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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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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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부교재 개발 각 1건, 총서 개발 1건을 2022년 2월에 완료하여 보고 및 간행하였

다. 

2. 연구의 비전 및 목표

 본 교육연구단은 참여대학원생의 연구력 증진을 위하여 국내의 저명한 연구자와 

전문가를 초청하여 7건의 특강을 진행하였으며, 해외 석학 및 전문가를 초청하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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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과 교육의 미시적 흐름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자체적인 학술

대회를 개최하여 저명 학자들과 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의 논문 발표 및 토론을 진

행함으로써 교육연구단 전체 구성원들의 연구력을 증진하고자 하였다. 특히 대학내 

단과대학(인문대학)과 BK21 교육연구단(사학과), 타대학 BK21 교육연구단(연세대 국

어국문학과)과 공동 국내외 석학 및 전문가 초청 특강을 개최하여 학제간 교류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외적 연구의 경향성을 파악하고 문

화어문학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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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교수 및 신진연구인력을 배치하여 교육연구단의 원활한 운영과 비전 및 목표

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내 교육 및 연구, 문화 관련 5개 기관들과 

중국 하북성문화산업연구기지 및 미국 밴더빌트대의 2개 국외 기관들과 MOU를 체

결하고 교육과 연구 등에서 실제적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역량 영역 

성과

1.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본 교육연구단은 참여대학원생의 학술 및 실용 능력을 강화시키고자 범용적 능

력개발 프로그램과 학술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투트랙 기반 큐브형 교육과정을 운

영하고 있다. 범용적 능력개발 프로그램은 기초와 심화 과정으로 분리하여 진행하

였으며, 기초과정의 경우 R을 활용한 통계의 방법 교육 등 총 1회의 특강과 9회의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심화과정의 경우 Python을 활용한 통계적 연어 추출 및 분석 

교육 등 총 2회의 특강과 2회의 교육을 진행하였다. 학술능력 향상 프로그램으로는 

자료 구축, 교육 및 연구의 심화, 실용화 과정으로 분리하여 진행하였으며, 국내 해

당 분야 연구자 및 전문가를 초청하여 각각 2회, 3회, 2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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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내 단과

대학과 사학과 BK 교육연구단 및 연세대 BK21 교육연구단과 공동 초청 특강을 개

최하고 미국 밴더빌트 대학과는 한국어 언어교류를 35회 실시하는 등 국내외 기관 

및 연구자와의 공동연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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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대학원생의 학습을 효율적으로 지원하

기 위하여 학부 과정에서 3과목, 대학원 과정에서 4과목을 개편하여 2021년 2학기

에 적용함으로써 학부와 대학원간의 연계성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대학원생의 인권 

보호를 위해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생 권리장전’을 제정하고, 내규에 대학

원생의 집중연구시간 보장 조항을 추가하여 이를 실제 적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회의 참여대학원생 워크숍을 통해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학술논문 및 학위

논문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절차를 대폭적으로 강화하였으며, 대학원 강의 

및 주요 행사에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연구역량 영역

성과

1. 참여교수 연구역량

 본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 8인은 최근 1년 간 논문 19편, 저서 9권 등 총 28편의 

양적 성과를 거두었으며, 전체 연구실적 28편 중 68%(19편)의 실적이 본 교육연구

단의 주요 아젠다에 기반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정부 연구비, 산업

체(국내) 연구비 지원을 받은 다수의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지역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산업 구조 변화의 대응으로서 문화어문학 연구를 실천하고 있다.  

2. 산업·사회에 대한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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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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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여하고 있다. 또한 연구 성과의 대중적 확산을 위해 교육연구단 유튜브 채널 운

영, 신문 칼럼 연재, 인문학 강연 활동, 교양저서 출간 등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지역내 교육 및 연구, 문화 관련 5개 기관들과 MOU를 체결하고 학술대회와 특강 

등을 개최하고 구성원 교류와 연구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 교육 및 연구 관

련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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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학

술대회 발표 등의 국제적 학술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국제 공동연구 저서 및 해외 

번역서의 출간이 이루어졌으며, 해외 저명 저서의 번역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다

양한 외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연구자 교류를 바탕으로 국제 공동연구를 수행함

으로써 국학의 세계화와 문화어문학 연구의 외적 확장을 꾀하고 있다. 



