육 교류의 협약 진행

  - 새로운 협약을 통한 한국어문학 교육의 외적 확장 추진

  - 공동 연구 및 공동 한국어문학의 교과서 편찬을 통한 교육의 국제화 기반 강화

 4) 스페인 Pompeu Fabra대학과 2021년도 하반기에 MOU협약 추진

  - MOU를 통해 양측 대학 교육 및 연구의 적극 교류

  - 교수 및 학생교류를 통한 한국어문학 교육 프로그램의 세계화 강화

 5) 인도 네루대학교 한국학센터와 2021년도 하반기에 협정교류 추진

  - 교육 및 연구 분야의 교류 강화 

  - 우수 대학원생 유치 교수 교류 국제 학술세미나 추진

   

백***

백***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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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수 외국인 학생 및 연구 인력의 유치 및 그 성과

 1) 지난 일년 간 엄격한 심사를 통한 외국인 우수 대학원 신입생 5명 확보.

  - KINGS 장학금, 외국인 장학금 및 재외국민 자녀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금 제도 활용 

 2) 한국어문학의 세계화를 위한 홍보 영상의 제작, 유튜브 채널의 개설과 운용 중

  - 유튜브 주소: https://www.youtube.com/channel/UCrsVOKY2BXyy0JPGDZkkg-Q

 3) 각종 학술 행사에 대한 포스터 제작 및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행사 안내문, 소식지 및 교

내 매일 발송

 4) 한국문학 교육의 세계화를 위하여 한국문학 연구자 외국인 Afzal Ahmad Khan을 신진연

구인력으로 2021년 3월부터 활용 중

3. 대학원생의 해외 공동연구의 실시 및 그 성과

 1) 참여교수의 국제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국제 공동연구에 첫 걸음을 내딛는 중.

  - 스페인의 Pompeu Fabra 대학교 교수인 J  Fr 와 대학원생인 P  J. B  R , 

교육연구단 참여교수인 남  교수와 대학원생인 정 이 공동적으로 “코로나 신어의 의

미 유형과 사용 추이에 대한 한국어 스페인어 대조 연구”를 진행

  - 국제학회에 공동 발표 및 이 성과를 A&HCI 급의 국제학술지에 투고 추진

4. 대학원생의 장·단기 해외연수 및 그 성과

  - 지난 1년 간 코로나로 인한 국제 정세의 예측 불가능함으로 인해 성과가 없었음

  - 2021년도 하반기에 대학원생의 장단기 해외연수 추진

    

5. 국제화를 위한 영어 교과목 설치 및 그 성과

  - 대학원생들의 국제화 능력 배양 및 영어 학술논문의 작성 능력 강화를 위해서 <학술논문

작성법(영문/국문) Academic Writing in (English/Korean)> 교과목 개설 및 운영 

  - 대학원생들의 글로벌 문화와의 소통 능력의 제고를 위해서 <한국어문학의 문화 콘텐츠 

개발 연구> 신규 교과목을 개설 및 운영

6. 해외 석학 초청 특강 프로그램의 개발 및 그 성과

  - V  L , J  J (계명대학교 사학과 미국인 교수)의 특강인 “공간과 시간, 미국과 

한국: 미국 한국학 학계에 관한 만필”2020.12.11

  - J  F  A  교수(스페인 Universitat Pompeu Fabra)의 특강인 “Research in 

Hispanic Neology”2021.02.16.

  - 서  교수(미국 Indiana University)의 특강인 “질적 연구와 데이터 분석”2021.02.18.

  - 조  교수(터키 이스탄불대학교)의 특강인 “유럽과 터키에서의 한국학 연구 동향과 진

로의 탐색” 2021.02.23.

  - 강  교수(중국 하북대학 문학원)의 특강인 “중국 웅안 소재 와교관의 연혁과 상징 의

미” 2021.06.24.

향후

추진계획

1. 외국대학과의 교육 및 연구의 교류 협정을 통한 대학 교육의 범위 확장 

 1) 학점 교류제의 유지 및 복수학위제의 달성 계획.

  - 현재 경북대학교에서 대학생을 대상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는 없음. 

  - 학교 차원에서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를 운영할 시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 복수학위제에 대한 보완 방안으로 외국대학과의 학점교류제를 시행해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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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향후 교류 협약 예정 기관

  - 미국: 밴더빌트대학 아시아학과, 뉴욕주립대학 영어학과, 하와이대학교 마노아캠퍼스 한

국학센터, 콜롬비아대학 한국연구센터, UCLA 한국학센터, UC Berkeley 한국학센터, 하버드대 

한국학연구소

  - 영국: 랭카스터대학 언어학 및 영어학과, 국립런던대학 아시아 아프리카학부 한일언어문

화학과

  - 중국: 길림대학 조선어학과, 하얼빈사범대학 한국어학부, 동부사범대학 세계고전문명사연

구소, 연변대학 조선문학연구소, 북경대학 한국문화연구소, 광저우대학 링난문화예술연구원

  - 일본: 시즈오카대학 언어문화학과, 훗카이도대학 언어과학연구실, 규슈대학 조선사학연구

실, 나고야대학 언어문화부 조선·한국어학과

  - 인도: 네루대학교 한국어문학센터, 델리대학 동아시아학과, 뉴데릴 자이마대학 한국학센터  

2. 외국인 학생의 능력 증진 및 외국인 인력에 대한 다목적 활용

  - 각 국가의 저명한 대학에 홍보를 통한 다양한 국적의 우수 외국인 대학원생 유치 계획

  - 한국어능력시험 등급에 대한 더 엄격한 적용 계획

  - 학·석사 연계 과정의 우수 외국인 대학원생 확대 및 진학 유도 계획

  - 외국인 강사 고용을 통한 외국인 대학원생 유치 확대 계획  

3. 대학원생의 해외 공동연구 모색

  - 중국 측과 미국 측 대학의 교수들과 본 연구단의 교수의 공동 연구 우선적 추진 계획

  - 양측 대학 교수들 간의 연구 작업에 학생들의 참여를 추진

  - 온/오프라인 식으로 국내와 해외에서의 순수 대학원생들의 학술적 교류 기회 마련

 

4. 대학원생의 장·단기 해외연수 프로그램의 연 2회 이상 시행

 1) 이스라엘 K dictionary 

  - 자연언어정보처리 및 다국어사전개발 회사인 K dictionary와 체결한 MOU 및 인턴십 협정

에 따라 본 교육연구단 대학원생이 곧 K dictionary의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할 예정.

 2) 벨기에 앤트워프대학교 인풋로그(Inputlog) 개발팀

  - 벨기에 앤트워프대학교 인풋로그 개발팀과 본 교육연구단 소속 대학원생의 인풋로그 한

국 모듈 공동 개발 작업

  - 인풋로그 개발팀 책임자 교수와 대학원생의 해외연수 도모 

5. 국제화를 위한 영어 교과목 설치

  - 대학원생들의 국제화 능력 배양 및 영어 학술논문의 작성 능력 강화를 위한 <학술논문작

성법(영문/국문) Academic Writing in (English/Korean)> 교과목 개설

  - 대학원생들의 글로벌 문화와의 소통 능력의 제고를 위한 <한국어문학의 문화 콘텐츠 개

발 연구> 신규 교과목 개설 

6. 해외 석학 초청 특강 프로그램 개발

  - 미국, 중국, 일본 등 각국의 지역학 동향에 대해 파악

  - 어문학 자료의 아카이브 활용 및 구축 방법론 습득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어문학의 대응 및 방향성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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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차별로 교육연구단의 학술 주제 선정

  - 교내 유관기관인‘한국어문화원, 영남문화연구원, 인문학술원, 언어정보연구센터’등과의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교내 유관기관 소속 해외학자의 활용

  - 아젠다 관련 주제에 대해 강연자와의 국내외적인 논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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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역량 영역

□ 연구역량 대표 우수성과

  본 교육연구단은 4단계 학술 및 연구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본 교육연구단 연구 비전인 ‘사회 문

제 해결을 위한 한국어문학 연구’와 연구 목표인 ‘전문성과 국제성을 지향하는 문화어문학 연구’

를 달성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본 교육연구단의 1차년도 연구역량 대표 우수성과는 다음과 같다.  

1. 참여교수 연구역량

 1) 연구비 수주 실적

  - 본 교육연구단 참여교수들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사천시청, (재)한국국학진흥원 등 지방자치단

체의 연구지원을 받은 연구를 다수 수행함으로써 지역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국립국어원, (재)한국학중앙연구원 등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은 AI 데이터 

구축, 말뭉치, 디지털 역주사업 등의 연구를 통해 산업 구조 변화의 대응으로서 어문학 연구 수행

  - ‘한국어 일상 표현 사전 구축 계획’연구과제는 네이버 주식회사에서 연구지원을 받은 사업으

로, 산업체(국내) 연구비 수주 실적임

 2) 연구업적물

  - 본 교육연구단의 최근 1년 간 참여교수 연구업적물: 논문 18편, 저서 12편, 총 30편

  - 전체 연구실적 30편 중 60%(18편)의 실적이 본 교육연구단의 주요 아젠다에 기반한 연구 

  - 교육연구단의 4단계 학술 및 연구 활동 계획에 따른 연구실적

   ·지역 문화어문학 연구의 심화와 확장: 3편

   ·지역 문제 탐색으로서 어문학 연구: 5편

   ·산업 구조 변화의 대응으로서 어문학 연구: 7편

   ·세계화의 대응으로서 어문학 연구: 3편

  - 교육연구단의 최근 1년 간 참여교수 대표연구실적

   ·김 , 「국가 언어 자원 축적 성과와 통합 정보 활용 서비스 구축에 대하여」, 『國語學』 96,  

     국어학회, 2020.12.

   ·김 , 「방언의 분포와 변화에 대한 문화적 연구 방법 모색-문화방언학(Cultural Dialectolog)  

     설정을 위한 시론」, 『영남학』 75, 영남문화연구원, 2020.12.

   ·김 , 「신채호의 서찰로 알려진 한시의 진위 고증」, 『국어국문학』 192, 국어국문학회,     

     2020.09.

   ·김  외, 「형태 분석을 위한 메신저 텍스트 처리 방안」, 『텍스트언어학』 49,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020.12.

   ·김 , 「자연언어처리에서 윤리적 문제와 해결 방안-연령 및 지역 편향성 극복의 출발점으로서  

     방언자료 수집」, 『연구방법논총』 6-1,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 2021.03.

   ·남 , 「Overcoming issues in frequency-based extraction and lexicographic lnclusion of Korean    

     neologisms: A triangulation approach」, 『Lexicography: Journal of ASIALEX』 8(1), ASIALEX, 2021.06.

   ·남  외, 『신어: 2020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새로운 언어』, 한국문화사, 2021.04.

   ·백 , 『국어음운사와 어휘사 연구』, 도서출판 역락, 2021.01. 

   ·정 , 「학가재 이주의 사상경향과 일상으로서의 문학」, 『대동한문학』 65, 대동한문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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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

   ·최 , 「<시골여자 셜은사졍>에 나타난 ‘서러움’의 동인과 작품의 시대적 의미」, 『석당논총』  

     78, 석당학술원, 2020.11. 

   ·최 , 「<몽유가>의 작가 및 기록 방식과 몽유의 역할」, 『한국시가연구』 53, 한국시가학회,  

     2021.05.  

  - 교육연구단의 학문적 수월성을 대표하는 연구업적물

   ·백 , 『한글생활사 연구』, 도서출판 역락, 2021.06. 

   ·김 , 『선금술의 방법론-신채호의 문학을 넘어』, 소명출판, 2020.12. 

   ·정 , 「임란 이후 영남 지식인의 사상적 동향과 감성의 유형」, 『영남학』 75, 영남문화연구원,  

     2020.12. 

2. 산업·사회에 대한 기여도

  - 본 교육연구단은 “지역 사회, 산업 및 사회 변화, 세계화”에 집중하여 연구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산업·사회 및 지역 문제 해결에 기여

   ·지역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민족지 연구: 4건

   ·산업 및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한국어문학 자료 구축 및 처리·응용 시스템 연구: 5건

   ·세계화에 대응하는 지역 문화어문학 및 한국어문학 연구: 2건

  - 교육연구단 연구 성과의 대중적 확산을 통한 산업·사회 기여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유관기관과의 공동연구

   ·신문 칼럼 연재 

   ·인문학 강좌 기획 및 강연 활동

   ·교양저서 출간

3. 참여교수 연구의 국제화 실적 

  - 본 교육연구단 참여교수들은 국제적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한국어문학의 세계화를 위해 다양한 

국제적 학술활동에 참여

   ·해외 강연 및 특강

   ·국제학회 위원회 활동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국제학술대회 발표

  - 본 교육연구단 참여교수인 남  교수 국제 공동연구 수행

   ·싱가포르, 일본, 중국의 공동 연구자 3인과 The Bloomsbury Handbook of Lexicography Vol 2. 북챕터,  

    “Aspects of Multiword Expressions in Asian Lexicography”(Bloomsbury Publishing plc) 공동 집필 중

   ·스페인 Pompeu Fabra 대학 F  J  교수와 한국어/스페인어 코로나 신어 비교 연구 진행 중  

  - 외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연구자 교류

   ·남 , 김  교수: 미국 뉴욕주립대학 버펄로 캠퍼스 아시아학의 W  N. H , M          

     N  교수 및 한국어학의 E  L 와 H  Kim 교수와 온라인 공동강의 및 공동연구를 위한  

     온라인 회의

   ·김  교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국제대학교의 왕  교수와 우수 외국인 대학원생의 진학   

     관련 논의

   ·정  교수: 중국 하북대학 문학원 강  교수와 교육 및 연구의 협력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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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여교수 연구역량 

 1.1 연구비 수주 실적 

항 목

수주액(천원) 

3년간(2017.1.1.-2019.12.31.) 실적

(선정평가 보고서 작성내용)

최근 1년간(2020.9.1.~2021.8.31.) 

실적
비고

정부 연구비 수주 총 
입금액

2,323,318 1,004,783

산업체(국내) 연구비 
수주 총 입금액 

0 24,609

해외기관 연구비 수주 
총 (환산) 입금액

0 0

1인당 총 연구비 
수주액

331,902 147,056

참여교수 수 7 7

<표 3-1> 최근 1년간(2020.9.1.-2021.8.31.) 참여교수 1인당 정부, 산업체, 해외기관 등 연구비 수주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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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간(2020.9.1.-2021.8.31.) 참여교수 연구비 수주 실적 내역>

산정

기간

연

번

주관

부처
연구과제명

연구

책임자

참여

교수

연구기간

(YYYYMMDD) 연구

형태

총 연구비 

중 입금액

(천원)

참여교수 

지분

(%)

참여교수 

지분액

(천원)

연구비

입금일

(YYYY

MMDD)
시작일 종료일

2020.9.1.~
2021.8.31.

1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 우리말 가꿈이 운영 지원 

사업(대구광역시)
김 김 20200401 20201231 단독 8,917 100 8,917

20200915,
20200921,
20201014,
20201110,
20201116,
20201210,
20201214,
20201221,
20201230,
20210114

2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 국어문화원 지원 

사업(경북대 한국어문화원)
김 김 20200301 20201231 단독 19,446 100 19,446

20200904,
20200915,
20200923,
20201110,
20201116,
20201210,
20201214,
20201221,
20201223,
20201230,
20210114

3 대구광역시 지역 국어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 김 김 20201001 20201231 단독 7,000 100 7,000 20200924

4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어 방언 AI 데이터 남 김 20200917 20210228 공동 150,000 20 30,000

20200929,
20201231

5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국어문화원 지원 

사업(경북대 한국어문화원)
김 김 20210301 20211231 단독 5,110 100 5,110

20210610,
20210615,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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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우리말 가꿈이 운영 지원 

사업(대구광역시)
김 김 20210401 20211231 단독 2,535 100 2,535

20210514,
20210517,
20210602,
20210615,
20210708,
20210714

7 한국연구재단
일제 강점기 중국 지역에서 형성된 

한국문학 연구
김 김 20210701 20220630 단독 23,205 100 23,205 20210624

8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어 방언 AI 데이터 남 김 20200917 20210228 공동 150,000 20 30,000

20200929,
20201231

9 네이버 주식회사 한국어 일상 표현 사전 구축 계획 남 김 20201201 20211031 공동 65,625 12.5 8,203 20210302

10 한국연구재단
개체명 주석 말뭉치를 활용한 

한국어 환유 연구
김 김 20210501 20220430 단독 25,784 100 25,784 20210514

11
한국지능정보
사회진흥원

주제별 음성 데이터 남 김 20210601 20211231 공동 40,000 25 10,000 20210709

12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어 방언 AI 데이터 남 남 20200917 20210228 공동 150,000 40 60,000

20200929,
20201231

13 네이버 주식회사 한국어 일상 표현 사전 구축 계획 남 남 20201201 20211031 공동 65,625 25 16,406 20210302

14
(재)한국학중앙

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항목명 및 

정의문 정제 사업
남 남 20210531 20211130 공동 35,500 40 14,200 20210610

15 한국연구재단
동아시아 기록문화의 원류와 지적 

네트워크 연구
윤 남 20210501 20220430 공동 1,250,489 8.3 103,790 20210623

16 국립국어원
2021년 맞춤법 교정 말뭉치 연구 

분석
남 남 20210621 20211121 단독 56,000 100 56,000 20210629

17
한국지능정보
사회진흥원

주제별 음성 데이터 남 남 20210601 20211231 공동 40,000 50 20,000 20210709

18 한국연구재단
훈민정음의 문화중층론 : 관점의 

전환과 새로운 해석
백 백 20210501 20220430 단독 38,676 100 38,676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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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한국연구재단
동아시아 기록문화의 원류와 지적 

네트워크 연구
윤 백 20210501 20220430 공동 1,250,489 8.3 103,790 20210623

20
(재)한국국학

진흥원
삼국유사 디지털 역주사업 연구 

용역
정 정 20200401 20201130 공동 47,900 33.3 15,950 20201211

21
(재)한국학중앙

연구원
「디지털성주문화대전」기초조사연구 

및 원고 집필 사업
이 정 20200903 20210930 공동 108,000 12.5 13,500

20200917,
20210325

22 사천시청
龜巖學 資料 및 연구 총서 발간 

용역(5차년도)
정 정 20210101 20211231 공동 140,000 66.7 93,380

20210202,
20210708

23 경상북도 군위군 삼국유사 군위본(역주)제작 사업 정 정 20210301 20211231 단독 260,000 100 260,000 20210310

24 경상북도
경북 주요종가 영상물 및 소개책자 

제작(12차년도)
정 정 20210501 20220430 공동 100,000 50 50,000 20210504

25
(재)한국학중앙

연구원
「디지털성주문화대전」기초조사연구 

및 원고 집필 사업
이 최 20200903 20210930 공동 108,000 12.5 13,500

20200917,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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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업적물

➀ 참여교수 연구업적물의 우수성

계획

1. 교육연구단 4단계 학술 및 연구 활동 계획 수립

  - 교육연구단 연구 비전과 연동되는 4단계 학술 및 연구 활동 계획 수립

 

  ◇ 본 교육연구단의 학술 및 연구 활동 계획과 연구비전

실적

1. 본 교육연구단의 최근 1년 간 참여교수 연구업적물

  : 논문 18편, 저서 12편, 총 30편

  ◇ 최근 1년 간 참여교수 논문 실적

  - 김 , 「국가 언어 자원 축적 성과와 통합 정보 활용 서비스 구축에 대하여」,『國語學』  

    96, 국어학회, 2020.12.

  - 김 , 「방언의 분포와 변화에 대한 문화적 연구 방법 모색-문화방언학(Cultural Dialectology)  

    설정을 위한 시론」, 『영남학』 75, 영남문화연구원, 2020.12.

  - 김 , 「신채호의 서찰로 알려진 한시의 진위 고증」, 『국어국문학』 192, 국어국문학회,

    2020.09.

  - 김 , 「신채호 유묵으로 알려진 서예 작품의 진위 여부 고증」, 『한국근현대사연구』94,   

    한국근현대사학회, 2020.09.

  - 김  외, 「형태 분석을 위한 메신저 텍스트 처리 방안」, 『텍스트언어학』 49, 한국텍스  

    트언어학회, 2020.12.

  - 김 , 「자연언어처리에서 윤리적 문제와 해결 방안-연령 및 지역 편향성 극복의 출발점  

    으로서 방언자료 수집」, 『연구방법논총』 6-1,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 2021.03.

  - 김 , 「언어, 철학 그리고 지시의 계보학-Barbara Abbott(2010), Reference」, 『언어사실  

    과 관점』 53, 언어정보연구원, 2021.05.

  - 남  외, 「UGC 표준형 말뭉치 구축을 위한 말뭉치언어학적 연구-유튜브 댓글을 중심으로」,  

   『한말연구』 57, 한말연구학회, 2020.09.

  - 남  외, 「코로나-19 신어의 수집과 사용 양상 연구-주제 특정적 신어의 수집과 사용에  

    대한 고찰」, 『한국사전학』 36, 한국사전학회, 2020.11.

  - 남  외, 「인공지능 시대의 언어학 이론의 기반, Firth(1957)의 이론과 21세기 언어학의 창조  

    적 수용 양상」, 『동서인문』 15, 인문학술원, 2021.04.

  - 남 , 「Overcoming issues in frequency-based extraction and lexicographic lnclusion of   

    Korean neologisms: A triangulation approach」, 『Lexicography: Journal of ASIALEX』8(1),     

    ASIALEX, 2021.06.



- 44 -

  - 정 , 「임란 이후 영남 지식인의 사상적 동향과 감성의 유형」, 『영남학』 75, 영남문화  

    연구원, 2020.12.

  - 정 , 「학가재 이주의 사상경향과 일상으로서의 문학」, 『대동한문학』 65, 대동한문학회,  

    2020.12.

  - 정 , 「東亞宗家文明與齊氏家祀」, 『齊家』, 中國河北大學出版社, 2021.02.

  - 최 , 「<시골여자 셜은사졍>에 나타난 ‘서러움’의 동인과 작품의 시대적 의미」, 

   『석당논총』 78, 석당학술원, 2020.11. 

  - 최 , 「김우모와 <눈물 뿌린 이별가>」, 『안동학』 19, 한국국학진흥원, 2020.12. 

  - 최 , 「마을공동체의 아리랑 전승과의미화 양상-문경 하초리를 대상으로」, 『한국민요학』  

    61-1, 한국민요학회, 2021.04. 

  - 최 , 「<몽유가>의 작가 및 기록 방식과 몽유의 역할」, 『한국시가연구』 53, 한국시가  

    학회, 2021.05. 

  ◇ 최근 1년 간 참여교수 저서 실적

  - 김 , 김  외, 『말모이: 다시 쓰는 우리말 사전』, 시공사, 2021.02.

  - 김 , 『선금술의 방법론-신채호의 문학을 넘어』, 소명출판, 2020.12. 

  - 남 , 김  외, 『(외국인을 위한) 사전에 없는 진짜 한국어 1』, 한국문화사, 2020.12.

  - 남 , 김  외, 『(외국인을 위한) 사전에 없는 진짜 한국어 2』, 한국문화사, 2021.05.

  - 남  외, 『신어: 2020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새로운 언어』, 한국문화사, 2021.04. 

  - 백  외, 『주찬방주해』, 글누림출판사, 2020.11. 

  - 백 , 『국어음운사와 어휘사 연구』, 도서출판 역락, 2021.01. 

  - 백 , 『한글생활사 연구』, 도서출판 역락, 2021.06. 

  - 백 , 『한국어에 힘 더하기』, 도서출판 역락, 2021.08. 

  - 정  외, 『시민의 인성. 3. 조화로운 삶을 위하여』, 부산대학교 출판문화원, 2020.11.

  - 정 , 『후산졸언 시문선집』, 지식을만드는지식, 2020.12. 

  - 최  외, 『작가로 읽는 고전시가』, 보고사, 2021.08.

2. 4단계 학술 및 연구 활동 계획에 따른 연구실적

  - 최근 1년 간 참여교수의 연구업적물을 교육연구단의 4단계 학술 및 연구 활동 계획에서 

제시한 주제별로 분류하면, “지역 문화어문학 연구의 심화와 확장”(3편), “지역 문제 탐색

으로서 어문학 연구”(5편), “산업 구조 변화의 대응으로서 어문학 연구”(7편), “세계화의 

대응으로서 어문학 연구”(3편)에 해당하는 연구실적은 총 18편

  - 전체 연구실적 30편 중 60%(18편)의 실적이 본 교육연구단의 주요 아젠다에 기반한 연구

  ◇ <지역 문화어문학 연구의 심화와 확장> 관련 연구실적

  - 김 , 「방언의 분포와 변화에 대한 문화적 연구 방법 모색-문화방언학(Cultural Dialectology)  

    설정을 위한 시론」, 『영남학』 75, 영남문화연구원, 2020.12.

  - 백 , 『한글생활사 연구』, 도서출판 역락, 2021.06. 

  - 정 , 「東亞宗家文明與齊氏家祀」, 『齊家』, 中國河北大學出版社, 2021.02.

  ◇ <지역 문제 탐색으로서 어문학 연구> 관련 연구실적

  - 김 , 김  외, 『말모이: 다시 쓰는 우리말 사전』, 시공사,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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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 「임란 이후 영남 지식인의 사상적 동향과 감성의 유형」, 『영남학』 75, 영남문화  

    연구원, 2020.12.

  - 정 , 「학가재 이주의 사상경향과 일상으로서의 문학」, 『대동한문학』 65, 대동한문학회,  

    2020.12.

  - 최 , 「마을공동체의 아리랑 전승과의미화 양상-문경 하초리를 대상으로」, 『한국민요학』  

    61-1, 한국민요학회, 2021.04.

  - 최 , 「김우모와 <눈물 뿌린 이별가>」, 『안동학』 19, 한국국학진흥원, 2020.12.  

  ◇ <산업 구조 변화의 대응으로서 어문학 연구> 관련 연구실적

  - 김 , 「국가 언어 자원 축적 성과와 통합 정보 활용 서비스 구축에 대하여」, 『國語學』  

    96, 국어학회, 2020.12.

  - 김  외, 「형태 분석을 위한 메신저 텍스트 처리 방안」, 『텍스트언어학』 49, 한국텍스트  

    언어학회, 2020.12.

  - 김 , 「자연언어처리에서 윤리적 문제와 해결 방안-연령 및 지역 편향성 극복의 출발  

    점으로서 방언자료 수집」, 『연구방법논총』 6-1,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 2021.03.

  - 남  외, 「UGC 표준형 말뭉치 구축을 위한 말뭉치언어학적 연구-유튜브 댓글을 중심      

     으로」, 『한말연구』 57, 한말연구학회, 2020.09.