달성 성과 요약

 본 교육연구단은 세계 저명대학 벤치마킹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및 연구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그 결과, 교육역량 영역에서는 5건의 

교육과정 개발, 4건의 교과목 개편, 3회의 특강과 11회의 교육을 실시하여 학술 및 

실용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충실히 운영함으로써 학술과 현장 역량을 갖춘 한국어

문학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연구역량 영역에서는 문화어문학 이론의 재정립

을 통해 지역 문화어문학의 심화를 꾀하고, 지역 문제에 대한 탐색, 산업 구조 변

화의 대응으로서의 어문학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산업·사회 및 지역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문화어문학 연구의 외적 확장을 위해 중국 하북문화산업연구

기지 및 미국 밴더빌트대와 MOU를 체결하여 실제적 국학의 세계화에 기여하고 있

으며, 참여교수들은 다양한 국제적 학술활동을 수행하며 이를 주도하고 있다.

미흡한 부분 /

문제점 제시

1. 교육역량 영역 

 교육과정 개발의 경우 2021년도에 추진되어 2022년 5건의 실적을 거두었으나 이

후 추가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업 기간 내 새로운 사업이 추진될 필

요가 있다. 그리고 참여대학원생에 대한 교육과 연구능력 강화가 효과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으며, 취업률 및 그 질적 수준도 높다고 볼 수 있으나 석박사 과정에 진

학하는 신규 입학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교육연구단 홍보와 진학

률 제고가 필요하다. 또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어문학 현장 답사와 실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왔기에 당국의 지침에 따른 세밀한 추진계획을 갗

추어 이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역량 영역

 일인당 논문 편수는 교수가 평균 2.38편, 저서가 1.13권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거

두었으나 신진연구인력은 5편으로 1인당 1.67편에 불과하여 학술 연구 역량의 제고

와 함께 양적, 질적 연구성과의 도출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양적 성격의 전공서 발

간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보다 대중적인 일반 교양서 발간을 통해 연구 성과의 

대중적 확산을 꾀할 필요가 있다. 또한 1차년도에는 ‘지역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민족지 연구’, ‘산업 및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한국어문학 자료 구축 및 처리·

응용 시스템 연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 ‘세계화에 대응하는 지역 문화어

문학 및 한국어문학 연구’는 다소 부진하였다.

3. 국제화역량 영역

 본 교육연구단은 뉴욕주립대 버팔로 캠퍼스, 밴더빌트대, 스페인 파브라 대학과 

교류협력을 위한 교수진, 실무진 회의를 개최하고 메일을 통해 외국 대학 및 연구

기관과 교류협력을 꾀한 결과 2개의 연구기관 및 대학과 MOU를 체결하였으나 미

국 뉴욕대 및 인도 네루대학 등과의 교류 및 협력 추진이 실질적 결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특히 참여대학원생들의 국제학술대회 발표가 7건 이루어졌고, 이 중 1건

은 독일 현지에서 발표가 이루어졌으나 당초 계획했던 이스라엘과 미국으로의 학

술대회 발표와 단기연수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실제 국

제 학술지 논문 게재도 미흡한 상황이다. 



차년도 

추진계획

 

1. 교육역량 영역 문제점 개선 방안

 대학원 교육과정 개편의 경우 추가적인 2과목 개편이 2학기 내에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교육과정 개발의 경우 기존에 추진되어 보고되었던 성과물을 단행본으로 

발간하여 실제 교육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입학 및 재학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참여교수 및 신진연구인력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선후

배간 결연과 쌍방향 멘토제 등의 지속적 실행 및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 현장 답

사 및 조사 활동은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면서도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

여 실천하도록 한다. 특히 교육연구단의 홍보 강화와 학부-대학원간 공동학술발표

회와 학술동아리 지원활동 등을 강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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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교수의 논문 및 저서가 실질적 성과로 도출될 수 있도록 한다. 일반 교양서 발

간도 기존에 발표된 대중적 글들을 모아 전공별 또는 주제별로 묶어 발간한다. 

3. 국제화역량 영역

 뉴욕주립대 버팔로 캠퍼스, 스페인 파브라 대학, 인도 네루대 등과 학술 및 공동

연구 등을 활성화하여 MOU를 체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실제 체결 단계에 

이르도록 하며, MOU 체결 기관과는 교육과 연구 등에서 실질적 협력이 가능하도록 

한다. 특히 참여대학원생들의 단기 연수나 국제 학술대회 등에서의 논문 발표가 가

능하도록 교육과 논문 지도 등을 충실히 실천하면서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국제학술대회의 발표가 국제 학술지 논문 게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 1 -

Ⅰ   교육연구단의 구성, 비전 및 목표

1. 교육연구단장의 교육·연구·행정 역량

성      명 한 글 정 영 문 Jeong, OOO

소 속 기 관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1. 교육연구단장의 교육 역량

  본 교육연구단의 단장인 정우락 교수는 2005년에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부임한 이래 대학 교

육의 혁신과 인재 양성에 노력하는 한편, 다수의 시민강좌를 기획·개발하여 한국어문학에 기반한 인

문학의 대중화에도 심혈을 기울여 오고 있다. 또한 본 교육연구단의 단장으로서 지역 문화어문학 관

련 자산의 발굴과 연구의 심화를 기하면서 중국 교수들과 교재를 집필하고 문화어문학 관련 저작물

을 번역하는 등 한국학의 세계화에 적극 기여하고 있으며, 국제적 수준에 부응하는 연구 수준을 이루

고자 최선을 다 하고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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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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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KRI(한국연구자정보) 기준 학술논문 129건, 학술저서 93건(공저 포함)을 저술하

는 등 양적, 질적 차원에서도 우수한 연구실적을 발표하여 한국어문학 분야를 선도하는 연구자로 인

정받고 있다.

연번 저자
논문제목/저서제목/
book chapter제목

저널명/출판사명
권(호), 페이지/
ISBN/ISBN 

(pp. ** - **)

게재연도
/출판연도

DOI 번호
(해당 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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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
구곡원림(九曲園林)의 양상과 
경북 구곡의 문화사적 의미

유교사상문화연구/한
국유교학회

77호, 39/
1226-7082
(pp.369-407)

2019

3 정
모순의 힘 : 한국문학과 물에 
관한 상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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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OO

OO

OO

OO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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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술상 및 우수도서 선정

  - 1997년 남명학술상 등 학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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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외 공인 연구 실적(2018년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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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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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2018.06)

  - 東亞宗家文明與齊氏家祀(齊家, 中國河北大學出版社, 중국)(2021.02)

  - 韓國儒士的中國旅行日記硏究-以張錫英的《遼左紀行》爲中心(燕趙文化硏究 5, 社會科學文獻出版社, 

중국)(2021.07)

  - 韓國大邱地域的文學景觀與其特征-以九曲文化爲中心-(中華優秀傳統文化硏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中國社會科學出版社, 중국)(2021.09)

  - Hoedang Jang, Jang, Seok-yeong`s Prison Diary Heuksanilrok(CLASSICAL KOREAN STUDIES 2, 

THE KOREAN STUDIES INSTITUTE)(2022.06)

3. 교육연구단장의 행정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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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남명학연구소, 한국국학진흥원 등의 연구단체에 참여해 활동해 왔으며,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 구