  - 남  외, 「코로나-19 신어의 수집과 사용 양상 연구-주제 특정적 신어의 수집과 사용에  

    대한 고찰」, 『한국사전학』 36, 한국사전학회, 2020.11.

  - 남  외, 「인공지능 시대의 언어학 이론의 기반, Firth(1957)의 이론과 21세기 언어학의  

    창조적 수용 양상」, 『동서인문』 15, 인문학술원, 2021.04.

  - 남  외, 『신어: 2020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새로운 언어』, 한국문화사, 2021.04. 

  ◇ <세계화의 대응으로서 어문학 연구> 관련 연구실적

  - 남 , 「Overcoming issues in frequency-based extraction and lexicographic lnclusion   

    of Korean neologisms: A triangulation approach」, 『Lexicography: Journal of ASIALEX』  

    8(1),  ASIALEX, 2021.06.

  - 남 , 김  외, 『(외국인을 위한) 사전에 없는 진짜 한국어 1』, 한국문화사, 2020.12.

  - 남 , 김  외, 『(외국인을 위한) 사전에 없는 진짜 한국어 2』, 한국문화사, 2021.05.

3. 본 교육연구단의 최근 1년 간 참여교수 대표연구실적

  최근 1년 간 참여교수의 연구업적물 중 대표연구실적을 아래와 같이 선정하였다. 본 교육연

구단 참여교수 대표연구실적이 지닌 우수성은 다음과 같다.

  - 김 , 「국가 언어 자원 축적 성과와 통합 정보 활용 서비스 구축에 대하여」, 『國語學』  

96, 국어학회, 2020.12.

  이 논문은 21세기 세종계획으로 이루어진 국가 언어 자원 수집 성과를 정리하고, 이를 활용

하기 위한 통합 언어 정보 활용 서비스 구축 중장기 계획 및 그 추진 과정을 살펴본 연구이

다. 나아가 구축된 대표적인 결과인 말뭉치 활용 서비스와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서비스

의 성과를 분석하여 남은 과제와 해결 방안을 제안하였다. 국가 언어 자원의 축적과 활용의 

의의가 어디에 있고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는 문제는 향후 관련 사업의 계속 추진을 위한 당

위성을 확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데, 이 연구는 그러한 당위성을 적절히 뒷받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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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AI 자연어 데이터 구축 분야에 있어 이 논문에서 정리하고 분석한 과거 국가 언어 

자원의 축적과 활용을 위한 통합 서비스 구축이 적절한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이는 본 교육연

구단의 4단계 학술 및 연구 활동 계획 중 하나인 “산업 구조 변화의 대응으로서 어문학 연

구”에 적극적으로 부합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김 , 「방언의 분포와 변화에 대한 문화적 연구 방법 모색-문화방언학(Cultural Dialectology)

설정을 위한 시론」, 『영남학』 75, 영남문화연구원, 2020.12.

  이 논문은 방언학 연구 분야에서 문화방언학(Cultural Dialectology)이란 확장적이고 통섭학

문적인 연구 분야의 설정을 시도한 연구이다. 이 분야는 방언의 분포나 변화에 대해 언어심리

학적인 관점이나 문화인류학적 전제를 근거로 하여 분석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으며 즉, 전통

적 기층 문화권이나 지역민의 문화적 판단(문화 의식, 문화 지각, 문화 직관)을 근거로 하여 

방언 분포나 변화의 양상을 분석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 분야는 사회방언학의 양적 연

구 방법과 아울러 문화론의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는 분야로, 기존의 방언학 연구에서 방언

의식과 표준어화 및 신방언 분석이나 더욱 확장된 기층문화권과의 대조 분석과 방언 분포와 

변화의 문화적 접촉 과정 분석 등이 세부 연구 분야로 설정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방언학 연구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며, 문화어문학 연구의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문화어문학 이론의 재정립과 심화라는 본 교육연구단의 연구 

비전 실현에 기여한다. 

  - 김 , 「신채호의 서찰로 알려진 한시의 진위 고증」, 『국어국문학』 192, 국어국문학회, 

2020.09.

  이 논문은 교육연구단의 목표인 ‘전문성을 지향하는 문화어문학 연구’라는 목표에 부응

하여 독립기념관에 소장 중인 서찰(한시)인 오언배율이 신채호의 것으로 규정되고 있으나 신

채호의 연보가 정확했다면 이 한시의 내용이 신채호의 다른 작품들과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신채호작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논자는 전문적인 비교검증을 통해 진위를 확인하는 

진위변증(眞僞辨證)의 과정에서 한시의 내용, 형식, 서체의 부분에 대해 깊이 분석하여 신채호

작 여부를 검증하였다. 예컨대 한시의 내용에 나타난 대고모라는 친척, 수신제가의 사상 부분

은 사실상 애국사상이 더 농후한 혁명가인 신채호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인식이라고 논자는 

주장하였다. 그리고 한시의 형식은 신채호가 위주로 사용했던 7언시, 증시의 형식과 거리가 

있다. 논자는 이러한 검증을 통해 오언배울이 신채호작이 아님을 고증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서 선금술 방법론의 관점에서 보면 그 한시는 신채호의 이름을 내건 가짜의 것일 뿐이다. 

독립기념관은 국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공간이다. 국가의 보물을 소장하는 데 있어서 전문

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사실의 명확한 검증 없이 독립운동가의 위작을 전시하고 홍보한

다면 민족정신의 훼손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교육과 전시 양 측면 모두에서 결격사

유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논자는 해당 작품에 대한 정밀한 검증과 제대로 된 토론을 기대

하고 있다. 본 논문은 특정 작품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비교검증을 통해 작자를 변증하고 있

으므로 문화어문학 자산에 대한 새로운 접근, 학술과 현장 역량을 갖춘 한국어문학 전문 인력

을 양성하는 본 교육연구단의 비전과 부합하기에 모범적인 연구 사례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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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외, 「형태 분석을 위한 메신저 텍스트 처리 방안」, 『텍스트언어학』 49, 한국텍스트  

언어학회, 2020.12.

  이 논문은 비표준적 텍스트를 표준화하여 UGC의 형태 분석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론을 제

시하고 이와 같은 방법론을 통하여 기존의 자연언어처리 도구의 효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음

을 보인 연구이다. 우선 UGC 가운데에 카카오톡 메신저의 텍스트를 수집하고 이들 텍스트에

서 나타나는 UGC의 특성들의 유형을 수집하고 분류하였다. 그 다음 수집된 메신저 텍스트에 

해당하는 표준형 대응쌍 말뭉치를 구축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표준형 대응쌍 말

뭉치를 구축하였다. 마지막으로 형태소 분석기 유태거(Utagger)를 사용하여 메신저 텍스트와 

표준형 대응쌍 말뭉치의 오류율 차이를 통해 성능 향상의 정도를 분석하였다. 이 논문은 한국

어 자연언어처리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는 UGC 분석 도구 개발에 기여한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또한 사회 변화에 따른 인문학 연구의 방향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본 교육

연구단의 4단계 학술 및 연구 활동 계획에 적극적으로 부합하는 연구이다. 

  - 김 , 「자연언어처리에서 윤리적 문제와 해결 방안-연령 및 지역 편향성 극복의 출발점  

으로서 방언자료 수집」, 『연구방법논총』 6-1,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 2021.03.

  이 논문은 자연언어처리 분야에서 윤리적 문제의 발생 원인과 유형을 살피고 기존의 언어

자료와 차별화되는 언어 데이터 개발을 통해 데이터 편향성을 완화함으로써 윤리적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한 연구이다. 인공지능이 윤리적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은 편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하기 때문이며, 성, 인종, 지역을 포함한 데이터의 편향성으로부터 인공지능의 

결함이 시작된다고 보았다. 아울러 국가 주도의 데이터 구축 사업인 한국어 방언 AI 데이터 

구축 사업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사업에서 구축하는 음성 데이터는 기존의 음성 데이터에서 

그 절대적인 양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자유발화를 수집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매우 

크며 지역별 연령별 화자에 대한 분포를 고려하여 수집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데이터에서 

나타난 배제에 기인한 편향성을 완화할 가능성을 제공함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4차 산

업혁명 주도기술인 AI 기술 개발의 윤리적 문제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산업 

구조 변화의 대응으로서 어문학 연구의 의의를 드러낸다.

  - 남 , 「Overcoming issues in frequency-based extraction and lexicographic lnclusion 

of  Korean neologisms: A triangulation approach」, 『Lexicography: Journal of ASIALEX』 

8(1),   ASIALEX, 2021.06.

  이 논문은 SCOPUS 등재 국제전문학술지인 Lexicography에 게재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

의 한국어 신어 수집에 적용되어 온 ‘대중매체 빈도 3회 이상’이라는 빈도 기준에 대한 몇 

가지 쟁점, 즉 빈도 계수의 단위 및 대상, 웹 장르의 다양성과 동적 속성 등을 논의하고 이 

쟁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언어학 연구와 신어 연구에서 논의되

어 온 ‘빈도’의 지위 변화를 살펴보고, 빈도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접근법인 user-based 

approach(Egbert & Baker, 2019), subjective frequency(Freixa & Torner, 2019) 등을 기반으로 

신어의 수집에 있어서 빈도, 사용자, 사전학자를 모두 고려하는 triangulational approach를 제

시했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말뭉치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의 결과인 ‘빈도’, 이를 종합적으

로 해석하는 역할을 하는 ‘사전학자’, 그리고 모국어 화자의 직관을 반영할 수 있게 하는 

‘사용자’를 모두 고려하는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점, 그리고 이를 통해 구 단위 신어 및 의

미적 신어의 식별 및 그 사전학적 기술에 대해 논의했다는 점 등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교육연구단의 연구 목표 중 하나인 한국어문학의 외적 확장과 국제성 확보에 기여하는 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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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연구이다.

  - 남  외, 『신어: 2020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새로운 언어』, 한국문화사, 2021.04.

  이 책은 대중 매체에 등장하는 2020년도 신어 전반을 수집하고, 이들의 형태·의미적 양상

을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해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년 사이에 대중 매체에서 처음

으로 등장하여 사용된 어휘를 수집하고, 일정한 기준을 통해 2020 신어 목록을 작성하고 이들

을 사전 형식으로 기술하였다. 또한 이 책에서는 1994년부터 2019년까지 국립국어원 신어 조

사 사업의 연속선상에서 2020년 한국어 신어를 수집하되, 2020년의 역사적인 사건 ‘코로나

19’ 신어를 별도로 수집, 분석함으로써 한국어 신어 자원의 역사적 가치와 분석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 책은 신어 연구를 수행해 온 국어학자뿐 아니라 언어를 통해 사회ㆍ문화 

현상을 연구하고자 하는 연구자나 코로나 시국의 언어를 살펴보고자 하는 대중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최근 세계 사전학회에서는 ‘신어와 사전’, ‘코로나 신어’ 등이 주

요 기획 주제로 논의되고 있는데, 이 책의 결과물은 범언어적 맥락에서의 한국어 신어 연구, 

코로나 신어의 비교 연구 등에도 주요한 자원으로 활용될 것이다. 이는 본 교육연구단 연구 

성과의 대중적 확산 및 지역과 세계를 아우르는 문화어문학 연구의 외적 확장에 기여한다. 

  - 백 , 『국어음운사와 어휘사 연구』, 도서출판 역락, 2021.01. 

  이 책은 저자가 연구해 온 음운사와 어휘사에 관한 논문들과 연구 방향의 탐색에 대한 논

문을 묶은 것이다. 1부에는 음운사에 관한 논문들로 구성되는데 “‘ 오 으 우’의 대립 관

계와 원순모음화”, “원순모음화 ㆍ>ㅗ형의 분포와 통시성”, “구축(口蹙)과 원순모음화”와 

같이 원순모음화에 관한 논문 세 편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중모음 ‘ ᆢ’의 통시적 변화

와 한국어의 방언 분화”, “「현풍곽씨언간」의 음운사적 연구”, “『두시언해』(杜詩諺解) 

초간본과 중간본의 통시음운론적 비교”, “강희 39년 남해 영장사판 『유합』과 『천자문』

의 음운 변화”, “19세기 국어의 음운사적 고찰 – 모음론”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다. 2부는 

어휘사에 관한 논문 다섯 편으로 구성된다. 논문의 목록은 “『석보상절』과 『월인석보』의 

한자 석(釋) 연구”, “『조선관역어』의 미해독어‘則卜論荅’(寅時) 고찰”, “『음식디미

방』의 ‘맛질방문’ 재론”, “‘김치’의 어원 연구”, “전통 음식조리서에 나타난 한국어 

음식맛 표현의 연구”와 같다. 3부의 “국어사 연구의 새로운 방향 설정을 위하여”는 국어학

회의 특강 원고로, 국어사 연구 방향의 탐색에 대한 논문이다. 이 저서는 국어사 연구와 옛 

한글문헌의 어휘를 살피는 연구자들에게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연구 성과의 집성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 정 , 「학가재 이주의 사상경향과 일상으로서의 문학」, 『대동한문학』 65, 대동한문학회, 

2020.12.

  이 논문은 李가 남긴 자료적 성격이 어떠한가에서 출발하여, 성학과정과 사상경향, 문학

관과 그 작품에 나타난 일상의 형상, 이주 문학의 형식적 특징 등을 두루 살핀 것이다. 이 과

정에서 우리는 학계에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매우 중요한 작가를 새롭게 발굴하게 되었다. 