원의 원장직을 수행하면서 영남권역 최고의 연구 전문기관으로 성장시켰다. 특히나 2020년 11월부 터

는 경북대학교 도서관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내 유관 기관과 세계적 대학 도서관과의 협력을 강화 함

으로써 대학의 학술연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였고, 소장 문헌 및 유물 등의 가치를 새로이 확인하 여 

기획 전시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도서관이 연구의 중심 기관이자 지역내 문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1) 연구소 운영

  - (사)남명학연구원 운영위원 및 상임연구위원(2005～현재)

  -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원장(2015～2019)

4 정
후산졸언 시문선집
(厚山拙言 詩文選集)

지식을만드는지식
342/
9791128854590
(pp.1～342)

2020

5 정
글로벌 시대, 문화어문학의 기
본 구성과 방법론 재정비

한국문학과예술/사단
법인 한국문학과예술
연구소

39, 34/
1976-8400
(pp.199～232)

2021

6 정
韓國大邱地域的文學景觀與其特
征-以九曲文化爲中心-

中華優秀傳統文化硏
究/中國社會科學出版
社

14/

(pp.201～214)
2021

7 정
Hoedang Jang, Jang, 
Seok-yeong's Prison Diary 
Heuksanilrok

CLASSICAL KOREAN 
STUDIES/THE KOREAN 
STUDIES INSTITUTE

2, 30/
2799-7359
(pp.11～41)

2022

8 정OO 영남 한문학과 물의 문화학 도서출판 역락
706/
9791167423825
(pp.1～706)

2022

OO

OO

OO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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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원 학과(부) 소속 전체 교수 및 참여연구진

대학원 학과(부) 학기 전체교수 수 참여교수 수 참여비율(%) 비고

국어국문학과
2021년 2학기 10명 7 70

2022년 1학기 10명 8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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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2> 최근 1년간(2021.9.1.～2022.8.31.) 교육연구단 대학원 학과(부) 소속 전임 교수 변동 내역

연번 성명 변동 학기 전출/전입 변동 사유 비고

1 안OO 2021년 2학기 전입 사업 참여 2021년 1학기 신규 임용

2 이OO 2022년 1학기 전입 신규 임용 2022년 1학기 신규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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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2학기 16 12 75 9 6 67 2 2 100 27 20 74

2022년 1학기 15 12 80 10 9 90 2 2 100 27 23 85

참여교수 대 참여학생 비율 2.87명 (교수 1명당 지도학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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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산관학 협력 활동 및 연구 단체 운영 경력

  - 경상북도 문화재위원(2015～현재)

  - 경상북도 문화융성위원회 부위원장(2016～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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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경북대 도서관 및 기록관 운영

  - 경북대 도서관장 및 기록관장(2020.11～현재)

  - 경북대 도서관 장서수: 350만원으로 전국 2위

  - 경북대 고서실의 장서수: 6만 5천여 건

 4단계 BK21 사업에 참여한 참여교수는 전체 학과 교수 10명 중 7명이었다. 이후 2021년 2학기에 국

어학 전공인 백두현 교수가 안미애 교수로 전환되어 참여교수 변경이 이루어졌으며, 2022년 1학기

(2022년 3월)에 신규 임용된 현대문학 이승현 교수(희곡 전공)가 신규로 참여하여 참여교수 증원이 이

루어졌다. 이에 현재 학과 교수 10명 중 8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4단계 BK21 사업 시작 

시점에 비해 참여교수의 인원이 1명 증가하였으며, 참여교수의 비율은 10% 증가한 80%를 차지하고 

있다. 참여대학원생의 경우 2021년 2학기에 석사 14명(석·박사 통합과정 1명 포함), 박사 6명으로 총 

20명이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2022년 1학기에 석사 13명, 박사 10명(석·박사 통합과정 1명 포함)으로 

총 23명이 사업 진행에 참여하였다. 따라서 참여대학원생의 경우 3명이 증가하였다. 