이주는 장현광과 정구에게 일정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주자학적 우주론은 張顯光을 

통해서, 향촌사회의 질서는 鄭逑를 통해서 학습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상적 측면에서는 개

방되어 있었다. 즉 이주는 성리학적 우주론을 유지하면서도 도불에 매우 개방적이었으며, 특

히 불경을 용사하면서 매우 자유로운 상상력을 구사하였다. 이주의 사상적 개방성은 문학적인 

방면에 특별한 기량을 발휘할 수 있게 했다. 이는 그의 문학이 古拙의 미를 추구한다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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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되고 화려한 富贍의 미를 지닐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그가 문예에 매우 많은 노력

을 기울인 것도 바로 이러한 문학관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험정신에 입각한 이주의 문

학은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뚜렷한 특징을 발휘하였다. 경험한 사실을 사실적으로 나타내고자 

한 장시, 정밀하게 사물을 관찰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작품화한 연작시, 다양한 형태의 잡체

시가 그것이다. 이주 문학에 나타난 이러한 실험정신은 근체시가 가진 획일성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스스로의 욕망에 의한 것이라 하겠다. 이주 문학의 창의성은 바로 여기에 근거하고 

있었던 것이다.

  - 최 , 「<시골여자 셜은사졍>에 나타난 ‘서러움’의 동인과 작품의 시대적 의미」, 『석

당논총』 78, 석당학술원, 2020.11. 

  이 논문은 <시골여자 셜은사졍>에 나타난 서러움이라는 감정을 주목하여 그 원인과 경과를 

살피고, 서러움이라는 감정과 관련하여 작품이 지닌 의미를 고찰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일반

적으로 구여성은 전통적인 가족 관계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그 존재감

을 인정받아 왔다. 남편의 부재가 원망과 한스러운 상황으로 그려지기는 하였으나 그럴수록 

가정 내에서의 역할과 ‘말없음’의 미덕으로 자신의 위치를 고수할 수 있었다. 그런데 <시골

여자 셜은사졍>에는 이러한 기존의 양상과 다소 차별적인 구여성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특히 

서러움이라는 감정 언어를 통해 그들 스스로의 정체성을 직접 말하고 있다. 작품에 나타난 서

러움은 화자인 구여성이 남편과의 관계를 근대적 의미의 사랑을 바탕으로 설정한 데에서 출

발한다. 근대적 의미의 사랑이란 상대를 정신적 교류의 대상이자 자신의 불완전한 부분을 완

전하게 해주는 대상으로 상정하고, 그와의 유대를 통해 궁극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상황에 있었으므로 남편의 부재와 이혼통보는 바로 자기 존재의 부정이

자 사회적 권리의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작품에 나타난 서러움이라는 감정은 근

대적 의미의 사랑, 사회 내의 자기 존재 확인과 인정이라는 당대 사회적 상황과 밀접히 관련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시골여자 셜은사졍>은 구여성 스스로 자신들이 처한 

사회적 정체성을 서러움으로 전면화하고, 사회 전체에 이 문제를 공유하고 공론화하는 텍스트

로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시골여자 셜은사졍>의 지속적인 필사와 향유는 미처 자신의 상

황을 알아차리지 못한 구여성들에게도 스스로의 존재감을 확인하도록 하고, 함께 연대하도록 

만든 인정투쟁의 행위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 최 , 「<몽유가>의 작가 및 기록 방식과 몽유의 역할」, 『한국시가연구』 53, 한국시가

학회, 2021.05. 

  이 논문은 <몽유가>(1926)의 작가 및 작품 기록 방식을 살피고, ‘몽유(夢遊)’라는 시적 장

치의 역할과 의미를 구명한 글이다.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몽유가>의 

작가 문제이다. <몽유가>의 작가인 김홍기는 봉화 지역에 살던 안동 김씨 문중의 인물이며, 

문필활동으로 지역에 널리 알려진 전통적 지식인이다. 그의 작품을 모은 『낙좌초고』에 지역

인들의 행장과 만시가 다수 남아 있다는 것은 그가 문필활동으로 지역에서 꽤 유명한 인물이

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둘째, 작품 기록 방식이다. <몽유가>는 한 면을 삼단으로 나누어 작품

을 기록하고 있는데, 맨 위에 작품 관련 주석이 기록되어 있다. 주석은 작품과 관련한 인물과 

지명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기도 하고, 작가의 소회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기도 한다. 주석 자

체만으로도 인물, 지명, 역사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주석 처

리의 방식은 가사 작품 수록에서는 매우 드문 일이며, 일반적인 한문 서적에서도 흔하지 않은 

사례이다. 아울러 <몽유가>의 본문은 국한문혼용으로 표기되어 있고, 한자 옆에 한글이 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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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주석 처리 방식이나 가사의 내용을 보더라도 작품을 쓴 사람은 한문에 더욱 익숙

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한글을 병서한 이유는 한문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도 <몽유가>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특별히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가사 음영을 보다 용이하도록 한 것이라 

볼 수도 있다. 셋째, <몽유가>는 전대 몽유가사의 전통을 잇고 있는 작품이면서, 몽유라는 시

적 장치는 전대와 차별적인 역할과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옥경몽유가>나 <길몽가>의 경우 

‘몽유’는 꿈속에서 개인적 욕망을 성취하거나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데 기여하고 있었

다. 그런데 <몽유가>에서는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인물을 만남으로써 무상감을 확인하거나, 

집단 기억으로서 역사적 사실을 호출함으로써,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대의명분과 의리의 추구가 그것이다. 이는 일면 수구적인 태도로 여겨질 수도 있으나 일제강

점기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충군에서 애국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상의 연구는 <몽유가>에 관한 본격적인 작품론으로서 의미를 지니면서, 몽유가사의 

양식적 의의와 후대적 변모를 살피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일제강점기 향촌지식인의 시

대에 대한 응전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지닐 것이다.

향후 
추진계획

  본 교육연구단은 1차년도 참여교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4단계 학술 및 연구 활

동 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은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교육연구단의 연구 비전 및 목표를 달성하

고자 한다.  

1. 지역 문화어문학 연구의 심화와 확장

  - 문화어문학 이론의 재정립을 통한 지역 문화어문학의 심화 

  - 어문학 자산의 질서화 및 학제 간 연구방법론 개발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문화어

문학 연구

  - 비교지역학적 연구를 통한 지역 문화어문학의 국내외적 확장

  - 한국 내 지역어문학의 비교지역학적 연구 및 세계 속의 지역으로서 한국어문학 연구 

2. 지역 문제 탐색으로서 어문학 연구

  - 지방 소멸에 대비한 지역 언어와 문화의 기록 및 보존

  - 생애구술사 기록, 지역 방언의 변화 양상 추적 등의 연구

  - 귀촌 및 이주 인구의 유입에 의한 지역문화 변화 및 그에 따른 어문학적 연구

  - 지역 기관(지역 문화원, 관련 연구소, 문화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3. 산업 구조 변화의 대응으로서 어문학 연구

  -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인문학적 수요 감소, 인문학 연구의 방향성 모색 필요

  - 사회 변화에 따른 신어 및 말뭉치 연구, 언어문화 기반 산업의 다변화에 대응

  - 인접 분야와의 협업 연구 및 지역 기업(빅데이터 업체 ㈜ 더아이엠씨 등)과의 산학연계 연구

  - 문학/언어 연구방법론 개발을 통해 인문학 소멸의 사회문제 해결 모색

4. 세계화의 대응으로서 어문학 연구

  - 세계 문화자원으로서 한국어문학 연구

  - 다국적 자원으로서 한국어 자원 구축과 활용 연구

  - 한국 고전 및 명저 번역 사업을 통한 지역어문학 연구 성과의 전파

  - 해외 한국학 및 지역학 연구자들과 공동연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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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연구단의 학문적 수월성을 대표하는 연구업적물 (최근 1년(2020.9.1.-2021.8.31.))

연번 대표연구업적물 설명

1

  

  백 , 『한글생활사 연구』, 도서출판 역락, 2021.06. 

  이 저서는 문자로서의 한글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지 그 역사적 과정을 탐구

한 책이다. 한글생활사는 한국인의 어문 생활에서 한글이 어떻게 사용되어 왔고, 그것이 한국

문화의 형성에 어떻게 작용했으며, 한글이 현대 한국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밝히려는 학문이다. 언어 내적 연구에 집중해 온 그동안의 국어사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하되, 

한글 사용 주체와 사용 목적 등 현실의 삶과 관련지어 한글 자료를 보려는 것이 한글생활사이

다. 한글생활사는 필사본 한글 문헌을 중시하며, 종이에 쓴 문헌뿐 아니라 돌, 금속, 도자기, 목

기(木器) 등 다양한 소재에 쓰인 한글 자료를 모두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이런 관점에서 저자

가 쓰는 용어는 ‘한글문화유산’이며, 이것이 한글생활사의 연구 대상이다. 이런 관점에서 옛 

한글 자료를 들여다보면 훨씬 다양하고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과 의미를 캐낼 수 있다. 언어는 

사람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으며, 사용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따라서 언어생활 연구는 

언어 사용자와 사용 환경을 중시해야 한다. 한글생활사 연구는 한글 문헌의 생산자와 향유자 

그리고 언어 및 사용자가 처한 사회적 요소를 언어 요소와 관련지어 고찰함으로써 한국 어문 

연구의 지평을 넓히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연구는 한민족과 한국문화의 정체성의 핵심을 드러

내는 길이며, 미래 한국인의 언어·문자생활을 위한 방향 모색과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가 

된다. ‘한글생활사’라는 서명을 가진 것으로 처음 출판되는 이 책은 한국 어문 연구의 새길

을 열려는 저자의 노력이 결실된 것이다. 무엇보도다 이 책은 ‘한국어문학의 문화론적 접근과 

적용’이라는 본 교육연구단의 아젠다에 부합하는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2

  

  김 , 『선금술의 방법론-신채호의 문학을 넘어』, 소명출판, 2020.12. 

  이 책은 문학연구의 방법론으로서의 선금술과 그것의 실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선금술이

라는 방법은 모래에서 금을 선별해내는 기술이다. 진짜는 가짜들 속에 묻혀 가짜들과 구분하기 

어렵다. 그러나 냉철한 직관과 부단한 노력으로 진짜를 찾아내는 작업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 예컨대 저자는 신채호가 주필로 참여한 황성신문 매체에서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후 황성신문 ‘대동고사’란에 실린 글들을 당시 주필이던 신채호가 상당수 집필했음을 내용, 

문체, 전기 등의 비교 방식을 통해 엄밀히 고증했다. 또한 그동안 알지 못했던 황성신문의 

‘신단공안’이 단재에 의해 집필되었다는 점을 다양한 방식으로 고증했다. 신채호는 국제적으

로 활동한 작가이기도 한데, 이 책에서는 황성신문, 권업신문, 가정잡지 등 기타 매체에 실린 

신채호의 글들을 발굴하고 설명해준다. 또한 그 동안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였던 신채호의 여러 

작품들을 발굴하고, 이를 산출한 사상적 기저를 해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를 지니

고 있다. 더구나 논의의 범위를 중국에 산재한 문학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채호 문

학의 보다 포괄적인 논의의 가능성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행태를 보인 일제 강점

기 제작가의 연구에도 활용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및 중국 등에 산재한 문

화어문학 자산을 모아 정밀하게 검증하여 논의의 새로운 차원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논의의 

폭을 중국으로까지 확장하여 글로벌화한 영역을 다루고 있어 문화어문학 연구의 외적 확장을 

추구하는 본 교육연구단의 연구 방향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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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사회에 대한 기여도

3

  

  정 , 「임란 이후 영남 지식인의 사상적 동향과 감성의 유형」, 『영남학』 75, 영남문화연

구원, 2020.12. 

  이 논문은 문학사상사적 흐름을 인식하면서, 임란 이후 영남 지식인의 사상적 동향과 문학창

작의 근거가 되는 감성과 그 유형을 먼저 살피고, 감성 유형에 따른 작품의 실제를 두루 논의

한 것이다. 이로써 흔히 작가를 둘러싸고 있는 ‘역사적 상황’과 이에 대한 작가의 ‘문학적 

반응’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동시에 임란 이후의 사상사와 문

학사가 맞물리는 지점에서 조선후기의 문학사적 흐름을 새롭게 이해하고자 했다. 문학은 사물

에 대한 감응과 그 형상을 의미한다. 자아와 사물의 교응 관계를 기준으로 할 때, 감성은 ‘이

상’과 ‘현실’, ‘이념’과 ‘실제’라는 두 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상과 이념

이 우세한 도학 감성, 이상과 실제가 우세한 낭만 감성, 실제와 현실이 우세한 생활 감성, 이념

과 현실이 우세한 사회 감성이라는 네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이러한 감성의 유형들이 전

형성을 확보하기도 하나, 고정되어 불변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전란의 와중에 낭만 감성과 생

활 감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도학 감성과 사회 감성이 더욱 강화된다. 그러나 영남의 경우 남

명학파의 거점인 江右지역의 춘추대의정신과 사회 감성, 퇴계학파의 거점인 江左지역의 주리적 

전통과 도학 감성, 한강학파의 거점인 江岸지역의 실용주의적 성향과 생활 감성은 서로 친연성

을 갖는다. 낭만 감성은 인간이 지닌 보편 정서로 고유한 자기 영역을 확보하면서도, 도학과 

사회, 그리고 생활 감성과 무관하게 작품으로 형상화되었다. 본 논문은 지역 문화어문학 자산

이 산출하게 된 철학적 인식의 문제를 지역과 시대를 연관시켜 고찰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어

문학 자산을 새롭게 바라볼 토대를 마련하여 영남의 문학과 문화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단이 지향하고 있는 새로운 연구방법론으로서의 문화어문학에 

가장 부합하는 연구라 할 수 있으며, 문학과 철학, 문화지리학 등에 널리 활용될 수 있는 내용

을 다루고 있어 논의의 확장성 측면에서 더욱 큰 성과를 이루리라 예상된다. 