 추후 사업 진행에서 참여교수는 지속적으로 8명, 80%의 참여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참여대학원생의 경우 2022학년도 2학기에 졸업과 참여기간 종료로 8명의 인원이 감소하고, 새로이 석

사과정 2명과 박사과정 2명이 입학하여 참여 증원이 이루어져 2022학년도 2학기의 참여대학원생 수

는 19명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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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연구단의 비전 및 목표 달성정도

계획

1. 교육의 비전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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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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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 과정의 이수 체계화를 통한 진로 다양성 확보

  (2) 협업과 융합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교육·연구 시스템 구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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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편 적용 학기
교과목명 담당교수

석사 문화어문학연구 문화어문학연구방법론 정 3

2021년 2학기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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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과정 개발 사업 추진 내역

연번 연구 구분
책임
연구자

직급 과제명 사업 기간

1 교과목 개발 김 교  수 <영남지역과 문화어문학> 교과목 개발 2021.05.～2022.02.28.

2 교과목 개발 최 부교수 <문화간이해의 연구> 교과목 개발 2021.05.～2022.02.28.

3 교재 개발 남 교  수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논문 작성법 2021.06.～2022.02.28.

4 부교재 개발 남 교  수 현대 신어 연구의 현황과 과제 2021.05.～2022.02.28.

5 총서 개발 손 계약교수 낙동강과 문화어문학 2021.05.～2022.02.28.

  (2) 교육과정 개발 사업 추진 결과

연번 연구 구분
책임
연구자

결과물

형태 서명 출판사 제출일(출판일)

1 교과목 개발 김 결과보고서
<영남지역과 문화어문학> 
교과목 개발 결과보고서

2022.02.10.

2 교과목 개발 최 결과보고서
<문화간이해의 연구> 교과
목 개발 결과보고서

2022.02.10.

3 교재 개발 남 준단행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논문 
쉽게 쓰기

2022.02.10.

4 부교재 개발 남 단행본 현대 신어 연구 한국문화사 2022.02.01.

5 총서 개발 손 단행본 낙동강과 문화어문학 도서출판 역락 2022.02.15.

   - 교재 개발(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논문 쉽게 쓰기)의 경우 2022년 1학기에 실제 강의에 교

재로 활용하고 있으며, 실강의에서 드러난 장단점을 보완하여 2022년 2학기 단행본으로 

출판 예정

  (3) 교육과정 개발 관련 학술세미나 2회 개최 

   - 대상 연구: 낙동강과 문화어문학 총서 개발 관련 

   - 1차 세미나 : 문화공간으로서의 낙동강, 그 연원과 양상(2021.08.26.)(직전 사업기간)

   - 2차 세미나 : 예술공간으로서의 낙동강, 경쟁과 회통(2021.10.29.)

    ·김동연(경북대) : 歌辭에 나타난 진성 이씨 여성들의 낙동강 船遊
    ·조가유(경북대) : 장혁주 소설에 나타난 낙동강 유역의 표상

    ·류명옥(부산외대) : 낙동강 유역 설화의 전승양상과 문화적 의미

    ·최은주(한국국학진흥원) : 낙동강에 대한 공간감성과 그 의미

OO

OO

OO

OO

OO

OO

OO

OO

OO

OO

OO

OO

OO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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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

 1) 문화어문학 연구방법론의 심화와 내적 확장 : 국내 전문가 특강

  - 강현화 교수(연세대), 글로벌 시대의 한국언어문화 연구의 방향성 모색, 2021.11.18.

  - 강범일 교수(연세대), 언어 자료 처리, 2022.02.17.

  - 임지룡 교수(경북대), 의미 변화의 성격과 양상, 2022.01.17.

  - 김승룡 교수(부산대), 한국고전문학과 문헌(1) - 예기 <악기>에 대한 집석적 이해와 그 의

미, 2022.04.26.

  - 신해진 교수(전남대), 한국고전문학과 문헌(2) - 17세기 실기문학과 문헌, 2022.05.24.