계획

1. 산업·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본 교육연구단의 연구 방향

  - 지역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민족지 연구

  - 산업 및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한국어문학 자료 구축 및 처리·응용 시스템 연구

  - 세계화에 대응하는 지역 문화어문학 및 한국어문학 연구

2. 교육연구단 연구 성과의 대중적 확산을 통한 산업 사회 기여 계획

  -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유관기관과의 공동연구

  - 신문 칼럼 연재와 연계한 인문교양서 출간

  - 인문학 강좌 기획 및 강연 활동

  - 교양저서 출간

실적

  본 교육연구단은 “지역 사회, 산업 및 사회 변화, 세계화”에 집중하여 연구 방향을 설정

하고 그에 따른 연구를 수행함과 동시에 연구 성과의 대중적 확산을 도모함으로써 산업·사

회 및 지역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구체적인 성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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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본 교육연구단의 연구 방향에 따른 연구 실적

 1) 지역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민족지 연구

  - 김 (연구책임자), <지역 국어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 대구광역시 교부금사업,

    2020.10.01.-2020.12.31. 

  - 정 (연구책임자), <龜巖學 資料 및 연구 총서 발간 용역(5차년도)>, 사천시청 연구용역,

    2021.01.01.-2021.12.31.

  - 정 (연구책임자), <삼국유사 군위본(역주)제작 사업>, 경상북도 군위군 교부금사업,

    2021.03.01.-2021.12.31.

  - 정 (연구책임자), <경북 주요종가 영상물 및 소개책자 제작(12차년도)>, 경상북도 교부금  

    사업, 2021.05.01.-2022.04.30. 

 2) 산업 및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한국어문학 자료 구축 및 처리·응용 시스템 연구

  - 남 (연구책임자)·김 (공동연구원)·김 (공동연구원),  <한국어 방언 AI 데이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2020.09.17.-2021.02.28.

  - 남 (연구책임자)·김 (공동연구원), <한국어 일상 표현 사전 구축 계획>, 네이버 주식  

    회사 산업체연구과제, 2020.12.01.-2021.10.31.

  - 남 (연구책임자)·김 (연구원), <2021년 맞춤법 교정 말뭉치 연구 분석>, 국립국어원

    연구용역, 2021.06.21.-2021.11.21.

  - 정 (연구책임자), <삼국유사 디지털 역주사업 연구 용역>, (재)한국국학진흥원 연구용역,  

    2020.04.01.-2020.11.30.

  - 정 (공동연구원)·최 (공동연구원), <「디지털성주문화대전」기초조사연구 및 원고 집필  

    사업>, (재)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사전편찬, 2020.09.03.-2021.09.30.

 3) 세계화에 대응하는 지역 문화어문학 및 한국어문학 연구

  - 김 (연구책임자), <일제 강점기 중국 지역에서 형성된 한국문학 연구>, 한국연구재단 중견  

    연구자지원, 2021.07.01.-2022.06.30. 

  - 남 (공동연구원)·백 (공동연구원), <동아시아 기록문화의 원류와 지적 네트워크 연구>,  

    한국연구재단 인문한국플러스(HK+)지원, 2021.05.01.-2022.04.30.

2. 교육연구단 연구 성과의 대중적 확산을 통한 산업 사회 기여 실적

 1)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유관기관과의 공동연구

  - 본 교육연구단 참여교수들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사천시청, (재)한국국학진흥원 등 지

방자치단체의 연구지원을 받은 연구를 다수 수행  

  - 김 (연구책임자), <지역 국어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 대구광역시 교부금사업,

    2020.10.01.-2020.12.31. 

  - 정 (연구책임자), <삼국유사 디지털 역주사업 연구 용역>, (재)한국국학진흥원 연구용역,  

    2020.04.01.-2020.11.30.

  - 정 (연구책임자), <龜巖學 資料 및 연구 총서 발간 용역(5차년도)>, 사천시청 연구용역,

    2021.01.01.-2021.12.31.

  - 정 (연구책임자), <삼국유사 군위본(역주)제작 사업>, 경상북도 군위군 교부금사업,

    2021.03.01.-2021.12.31.

  - 정 (연구책임자), <경북 주요종가 영상물 및 소개책자 제작(12차년도)>, 경상북도 교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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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2021.05.01.-2022.04.30. 

 2) 신문 칼럼 연재

  - 지역 일간지 <영남일보>의 오피니언에 “우리말과 한국문학” 정기 기고(2019.5.2.~)

  - “한글 금속활자를 자세히 보다”, “김춘수의 꽃과 존재의 의미”, “가투놀이에 관한 

추억”, “코로나 신어에 나타난 ‘복지’의 의미” 등 주 1회 기고, 현재(2021.8.31.) 121회 

칼럼 게재 중

 3) 인문학 강좌 기획 및 강연 활동

  - 본 교육연구단 참여교수들은 연구성과의 대중적 확산을 위해 다수의 인문학 강좌 기획 

및 강연 활동을 수행

  - 김 , 2020년 이육사 아카데미 강연(이육사와 경주 옥룡암), 경북콘텐츠진흥원,

    2020.10.13.

  - 김 , 경상북도인재개발원 인문학의 재발견(제2기) 강의(우리지역 문인들의 향기를 찾아),  

    경상북도인재개발원, 2021.06.18.

  - 백 , 한글도시 선포식 한글 특강, 울산 중구 문화의 전당, 2021.05.14.

  - 백 , 2021 경북 선비아카데미 강의(한글 편지로 본 조선시대 선비의 삶), 상주문화회관,  

    2021.06.16.

  - 정 , 수성인문학 강연(<삼국유사> 원시와 문명 사이), 대구 범어도서관, 2020.11.04.

  - 정 , 2020 경북선비아카데미 수료식 특강, 칠곡문화원, 2020.12.14.

  - 정 , 2021년 경북도민행복대학 강의(낙동강 유역의 정신사적 전통), 경북도립대학교 청남  

    교육관, 2021.05.20.

  - 정 , 2021년 경북도민행복대학 강의(삼국유사,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담론), 경북도립대학교  

    청남교육관, 2021.05.27.

  - 정 , 강안학으로 영남읽기 강연,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유역본부, 2021.06.22.

  - 정 , 2021 경북 선비아카데미 강의(남명선생의 사상과 문학), 고령문화원, 2021.07.01.

  - 정 , 2021 경북 선비아카데미 강의(<삼국유사>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담론), 성주문화원,  

    2021.07.05.

  - 정 , 2021 경북 선비아카데미 강의(이황과 조식의 문학적 상상력), 성주문화원,

    2021.07.07.

  - 정 , 2021 경북 선비아카데미 강의(낙동강 연안 지역의 정신사적 전통), 성주문화원,

    2021.07.12.

  - 정 , 2021년 경상국립대학교 경남학 프로젝트 강의(설화 속의 남명), 경상국립대학교,

    2021.08.17.

  - 최 , 수성인문학 강연(최치원의 삶과 문학), 대구 범어도서관, 2021.03.31.

 4) 교양저서 출간

  - 김 , 김  외, 『말모이: 다시 쓰는 우리말 사전』, 시공사, 2021.02.

   : 문화 자산으로서의 한국어 보존 및 저서 출간을 통한 연구성과의 대중화에 기여  

  - 남 , 김  외, 『(외국인을 위한) 사전에 없는 진짜 한국어 1』, 한국문화사, 2020.12.

  - 남 , 김  외, 『(외국인을 위한) 사전에 없는 진짜 한국어 2』, 한국문화사, 2021.05.

   : 한류·한국문화에 관심을 가진 외국인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 적응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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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여교수의 연구의 국제화 현황 

 ① 국제적 학술활동 참여 실적 및 현황 

  - 남  외, 『신어: 2020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새로운 언어』, 한국문화사, 2021.04.

   : 신어 관련 대중 저서 발간을 통해 일반인의 언어 사용 이해력 제고

  - 백 , 『한국어에 힘 더하기』, 도서출판 역락, 2021.08.

   : 한국어와 한글 연구 성과를 대중과 공유함으로써 한국어에 대한 지식과 이해력 제고

  - 정  외, 『시민의 인성. 3. 조화로운 삶을 위하여』, 부산대학교 출판문화원, 2020.11.

   : 한국어문학 연구의 향유와 치유로서의 실천적 가능성 시사 

향후 
추진계획

1. 산업·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본 교육연구단의 연구 방향에 따른 연구 계획

  - 1차년도에는 상대적으로‘지역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민족지 연구’, ‘산업 및 사회 변

화에 대응하는 한국어문학 자료 구축 및 처리·응용 시스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짐

  - 향후에는 ‘지역 사회’, ‘산업 및 사회 변화’관련 연구뿐 아니라‘세계화에 대응하는 

지역 문화어문학 및 한국어문학 연구’ 활성화 

2. 교육연구단 연구 성과의 대중적 확산을 통한 산업 사회 기여 계획

 1)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유관기관과의 공동연구

  -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지원을 받은 연구뿐 아니라 지역 유관기관과의 공동연구 활성화

  - 경북대학교의 지역성장협력센터와 연계하여 사회 문제 해결 네트워크 강화

  - 지역 회복력 강화를 위한 지역 연구소·기관과의 협업 및 공동연구 활성화

  - 협력 가능한 지역 유관기관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언어정보연구센터, 한국어문화원, 역사문화아카이브센터

   ·대구경북연구원, 대구문화재단, 대구문화콘텐츠진흥원, 지역언어문화상품개발사업단

 2) 신문 칼럼 연재와 연계한 인문교양서 출간

  - <영남일보>에 기고한 정기 칼럼을 집성하여 2021년도 하반기 인문교양서 출간 예정

  - 향후에도 지속적인 신문 칼럼 연재 및 인문교양서 출간을 통해 연구 성과의 대중화 도모

 3) 인문학 강좌 기획 및 강연 활동

  - 연차별 발간 계획 중인 연구총서를 기반으로 시민 대상 인문학 강좌 기획 및 강연

  - 연구그룹별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교육연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한 대중 강연   

 4) 교양저서 출간

  - 연구 성과의 대중적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인문 교양저서 출간

  - 현장교육과 연구를 연계한 실용적 교양서 출간

계획

1. 국제학회 및 해외 학술 활동

  - 해외 강연 및 특강

  - 국제학술 위원으로 활동 

  - 국제학술 연구발표 

  - 국제연구 저서 편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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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1. 국제학회 및 해외 학술 활동

 1) 해외 강연 및 특강

  - 김 , 韓國近代小說中文飜譯現況與意義, 산동대학 동북아학원(2020.12.11.) 산동성 중국.

  - 남 , Issues in Korean Neology Research, Universitat Pompeu Fabra, 신어관측

소,(2021.08.30)  Barcelona, Spain.

 2) 국제학술 위원회 활동

  - 정 , 中國河北省 保定國學學會 顧問 2018.11.1.~2021.12.31
  - 남 , ASIALEX- The Asian Association for Lexicography(아시아사전학회) 재무이사 국

제학회 위원회 활동 2019. 7-2021.6. 

  - 남 , ASIALEX-The Asian Association for Lexicography(아시아사전학회) 부회장 국제

학회 위원회 활동 2021.7~ 현재. https://asialex.org/#board 

  - 남 , ASIALEX-The Asian Association for Lexicography(아시아사전학회) 2021 

Scientific Committee 국제학회 학술위원회 활동 (2021. 3 ~ 2021. 6)

  - 남 , Euralex-European Association for Lexicography(유럽사전학회) 2022 Scientific 

Committee 국제학회 학술위원회 활동 (2021. 7~)

  - 최 , IASPM(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Popular Music(국제대중음악연

구협회 국제학술대회 로컬조직위원회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2020.12.8.~)

 3)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 정 , 東亞宗家文明與齊氏家祀, 齊家, 中國河北大學出版社, 2021.02.

  - 남 , Overcoming issues in frequency-based extraction and lexicographic lnclusion of 

Korean neologisms: A triangulation approach, Lexicography: Journal of ASIALEX 8(1) (ISBN 

21974306), 2021.06.

 4) 국제학술대회 발표

  - 남 , The emergence and spread of Korean COVID-19 neologisms in news articles 

and user comments and their lexicographic description, 3rd Globalex Workshop on 

Lexicography and Neology, 2021: Focus on Coronavirus-related Neologisms, 2021.08.31.