  - 박철우 교수(안양대), 문장 의미의 연구 방법, 2022.05.30.

  - 한수미 교수(한림대), 디지털 인문학 교육과 방법론,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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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yein Amber Kim 교수(미국,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Understanding Race, Koreanness, and "K-identity" in Hallyu and Implications for Korean 

Language and Culture Education, 2021.11.23.

  - Jieun Kiaer 교수(University of Oxford), 글로벌 시대의 영어와 한국어의 상생에 관하여, 

2021.11.25.

  - Todd Henry 교수(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Grasping in the Dark: Toward 

Queer Histories of Authoritatian South Kore, 2021.11.30.

  - 백준오 교수(영국, BYU), 인지 모델 연구 방법론의 이론과 탐색, 2022.01.24.

  - 박찬응(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판소리 이중언어 공연의 의의, 2022.07.06.

 3) 학제간 교류를 통한 문화어문학 연구의 방법론 확산과 심화

   (1) 전국 규모 종합학술대회 공동 개최

    - <고문헌 연구회> 동계 전국학술대회, 2022.01.07.

    - <한국방언학회> 하계 전국학술대회 : 방언과 사전, 2022.07.01.～7.2.

    - <한국문학언어학회> 하계 전국학술대회 : 비교연구의 시각과 논점, 2022.08.19.

   (2) BK 관련 학교 및 기관과의 공동 학술대회 개최

    - 교내 BK 사업단과의 협력

     ․ 인문대학 BK 교육연구단 국제학술대회 : 공동체의 일상과 지역 문화어문학, 2021.11.1

1.～11.12.

     ․ 사학과 BK교육연구단 공동학술 행사 : 오수창 교수(서울대), <춘향전>의 21세기 생명력 

점검 -영화 <춘향전>과 전통시대 원전의 비교, 2022.02.15.

    - 타대학 BK 사업단과의 협력

     ․ 국제대중가요학회(IASPM)-연세대 BK 교육연구단 해외석학 초청 공동특강 : 박찬응(미, 

오하이오 주립대), 판소리 이중언어 공연의 의의, 2022.07.06.

 4) BK 교육연구단 자체 학술대회 개최

    - 글로벌 시대의 문화어문학 연구의 실천 제1차(문학분야), 2021.10.01.

    - 글로벌 시대의 문화어문학 연구의 실천 제2차, 2022.01.20.～21.

    - 학부-대학원 연계 공동 학술대회, 디지털 시대의 문화어문학,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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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계 저명대학 벤치마킹 분석결과에 근거한 혁신 : 검증 및 환류 시스템 구축

 1) BK21 사업 및 대학원 교육․연구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시스템의 체계화

교육연구단장 : 

정우락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교

내

정우락(경북대 국어국문학과)

남길임(경북대 국어국문학과)

김주현(경북대 국어국문학과)

단    장 : 정우락

부 단 장 : 남길임

운영위원 : 김진웅

운영위원 : 이승현

운영위원 : 김주현

정우락(경북대 국어국문학과)

권태환(경북대 국제교류처)

이영호(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황보영조(경북대 사학과 BK21교육연구단)

엄기홍(경북대 정치외교학과 BK21교육연구팀)

교

외

유현경(연세대 국어국문학과)

김승룡(부산대 한 문 학 과)

류보선(군산대 국어국문학과)

교육분야 연구분야 세계화분야 

교수 : 남길임, 김덕호, 최은숙

신진 : 손대현

교수 : 김주현, 김진웅

신진 : 안주현

교수 : 안미애, 이승현

신진 : 칸 앞잘 아흐메드

 2) 학부 및 대학원 교과목 개편을 통한 교육 과정의 이수 체계화

  (1) 학부 및 대학원 교과목 개편

   가. 학부 교과목 개편

    - 지역한문학현장론

    - 훈민정음과한글문헌학

    - 언어문화와사회언어학

   나. 대학원 교과목 개편

     - 문화어문학연구방법론

     - 영남지역과 문화어문학

     - 글로컬문화콘텐츠개발연구

     - 학술논문작성법(영문/국문)

   다. <영남지역과 문화어문학>(김주현 교수) 및 <문화간 이해의 연구>(최은숙 교수) 교과목에 

대한 강의 요목 개발 보고서

  (2) 학부 및 대학원 연계 강화를 통한 대학원 진학률 제고

   가. 국어국문학과 진로 탐색 전문가 특강(1차), 2022.01.22. (국어국문학과 주최)

    - 강사: 강현아(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이민주(국립국어원), 정희윤(NHN 다이퀘스트)

    - 주제: 공기업, 연구개발직 취업하기

   나. 국어국문학과 진로 탐색 전문가 특강(2차), 2022.01.24.

    - 강사 : 조유영(제주대학교), 신하영(국립한글박물관), 최은주(한국국학진흥원)

    - 주제 : 교수, 연구직 취업하기

   다. 2022년도 대학원 전공체험 박람회, 2022.05.08.～05.10.

   라. 교수님과 함께 하는 DREAM BRUNCH : 고전문학(2022.05.30), 국어학(2022.05.31), 현대문

학(2022.06.02)

   마. 학부-대학원 연계 공동 학술대회, 디지털 시대의 문화어문학, 2022.07.28.

      - 나랏말쌈(국어학) : 표준어 지향성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기반의 실험음성학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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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벼리(현대문학) : 김초엽 소설에 나타나는 포스트휴먼과 휴머니즘에 대한 고찰

      - 안진산·금동현 : 웹 말뭉치를 활용한 드라마 <D.P> 수용 연구-디지털어문학 연구의 

방법론 설계를 중심으로-

      - 이재섭·고예린·성민규 : 의미적 신어 ‘꿀’의 의미 특성과 기능

      - 손대현: 양귀비 관련 시가의 한중일 변이양상 연구-한시 <장한가>, 가사 <양귀비가>, 

노 <양귀비>를 중심으로-

   바. 국어국문학 전공 살려 취업하기, 2022.08.19.

      - 강사 : 전설련(중국, 성도대), 김정아(이탈리아 나폴리대)

      - 주제 : 해외 대학교수 임용 성공전략

 3) 연구그룹 설정과 지속적 연구의 심화 실행

  (1) 연구실별 연구그룹의 설정과 연구의 심화 실행

  (2) 참여대학원생간 연구그룹 설정 및 연구의 심화 실행

구분 일시 발표자 및 발표 주제

국어학

전공집담회

2021.09.17.
- 백미경 : 우즈베키스탄 중급 학습자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연구 - 학습자 말뭉치 오류 분석을 중심으로
- 황징슈엔 : 중‧한 팬덤 용어 비교 연구

2021.10.15. - 2021년도 2학기 참여대학원생 연구활동 현황 및 계획 공유

2021.11.15.
- 푸량 : 한·중 인터넷 신어의 사회·문화적 대조 고찰
- 고예린 : ‘Delicious Words' 책 요약
- 박시온 : 대구 무술명 오작비 해독

2021.12.20.

- 티람 : 미얀마인의 학습자의 한국어 함축 이해 연구(TOPIK 
II 듣기 평가 대상으로)

- 허옌홍 : 한중 직장 구어 담화에서의 인식 양태 사용 양상 
연구 - 예능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2022.04.20. - 2022년도 1학기 참여대학원생 연구활동 현황 및 계획 공유

2022.05.25.