향후 

추진계획

1. 국제학회 및 해외 학술 활동 계획

 1) 국제학술대회 활동

  - 매년 ‘글로벌 시대의 한국어문학’ 주제로 국제학술대회 개최

   ·2021년도 11월 국제학술대회 개최

  -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및 참여대학원생의 한국어문학의 세계화를 위하여 국제학술대회

에 참여 추진

  - 본 교육연구단의 한국어문학의 세계화의 아젠다와 부합되는 연구논문, 학술서적 발행 및 

논문 투고

 

 2) 국제학술 위원으로 활동

  - 한국 문화어문학의 국제화를 위하여 참여교수의 국제학술지 위원으로 활동 지속

  - 참여교수의 문화어문학 분야의 국제 저명학술지 위원장, 편집장 회장으로 활동 지속 

  -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국제학술 활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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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국제 공동연구 실적 

  <표 3-2> 최근 1년간 국제 공동연구 실적

 

 ➂ 외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연구자 교류 

실적

1. 정  교수

  - 강  교수(중국 하북대학 문학원)와 교육 연구의 협력 논의 진행 

   ·국제교류, 공동연구 및 학술교류 추진 중   

  - 증 ((曾大興) 교수(중국 광주대학교 인문학원)와 교육 및 연구의 협력 추진 중

   ·증  교수의《문학지리학개론(文学地理学概论)》의 번역본 2021년도 하반기에 발행예정

 

2. 남 ·김  교수

  - 미국 뉴욕주립대학 버펄로 캠퍼스 아시아학의 W  N. H , M  N  교수 및 

한국어학의 E  Lee와 H  Kim 교수와 온라인 공동강의 및 공동연구를 위한 온라인 

회의

   ·뉴욕주립대와 경북대 공동 온라인 국제 협동 과정(Collaborative Online International 

Learning (COIL) courses) 개발

   ·매월 온라인으로 주기적으로 참여교수 및 참여 대학원생 콜로키엄 진행 

연번

공동연구 참여자 
상대국

/소속기관
국제 공동연구 실적

DOI 번호/ISBN 등 

관련 인터넷 link 

주소

교육연구단 

참여교수

국외 

공동연구자

1. 남

1) V t, 

O i, 

2) A  

I , 

3) C n 

Z

1) 싱가포르, 

2) 일본, 

3) 중국

The Bloomsbury Handbook of Lexicography Vol 2. 

북챕터, “Aspects of Multiword Expressions in Asian 

Lexicography” (Bloomsbury Publishing plc) 공동 집필 

중(2022. 5월 2일 출판 예정)

2.
남 F , 

J
스페인

스페인 Pompeu Fabra 대학 F  J  교수와 

한국어/스페인어 코로나 신어 비교 연구 공동 연구 

진행 중

 3) 문화어문학의 외적 확장을 통한 국제성 확보 

  - 해외 연구기관의 연구자와 교류를 통한 국제공동연구 추진

  - 해외 지역학 연구자와의 교류를 통한 국제공동연구 추진 

  - 교수진과 학생들의 공동연구 국제학술대회 발표 및 논문 투고 활성화

   

 4) 국제저서 편찬 계획

  -향후 해외 대학 어문학 연구자와 공동으로 한국어문학 관련 국제저술 활동 추진

  -미국의 뉴요주립대학 교수 및 밴더빌트대학 한국학 분야 교수와 공동저술 활동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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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온라인 한국어문학 관련 경북대·뉴욕주립대 버펄로 캠퍼스 공동 심포지엄 개최

   ·한국어문학 관련 국제학술대회에서 미국의 뉴욕주립대와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BK교육

연구단의 참여교수 및 대학원생 공동 패널로 참석 및 연구성과 발표 및 국제 저명학술지에 

투고 

3. 백  교수

  - 로   교수(캐나다 UBC대학)와 교육 및 연구의 협력 방안 모색 

   ·2021년도 하반기에 교류 협정 추진

   ·공동연구 및 공동저술 협정 

 

4. 남  교수

  - 이스라엘의 I  K  (K dictionaries(주)) 사전 DB 구축 및 코로나 다국어 신어 사

전(CMD: Corona Multilingual Dictionary)의 구축 관련 온라인 회의 진행

   · 협업을 통한 한국어 구단위 사전 개발

  - 스페인의 Pompeu Fabra 대학 F  J  교수와 온/오프라인 교류 및 협정 추진

   · 2021년도 하반기부터 공동 연구 및 연구의 교류 진행 

5. 김  교수

  - 인도 네루대학교 한국학센터장 라 (R ) 교수와 연구 및 교육 방면의 협정 논의

   · 라  네루대학 교수와 공동연구 및 인도의 우수대학원생 유치 관련 협의 

6. 김  교수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국제대학교의 왕  교수와 우수 외국인 대학원생의 진학 관련 논의

  - 미국 인디애나대학의 서  교수와 문헌학 데이터 분석 관련 공동연구 추진

향후 

추진계획

  본 교육연구단은 참여교수의 국제적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연구단의 연구성과를 홍보하

기 위해 외국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자 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참여교수

의 해외기관 방문 연구, 국제 유관기관의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세미나의 개최 등을 기반으

로 해외 학자 및 해외 기관과의 공동연구의 활성화를 추진 및 계획을 하고 있다. 최근에 전

염병인 코로나의 위기로 인해 국제화 활동이 쉽지 않았지만 본 교육연구단이 온라인 방식으

로 지속적으로 교류를 해왔다. 코로나가 끝난 후 한국문화어문학의 외적 확장을 위하여 더욱

더 적극적으로 해외 연구자 초청 및 상호 방문 등의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서 세계 유관기관

의 연구자와의 연대 관계를 심화할 계획이다. 

1. 국제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1) 정 ·김  교수

  - 중국 산동대학 인문사회과학연구원과 파트너 연구단 조직

  - 정 ·김  교수 산동대학 파견

  - 산동대학 대학원 수업 및 단기 학술연구 지도

  - 대학원생 해외 연수 프로그램 추진

  - 대학원생 해외 연구실 공동연구와 연계하여 추진

  - 공동연구과제 개발 및 국제 협력 사업 신청

  - 국제학술회의 공동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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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남  교수

  - 이사라엘 K-dictionary(자연언어정보처리 및 다국어사전개발 회사)의 CEO I  K  

회장과의 지속적인 교류의 연장선상에서 연구 추진

  - 교육연구단 참여대학원생의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교류 추진

  - K-dictionary와 협업을 통한 한국어 구단위 사전 개발

  - 뉴욕주립대학 아시아학 H  N. W 와 공동연구 추진

  - 참여교수 및 참여대학원생의 해외 연수

 3) 김  교수

  - 벨기에 앤트워프대학 인풋로그(Inputlog) 개발 연구팀 책임자인 L  v  V 교수와 대

학원생 해외 연수 프로그램 추진 계획

  -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는 크스트로크 로깅 프로그램인 인풋로그의 한국어 모듈 공

동 개발 계획

2. 국제 공동 교육 및 연구 

 1) 정  교수 

  - 중국 하북대학 문학원, 중국 길림대학 문학원과 한반도 역대 중국기행문 공동 조사 및 

연구

   ·중국기행문 자료의 수집 및 한·중 기행문 관련 공동 국제학술대회

  - 중국 동북사범대학 세계고전문명사연구소와 망명일기 공동 조사 및 연구

    ·대학원생 해외 연구실 공동연구와 연계하여 추진 및 공동 번역 작업 결과물 출판 

 2) 김  교수

  - 일본 시즈오카대학 언어문화학과와 근대 일본 내 한국문학에 대한 공동 조사 및 연구 진행

   ·연구 결과를 공동으로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 및 국제학술지에 투고

  - 중국 연변대학 조선문학연구소 및 중국 길림대학 조선어과와 공동으로 일제강점기 중국 

내 한국문학 자료 조사 및 공동연구 계획

   ·공동 국제학술대회 개최 계획 및 국제학술지에 공동 투고 

 3) 김  교수

  - 일본 훗카이도대학 언어과학연구실 교수와 대조언어학적 관점의 한국어와 일본어의 역사

적 고찰에 관한 한일 공동 연구 프로젝트 촉진 

  - 일본 니카타대학 언어문화학 교수와 동북유라시아의 언어 문화 친연성에 관한 한일 공동

연구 추진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대회에 발표 및 공동 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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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4단계 BK21 교육연구단 관련 언론보도 리스트

교육연구단명 글로벌 시대의 지역 문화어문학 교육연구단

교육연구단장명 정

연번 구분

언론사명

/수상기관 등

보도일자/

수상일자 등

제목/

수상명 등
관련 URL

주요내용 (200자이내)

1 행사

한국일보

(외) 2건
20.11.05

경북대, 역사기록 

전시회 개최 

http://www.joongdo.co.kr/web/vie

w.php?key=20201104010001694

https://www.yeongnam.com/web/

view.php?key=2020110401000060

0

https://www.hankookilbo.com/Ne

ws/Read/A2020110510190003258

참여교수 정 : 경북대 역사기록 전시회 중앙도서관에서 개최, 정  경북대 

대학기록관장은 “대학이 소장한 자료뿐만 아니라 동문과 교직원들이 기증해주신 

소중한 자료로 전시회를 마련

2 행사

헤럴드경제

(외) 3건
20.12.10

경북대, 한국의 

유교책판 전시회 

개최

https://news.imaeil.com/Society/2

020121014212566330

http://news.heraldcorp.com/view.

php?ud=20201210000702&md=202

01213003138_BL

https://www.idaegu.com/newsVie

w/idg202012110011

https://www.yeongnam.com/web/

view.php?key=2020121201000165

3

참여교수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유교책판'을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오는 20일까지 경북대 중앙도서관 1층 로비에서 열림. 경북대 도서관(관장 

정 )은 한국국학진흥원과 공동으로 '한국의 유교책판' 전시회를 진행

3 행사

쿠키뉴스

(외) 1건
20.12.16

경북대·전남대. 

제6회 ‘영호남의 

대화’ 

공동학술대회 개최

http://www.kukinews.com/newsVi

ew/kuk202012160337

http://www.gukjenews.com/news/

articleView.html?idxno=2127572 

참여교수 :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은 전남대 호남학연구원과 화상회의 방식으로 

6회 ‘영호남의 대화’ 공동학술대회를 개최. 종합토론에는  경북대 교수 좌장의 

역할.

4 행사

대구일보 21.06.30

성리학자 입제 

정종로 선생의 학문 

세계를 탐구하다

https://www.idaegu.com/newsVie

w/idg202106290082

https://news.korea.com/newsVie

w/2021063060dc3293a5782

참여교수 : 경상북도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고 제25회 경북역사인물 학술발표회가 

지난 28일 상주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  경북대학교 교수가 정종로 선생의 

문학 공간 감성과 구성 방식을 주제로 발표

5 행사 부산일보 21.07.12 경남 정신’은 http://www.busan.com/view/busa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1210000702&md=20201213003138_BL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01216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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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가… 경상국립대 

강좌 개설 ‘이목’

n/view.php?code=2021071209315

782987

참여교수 정 : 글로컬(Glocal) 시대를 맞아 경남학 강좌를 개설, 지역민 등을 

대상으로 인문학 강의에 나서 주목. 정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경남학의 대표 

학문인 ‘남명학’ 가운데서도 대중과 친밀한 설화를 중심으로 새로운 접근 모색 

 6  성과

조선일보

(외) 9건

 

20.12.07

■'재난기본소득' 

'집콕족'…코로나19 

신조어 300개 이상 

출현

■이놈의 코로나가 

만든 신조어, 

300개가 넘다니

■‘재난기본소득’ 

‘집콕족’ 등… 

코로나19 신조어 

300개 이상

■집콕족·멘탈데믹

·호모마스크쿠스…

코로나19 신조어 

300개 이상 출현

■'호모마스크쿠스

·상상코로나' 

아시나요…코로나19

, 신조어 300개 

이상 등장

■[우리말과 

한국문학] 신조어를 

통해 본 코로나 

한국

■코로나 신조어 

‘코돌이’를 

아십니까

■‘집콕족’·‘거

리 두기’… 

코로나19, 신조어 

302개나 만들었다

■위기의 상황에도 

희망을 떠올리자

■[TF확대경]'코돌이

·피해호소인' 

2020년 정치권 

신조어…'김현미·

조국' 관련 

신조어도 눈길 

https://www.yna.co.kr/view/AKR2

0201124091500005?input=1195m

http://news.kmib.co.kr/article/vie

w.asp?arcid=0015250526&code=6

1171111&cp=nv

https://kookbang.dema.mil.kr/new

sWeb/20201125/4/BBSMSTR_0000

00010031/view.do

https://www.kyongbuk.co.kr/news

/articleView.html?idxno=2060095

https://www.mk.co.kr/news/societ

y/view/2020/11/1214871/

https://www.yeongnam.com/web/

view.php?key=2020120201000023

5

https://www.chosun.com/national/

weekend/2020/12/05/K7JUUL5UW

5DF5AVDKKQPULG3EA/?utm_so

urce=naver&utm_medium=referr

al&utm_campaign=naver-news

https://www.segye.com/newsView

/20201207504254?OutUrl=naver

http://www.ujeil.com/news/article

View.html?idxno=267309

http://news.tf.co.kr/read/ptoday/1

834208.htm

참여교수 남 :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새로 생긴 ‘코로나 신어’에 나타난 

‘복지’의 의미 소개,

남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이러한 결과를 담은 논문 ‘코로나-19 신어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250526&code=61171111&cp=nv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67309
http://news.tf.co.kr/read/ptoday/183420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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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과 사용 양상 연구’를 한국사전학회 저널 ‘한국사전학’에 발표.

7 성과

한겨레 20.11.05

“단재 신채호가 

썼다던 한시, 살펴보니 

가짜?”

https://www.hani.co.kr/arti/cultur

e/culture_general/968735.html

참여교수 김 : 최근 학술지 <국어국문학> 제192호에 실은 ‘신채호의 서찰로 알려진 

한시의 진위 고증’과 <한국근현대사연구> (2020년 가을호)에 발표, ‘신채호 유묵으로 

알려진 서예 작품의 진위 여부 고증’

8 성과

한겨레 21.02.25
“2월 26일 문학 새 

책”

https://www.hani.co.kr/arti/cultur

e/book/984581.html

참여교수 김  모래 속에서 금을 선별해내는 기술 ‘선금술’을 열쇳말로 삼아 

신채호의 문학을 엄밀하게 연구.

9 성과

한겨레 21.03.16

“부지기수로 

발굴한 신채호 글 

‘후속 검증’ 

활발했으면”

https://www.hani.co.kr/arti/cultur

e/religion/987047.html

참여교수 김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독립운동가이자 사학자인 신채호(1880~1936) 

연구에 뛰어들어 최근 나온 <선금술의 방법론-신채호의 문학을 넘어>(소명출판) 등 

3권의 신채호 연구서와 주해서 1권을 냈음.

10 기타

동아일보

(외) 5건

21.06.30

■600년만에 깨어난 

最古 한글 금속활자

■600년만에 깨어난 

금속활자 1600점, 

역사 다시 썼다

■가장 오래된 한글 

금속활자·천문시계

, 종로 한복판서 

발굴

■ ‘最古 한글 

금속활자’ 인사동 

땅속서 발굴

■ 금속활자, 

자동물시계 부품… 

땅속서 나온 

‘조선의 과학’

■ 세계 인쇄史 
다시 쓰나…한글 

포함 600년 전 

'금속활자'

https://www.chosun.com/culture-

life/culture_general/2021/06/30/IK

QHKRPCCZE4HCA5ZR7W2MI644

/

https://www.mk.co.kr/news/cultur

e/view/2021/06/628947/

https://news.kbs.co.kr/news/view.

do?ncd=5221971

http://www.munhwa.com/news/vi

ew.html?no=202106290103013011

9001

https://www.donga.com/news/arti

cle/all/20210630/107708075/1

https://www.news1.kr/articles/?43

54707

참여교수 : 인사동에서 발굴된 조선 전기 금속활자 조사 자문위원회인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동국정운식 표기법을 따른 한글 금속활자 발견은 이번이 

처음으로 세조 때 만들어진 초기 을해자가 확실해 보인다”고 밝혔음

11 기타

영남일보 20.10.08.

기업 56.5% "젊은 

직장인 국어능력, 

이전 세대보다 

떨어진다"

https://www.yeongnam.com/web/

view.php?key=2020100801000089

5

참여교수 김 : 젊은 세대의 국어 능력이 이전 세대보다 떨어지는 이유 분석, 

"원인을 하나로 꼽기는 힘들지만 현 세대는 주로 영상 미디어를 통해 간편한 소통을 

하는 편" 및 "집중하는 시간이 짧고 문장 자체를 온전히 사용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6290103013011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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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능력이 떨어질 수 있음"을 지적.

12 기타

충청일보 21.06.20
청주·바우바우市 
'한글'로 이어진다

http://www.ccdailynews.com/new

s/articleView.html?idxno=2064681

참여교수 백 : 충북문화예술포럼, 새활용 시민센터서 인니 현지서 활동 교사 등과 

국제 교류 포럼 개최, 토론자로 참석. 

대중 칼럼 연재 실적

1  칼럼

영남일보 20.09.03 

[우리말과 한국문학] 

이차돈, 강수, 

원효의 이름 풀이- 

백  교수

https://www.yeongnam.com/web/

view.php?key=2020090201000023

9

이차돈은 '싫은이'란 뜻 가져 강수는 '센머리'로 읽혀지고, 원효는 '1년 첫날 새벽'담아 

신라 사람들의 이름은 물론 땅이름에도 한국어의 화석.

2 칼럼

영남일보 20.09.10

[우리말과 한국문학] 

가투놀이에 관한 

추억- 정  교수

https://www.yeongnam.com/web/

view.php?key=2020090901000122

5

화투 모르는 이가 없겠지만 가투는 아는 사람 거의 없어, 시조 내용 맞추는 카투놀이 

재미와 공부 일석이조 효과, 일제 시대 시조 부흥 견인도

3 칼럼

영남일보 20.09.17

[우리말과 한국문학] 

AI가 이해하는 

방언의 깊이- 

남  교수

https://www.yeongnam.com/web/

view.php?key=2020091501000217

0

"뭐라카노" → "뭐라고 하니" 표준어로 전환은 뭔가 부족, 짜증 섞인 화자의 불쾌함을 

컴퓨터가 알아낼 수 있을까, 언어의 의미는 어려운 대상

4 칼럼

영남일보 20.09.24.

[우리말과 한국문학] 

'본인상'과 

'사글세'의 추억- 

김  교수

https://www.yeongnam.com/web/

view.php?key=2020092301000334

4

‘본인상’이라는 어휘를 중심으로 표준어 결정에 있어 현실적 언어 사용 양상과 언어 

사용의 정확성 가운데 어느 편을 우선할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 칼럼 작성. 

5 칼럼

영남일보 20.10.08.

[우리말과 한국문학] 

추석에 대한 

斷想(단상)- 조  

연구교수

https://www.yeongnam.com/web/

view.php?key=2020100601000056

8

그리운 이들 한자리 모이고 험한 세상 살아갈 힘 얻게 돼, 코로나로 추석 풍경 달라져 

가족·친지 간 만남 어렵지만 마음 속 추석 의미는 영원해.

6 칼럼

영남일보 20.10.22.

[우리말과 한국문학]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김  

연구교수 

https://www.yeongnam.com/web/

view.php?key=2020102101000248

0

장애인 반대말 일반인 아냐, '벙어리' 누군가에겐 모욕적 무심코 사용하는 언어 표현, 

누군가에겐 상처 될 수도 있으니 비하·차별 않는지 주의해야.

7 칼럼

영남일보 20.11.05

[우리말과 한국문학] 

조명희와 낙동강 - 

김  교수

https://www.yeongnam.com/web/

view.php?key=2020110401000052

9

혁명으로 국권 회복 꿈꿨던 작가 조명희와 소설 '낙동강', 일제검열로 100여 곳 삭제도 

온전한 원본 '리얼리즘 수작', 이제 교과서서도 다뤄지길.

8 칼럼 영남일보 20.11.12. [우리말과 한국문학] https://www.yeongnam.com/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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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는 문화를 담는 

그릇 – 김  교수

view.php?key=2020111001000143

2

우리나라 지형적·기후 특성, 다양한 음식문화·언어 발달, 사람 특징 표현 때까지 

사용, 먹기만 보여주는 '먹방'보다 맛깔스러운 말 구사 품격.

9 칼럼

영남일보 20.11.19

[우리말과 한국문학] 

아파트 이름이 왜 

이래? - 백  

교수

https://www.yeongnam.com/web/

view.php?key=2020111701000245

1

영어 비스름한 말 갖다 붙인 길고 괴이한 아파트, 이름들 일상서 불평등·차별화 초래, 

특히 노년층 배제·문맹 유발. 아파트 명칭 제정 지침 절실.

10 칼럼

영남일보 20.11.26

[우리말과 한국문학] 

짐승의 몸으로 

신성을 꿈꾸는 자 

누구인가 – 정  

교수

https://www.yeongnam.com/web/

view.php?key=2020112401000358

8

모순적 통일성을 갖는 인간, 단군신화에서 그 심층 발견, 짐승 몸·신의 성품 지닌 

단군 욕망 저편의 신성에 대한 꿈, 인간을 더욱 인간답게 해줘.

11 칼럼

영남일보 20.12.03

[우리말과 한국문학] 

신조어를 통해 본 

코로나 한국 – 
남  교수

https://www.yeongnam.com/web/

view.php?key=2020120201000023

5

확산 이후 신어 300여개 수집, '마코인' '호모마스크쿠스' 등 마스크 관련 빈도 단연 

우세, 5월부턴 '위드 코로나' 지속, 수용·공존 방안 모색 보여줘

12 칼럼

영남일보 20.12.10.

[우리말과 한국문학] 

인공지능의 윤리 

그리고 방언 – 
김  교수

https://www.yeongnam.com/web/

view.php?key=2020120901000122

8

性·인종 등 데이터의 편향성, 사이코패스 AI 노먼도 등장, 인공지능의 윤리 문제 야기, 

청각적 신호로 치매 진단 AI 언어 지역편향성 극복 과제.

13 칼럼

영남일보 20.12.17.

[우리말과 한국문학] 

'송담 채응린의 

압로정과 소유정' - 

조  연구교수

https://www.yeongnam.com/web/

view.php?key=2020121601000225

0

조선 문인묵객 시문 나누던 금호강변 대구 대표 두 정자, 노계 '소유정가' 작품도 남겨, 

인물·역사 살아 숨쉬는 樓亭 지역 문화명소로 주목할 만함.

14 칼럼

영남일보 20.12.24.

[우리말과 

한국문학]욕은 

지하철을 타고 – 
김  연구교수

https://www.yeongnam.com/web/

view.php?key=2020122301000335

2

학생들 대화 속 난무하는 욕, TV 예능도 '삐~'소리 가득, 멋인 양 문제의식 없이 사용, 

아이·어른 함께 일상 말에서 욕 지워 나가려는 노력 필요.

15 칼럼

영남일보 21.01.07

[우리말과 한국문학] 

“김춘수의 꽃과 

존재의 의미”- 

김  교수

https://www.yeongnam.com/web/

view.php?key=2021010401000026

6

시(詩) '꽃' 두 차례의 개작 통해 타인과의 소통 의지 드러내, '우린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인연 강조한 시인의 말처럼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 돼야함.

16 칼럼 영남일보 21.01.14
[우리말과 한국문학] 

AI(인공지능) 시대에 

https://www.yeongnam.com/web/

view.php?key=202101120100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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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언의 풍경 – 
김  교수

9

방언으로 말하는 AI 개발, 대규모 국가프로젝트 추진, 토착어 학습에 성공한다면 AI가 

창작한 시·소설 읽으며 고향 정서 느끼는 시대 올 듯.

17 칼럼

영남일보 21.01.28

[우리말과 한국문학] 

훈민정음 해례본을 

지켜낸 대구경북 – 
백  교수

https://www.yeongnam.com/web/

view.php?key=2021012601000339

3

안동·상주서 해례본 발견돼 대구선 언해본과 첫 합본간행, 그외 한글본 편지·서적 

다수 세계가 한국어 주목하는 지금, 지역 한글 유산 활용할 필요.

18 칼럼

영남일보 21.02.04

[우리말과 한국문학] 

웃음, 근심을 

녹이는 묘약 

–정  교수

https://www.yeongnam.com/web/

view.php?key=2021020201000031

0

코로나 시대가 길어지면서 현대인들 불안과 우울 호소, 웃으면 집에 만복이 깃들고

마음의 근심도 스르르 풀려, 웃음 묘약으로 즐거운 삶을.

19 칼럼

매일신문 21.02.06

[대학 도서관을 

가다- 경북대] 

수능엄경 

(首楞嚴經)- 정  

교수

https://news.imaeil.com/Culture/2

021020316104542704

보물 품은 경북대 도서관,  5층 고서실에 고서 6만4천388권과 다량의 고문서 보관, 

전통시대 우리 선조들의 지식들이 어둠 속에 갇혀 있음.

20 칼럼

영남일보 21.02.11.

[우리말과 한국문학] 

코로나 신어에 

나타난 '복지'의 

의미 – 남  교수

https://www.yeongnam.com/web/

view.php?key=2021020901000143

7

신어(新語)에 당대 가치·변화 담겨 새로운 의미, 덧붙는 현상도 작년 사례 코로나 관련 

과반, 복지에 대한 정의도 확장돼, 원래 의미 되찾는 일상 오길.

21 칼럼

영남일보 21.02.18.

[우리말과 한국문학] 

의미의 집, 기호 – 
김  교수

https://www.yeongnam.com/web/

view.php?key=2021021701000234

7

언어는 기호와 밀접한 관계, 기호 통해 많은 의미 전하고, 기호 안에서만 사고 가능함, 

인간이 지식 얻는 과정 또한 언어 획득한 이후에 이뤄져.

22 칼럼

영남일보 21.02.25.

[우리말과 한국문학] 

청산별곡을 꿈꾸는 

시대 – 조  

연구교수

https://www.yeongnam.com/web/

view.php?key=2021022401000345

3

이상향 못찾고 체념 노래한 고려가요 '청산별곡'과 같이 TV '…자연인이다'類 방송, 

자연서 행복 찾고자 하지만 현대인 삶의 고통 기댄 환상.

23 칼럼

영남일보 21.03.11.

[우리말과 한국문학] 

세대 간 언어 격차 

해소를 위한 '신어 

오지라퍼' – 김  

연구교수

https://www.yeongnam.com/web/

view.php?key=2021031001000148

0

중년층 이상 언어소외 심각, TV 속 신어들 모를 때 많아, 의미와 쓰임 먼저 알려주고 

거부감 대신 포용력 가지면 세대 간 언어격차 줄어들 것.

24 칼럼 매일신문 21.03.13
[대학 도서관을 

가다-경북대] 

https://news.imaeil.com/CultureAl

l/2021031018275491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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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디미방 – 
백  교수

한국 음식의 역사를 담은 보물, '음식디미방' 책의 유래와 소중한 가치를 소개, 60여 년 

전에 존재종가와 두들마을 석계종가 후손들이 이 가르침을 잘 실천.

25 칼럼

영남일보 21.03.25

[우리말과 한국문학] 

박목월과 식민지 

나그네 신세 – 
김  교수 

https://www.yeongnam.com/web/

view.php?key=2021032301000358

6

조지훈의 '완화삼'에 대한 박목월의 화답詩인 '나그네', 일제강점기 현실 외면보단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었던 식민지 아픔·고뇌를 읽을 수 있음.

26 칼럼

영남일보 21.04.01.

[우리말과 한국문학] 

김치는 김치다 – 
김  교수

https://www.yeongnam.com/web/

view.php?key=2021033101000476

9

김치가 자국의 음식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중국 모습에 달라진 문화적 위상 느껴져

수세기 거쳐 탄생한 명칭엔 우리민족 얼과 자부심 가득.

27 칼럼

영남일보 21.04.15.

[우리말과 한국문학] 

경주에서 풍기는 

인도의 향불내 – 칸 

앞  아  

신진연구인력

https://www.yeongnam.com/web/

view.php?key=2021041301000188

3

서라벌이라는 경주의 옛 이름 고대 인도말 서르와벌서 유래, 소설 '무녀도' 무당 굿도 

유사 인도(印度)의 밀교시기서부터 교류 분명, 경주는 수행공간이자 천사 도시

28 칼럼

영남일보 21.04.22

[우리말과 한국문학] 

훈민정음 책이 

안동에서 나온 배경 

– 배  교수

https://www.yeongnam.com/web/

view.php?key=2021042001000297

8

현존하는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간송본 두권이 전부 안동 일대서 발견, 공통점과 

오랜 세월 보존된 배경에는 안동 유생의 선비정신 있음

29 칼럼

영남일보 21.04.29

 [우리말과 

한국문학] 사복 

설화가 전하는 네 

가지 의미 – 정  

교수

https://www.yeongnam.com/web/

view.php?key=2021042701000391

3

신라 십대 성인 사파가 죽은 어머니(母)를 업고 연화장 세계에 들어간 얘기 속

'윤회' '효' '묵언' '불국토' 사상 생사 번뇌와 열반 다르잖다는, 깨달음의 길서 만난 

중요 지표와 의미를 설명

30 칼럼

영남일보 21.05.06

[우리말과 한국문학] 

'내로남불'의 언어학 

–남  교수

https://www.yeongnam.com/web/

view.php?key=2021050401000046

0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이 가진 의미, 촌철살인의 함축과 보편성 및 한국인들의 

생활의 지혜와 표현의 미학을 담은 표현들 분석, 의사소통·언어생활에 활기를 주목.

31 칼럼

영남일보 21.05.13.

[우리말과 한국문학] 

혐오의 언어, 

차별의 언어, 

맥락의 언어 – 
김  교수

https://www.yeongnam.com/web/

view.php?key=2021051201000130

7

최근 신조어 ‘O린이’ 혐오 표현이냐, 차별 표현이냐 논란, 어린이 향한 우리의 

인식이 미숙·불완전한 존재가 아닌 잠재력 무한한 독립체라면 어린이 혐오·차별표현 

아님.

32 칼럼 영남일보 21.06.03. [우리말과 한국문학] https://www.yeongnam.com/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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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글의 선행 

조건 – 김  

연구교수

view.php?key=2021060101000017

7

자신만의 생각을 명확하게 효과적으로 전해야 좋은 글이 됨, 글쓰기의 절차를 내재화해 

집필·퇴고의 과정 거친다면 글쓰기 능력 신장할 수 있음.

33 칼럼

영남일보 21.06.17

[우리말과 한국문학] 

'춘원 

이광수-장백산인과 

향산광랑의 사이’ 

- 김  교수

https://www.yeongnam.com/web/

view.php?key=2021061601000203

2

한국 근대장편소설 개척자인 춘원 이광수 작품에 드러난 독립운동과 친일의 두 얼굴, 

정치행적으로 인한 비판과 작품의 평가는 별개로 해야함.

34 칼럼

영남일보 21.06.24.

[우리말과 한국문학] 

쌀과 벼와 나락 

이야기 – 김  

교수

https://www.yeongnam.com/web/

view.php?key=2021062301000289

5

쌀과 벼, 나락의 언어 기원과 단어 분화 다양성 주목, 언어는 문화와 역사를 품은 

인간정신을 담아내는 그릇, 쌀과 벼, 나락의 언어 기원과 단어분화 다양성 고려하면 

우리의 음식 문화 엿볼 수 있음.

35 칼럼

매일신문  21.06.30 

 [대학 도서관을 

가다-경북대] 

최세진이 만든 

‘훈몽자회’ - 

백  교수

https://news.imaeil.com/Culture/2

021063015294210221

어린이도 승려도 쉽게 글자 배울 수 있는 훈몽자회(訓蒙字會) 책의 창작, 내용 구성 및 

가치를 주., 경북대 도서관에는 훈몽자회 책이 소장, 이 판본은 훈몽자회의 여러 이판본 

중 판목이 보존되어 있는 유일본.

36 칼럼

영남일보 21.07.08.

[우리말과 한국문학] 

범 진리의 언어 

'가나다라마바사' - 

칸 앞  아  

신진연구인력

https://www.yeongnam.com/web/

view.php?key=2021070701000078

0

서울의 한복판에서 발굴된 세계 최초의 한글금속활자의 가치 및 한글창제 정신 새롭게 

주목, 월인석보와 훈몽자회 통해 불경(佛經)을 읽기 위한 언어 입증.

37 칼럼

영남일보 21-07-15 

[우리말과 한국문학] 

한글 금속활자를 

자세히 보다 – 
백  교수 

https://www.yeongnam.com/web/

view.php?key=2021071401000168

6

최근 발굴된 한글금속활자 '능엄경언해'의 조판에 쓰인 동국정운식 표기 한글활자 

다양한 크기와 모양을 통해 세계최고의 문자임을 확인

38  칼럼

영남일보 21.07.22

[우리말과 한국문학]  

새끼 안고 웅크린 

어미의 뼈 – 정  

교수

https://www.yeongnam.com/web/

view.php?key=2021072101000263

0 

삼국유사 '혜통항룡'에 실린 어미수달의 근원적인 사랑의 의미, 인간의 패륜이 판치는 

시대, 죽음을 불사하는 피의 사랑, 큰 감동과 울림으로 전해져 있음 

39  칼럼 매일신보 21.07.30

[대학 도서관을 

가다- 경북대] 

호생관 최북 

https://news.imaeil.com/Culture/2

021072719061529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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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각일흥도 

(水閣逸興圖)

최북의 삶과 업적을 주목. 현대의 사람들은 그를 '조선의 고흐'라 부르며, 자신의 귀를 

잘랐던 네덜란드의 화가 반 고흐(Van Gogh)에 비기기도 함. 1748년에 그림을 그리기 

위해 일본에 파견. 

40 칼럼 

영남일보 21.08.05.

[우리말과 한국문학] 

말과 글의 정반합 – 
김  교수

https://www.yeongnam.com/web/

view.php?key=2021080401000046

9

현대 언어학에서는 글보다 말을 중요시하나 말과 글에서 나타나는 형태, 통사, 의미, 

화용 단위의 구조적 특성이 크게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둘을 별개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류 언어학계의 견해 주목

41 칼럼 

영남일보 21.08.26.

[우리말과 한국문학] 

오던지 가던지?- 

김  연구교수

https://www.yeongnam.com/web/

view.php?key=2021082401000313

3
문법에 맞지 않는 용어 사용, 일상 언어생활을 통해 발생 어미 '던지'와 '든지'의 혼동, 

의미 전달·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침, 정확한 표현 위해 노력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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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교육연구단 자체평가 결과

1. 세부 항목별 평가위원 평가점수

세부 평가 항목 
평가 위원

평균
정 남 김 김 유 유

교육연구단의 구성, 비전 및 목표
(15)

15 15 13 15 15 15 14.7

교육과정 구성 및 인력 양성 실적
(20)

18 18 16 18 18 18 17.7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 연구 실적
(15)

13 13 13 11 13 11 12.3

참여교수의 교육역량 대표실적 및 교
육의 국제화 실적 (15)

11 15 11 13 15 13 13

참여교수 연구 실적 (15) 15 15 15 13 15 15 14.7

산업․사회 기여도 및 연구의 국제화 실적
(15)

13 15 11 13 13 13 13

언론보도 실적 (5) 5 5 5 4 5 5 4.8

총     점(100) 90 96 84 87 94 90 90.2

2. 세부 항목별 평가위원 평가 내용

 1) 교육연구단의 구성, 비전 및 목표

  본 교육연구단의 비전은 학술과 현장 역량을 갖춘 한국어문학 전문가 양성이며, 연구의 목표는 

전문성과 국제성을 겸비한 문화어문학 연구이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한국어문학 전문가 양성

은 사회와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교육하고 배출하겠다는 의미로 시의적절하며 연구의 목표도 

‘문화어문학’이라는 키워드를 도입하여 교육연구단만의 특성을 잘 살리고 있다. 또한 비전과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교육연구단의 구성도 체계적이며, 구체적 실현 방안도 계획에 따라 어느 

정도 잘 진행되어 가고 있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아젠다 관련 이론서 번역은 매우 기대되

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거시적인 전략이 보다 명확히 기술되고 이를 실천할 필요

가 있으며, ‘문화어문학’이라는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본 교육연구단이 지향하는 연구의 

특성을 좀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2) 교육과정 구성 및 인력 양성 실적

  교육과정 구성에서 단계별로 체계화된 교육과정을 제안하고 전공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으며 투

-트랙 기반 큐브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참여학생의 역량을 함양하여 다양한 진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또한 융합교과목을 개설하고 공동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을 실시한 성과도 인정된다. 특히나 학위청구논문에 대한 심사절차를 강화하고 대

학원생의 인권 보호를 위한 권리장전 제정 및 교육도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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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인력 양성 실적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아쉬우며, 학부=대학원 연계과정 등 다양한 방법

을 통해 보다 많은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참여대학원생 구성에서 석사생의 비율이 박

사생의 비율보다 다소 높아 석사생의 연구역량을 고려한 교육과정 설계 및 공동연구 활성화를 전

략적으로 추진하고, 석사 졸업생이 박사과정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장학금, 생활비 등을 지원하여 

장기적으로 박사과정생의 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3)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 연구 실적

  연구 실적을 볼 때 지역적인 문화인문학의 특성을 살린 연구가 대부분이고 전문가 특강도 이러

한 연구를 활성화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장기적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결과물이 나올 것

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1년간 참여대학원생의 연구실적은 논문 8편, 저서 2편이며, 신진연구인력은 논문 1

편에 이르고 있어 참여학생들의 연구실적이 참여인원 수에 비해 충분하지 않으며, 신진연구인력

의 실적은 더욱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연구단의 비전과 연계되는 ‘지역어문학 연구’ 관련 실

적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기에 교육연구단 전체가 해당 주제에 대한 공동연구 프로젝트 

등을 기획하여 진행하거나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들간의 공동 연구를 기획하여 결

과물을 도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4) 참여교수의 교육역량 대표실적 및 교육의 국제화 실적

  연구단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맞춤형 교과목과 교재 개발로 집약되는 참여교수의 교육역량 

및 대표실적은 단연 돋보이는 면이 있으며 아젠다와 부합하고 있어 향후 연구단의 목표 달성에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참여교수의 국제화 활동이나 참여대학원생의 국제학술대회 

발표도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룬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해외석학 및 해외 전문가 초청 특강 및 

세미나를 진행해 오고 있어 교육에 있어서의 국제화 실적이 축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고민이 필요한 부분은 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것이긴 하나 외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연

구자간 협력을 구체적인 연구의 목표 아래에 추진할 필요가 있고, 해외대학 벤치마킹을 구체적으

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 학술회의 공동개최나 해외학자 초청세미나를 넘어서, 아젠다인‘문화

어문학’을 국제적 모델로 제시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학에 기반한 교육과 연

구의 새로운 모델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5) 참여교수 연구 실적

  참여교수들의 연구 실적은 평균 논문 2.57편, 저서 1.17권에 이르고 있으며, ‘문화어문학’이라

는 특성을 잘 나타내주는 연구들로 이루어져 있어 바람직한 방향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참여교수의 개별 연구가 아젠다와 관련은 있으나 어느 정도는 층차가 있어 각

자의 전공을 바탕으로 하되 아젠다를 공유하는 연구방향의 조율이 연차별로 제시되어 이에 따른 

연구가 진행된다면 성과가 더욱 효율적으로 구축될 것으로 보이며, 개별적인 연구에서 벗어나 참

여인력간의 공동 연구 등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6) 산업․사회 기여도 및 연구의 국제화 실적

  연구단의 연구 성과를 알리고 대중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는 해당 지역의 문화산업 활성화는 

물론 지역민의 문화의식의 고양이라는 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교육연구단이 

추진해 온 성과가 계획 대비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루고 있으며, 교과목 및 비교과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는 것도 비교적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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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영남지역의 권역별 현장조사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진행되

지 못하였고 지역의 유관 기관과의 교류 협약 체결도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특히 

해외 교육 및 연구 기관과의 연구 협력과 연구자 교류, 공동 연구 수행 등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기에 이를 개선할 구체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추후 팬데

믹 상황의 지속 또는 종료 등에 따른 구체적 실현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다.

 7) 언론보도 실적

  본 교육연구단의 구성원들이 지역신문의 지면을 통해 연구실적과 연구활동을 홍보하는 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며, 연구 및 교육의 결과물을 사회와 대중들에게 환류시키

는 언론 보도 실적은 우수한 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대언론 활동의 결과를 단행본으로 

정리할 계획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 이러한 활동을 지속하면서 더욱 활성화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3. 미흡 및 개선 필요 중점 분야

 1) 인력양성 실적

 2) 신진연구인력 연구 실적

 3) 교육의 국제화 실적

 4) 연구의 국제화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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