- 고예린 : 분포 의미론의 방법론과 그 한계
- 백미경 : 한국어 교육의 연구 동향과 연구 방법론
- 황지윤 : 사회언어학의 연구 동향과 연구 방법론
- 강민지 : 의미론·화용론의 연구 동향과 연구 방법론

2022.06.24. - 황훼이민 : 한국어 화행 연구 동향: 중국에서 진행된 연구를 

연구실별 연구그룹 참여 교수 특강 및 연구 진행 내용

지역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민족지 연구

정우락

김주현

김덕호

최은숙

이승현

- 임지룡, 의미 변화의 성격과 양상, 2022.01.17.
- 박철우, 문장 의미의 연구 방법, 2022.05.30.
- 김승룡, 한국고전문학과 문헌(1) - 예기 <악기>

에 대한 집석적 이해와 그 의미, 2022.04.26.
- 신해진, 한국고전문학과 문헌(2) - 17세기 실

기문학과 문헌, 2022.05.24.
산업 및 사회변화에 대
응하는 한국어문학 자료 
구축 및 처리 응용 시스
템 연구

안미애

남길임

김진웅

- 강범일, 언어 자료 처리, 2022.02.17.
- 한수미, 디지털 인문학 교육과 방법론, 2022.06.02.

세계화에 대응하는 지역 
문화어문학 및 한국어문
학 연구

정우락

김주현

남길임

최은숙

김진웅

- 강현화, 글로벌 시대의 한국언어문화 연구의 
방향성 모색, 2021.11.18.

- 박찬응, 판소리 이중언어 공연의 의의,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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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역사회 및 국내외 연관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협력

  (1) 지역사회 및 국내 연관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협력

   - 성주문화원 MOU 체결(2021.12.02)

   - 상주문화원 MOU 체결(2021.12.02)

   - 경북대학교 한국어문화원 MOU 체결(2021.12.06)

   - 경북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문화학과 MOU 체결(2021.12.06)

   -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2022.01.12)

  (2) 국외 연관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협력

   - 중국 하북대 하북성문화산업연구기지 MOU 체결(2021.11.23)

   - 미국 밴더빌트대 MOU 체결(2022.05.06)

   ·밴더빌트 대학교 언어 문화 교류(경북대 참여대학원생 5명 : 강민지, 황지윤, 백미경, 박

시온, 황훼이민) : 2021년 9월～2022년 8월까지 35회 실시

 5) 디지털 플랫폼 기반 어문학 자료 구축 및 연구의 심화

   - 유튜브 채널명 : ‘경북대 국문과 BK교육연구단-유튜브 채널’

                     ( https://www.youtube.com/channel/UCrsVOKY2BXyy0JPGDZkkg-Q )

   - 인문학 강좌 업로드 : 2021년 9월～2022년 8월까지 강좌 및 소개 영상 60회 업로드

중심으로
- 리니나 : 프랑스의 한국어 연구 동향-의미론과 화용론 연구 

중심으로-
- 허옌홍 : 중국의 한국어 연구 동향
- 티람 : 미얀마의 한국어 연구 동향 분석

2022.07.15.

- 왕슈팅 : 한국어, 중국어, 수어(水語) 음운 체계 대조 연구 -
자연언어의 보편성을 중심으로-

- 박시온 : 수학계획서' 공유
- 이재섭 : 구조주의에 관한 소략하고 맛좋은 정리

고전문학

전공집담회

2021.12.20.
- 리우판판 : 규방가사로 본 여성 노동 양상과 태도 탐색
- 손대현 : 한강 정구의 용화동범과 예술적 형상화의 의미

2022.06.10.
- 조원학 : <한양가>에 나타난 문, 무, 희의 표현양상과 그 의미
- 리우판판 : 내방가사에 나타난 노동에 대한 여성의 저항 양

상

2022.07.08.
- 왕즈화 : 중국 사행 연행록 <죽계록> 연구
- 손대현 : 양귀비 관련 시가의 한중일 변이양상 연구

2022.08.12.
- 신소윤 : 해창 송기식의 사물시를 통해 본 지향의식
- 손대현 : 대구 관련 대중가요에 나타난 장소성과 지역 문화

콘텐츠로서의 활용 방안

현대문학

전공집담회

2021.11.19.
- 참여대학원생 연구논문 발표
- 발표자 : 권길령, 장민

2021.12.16.
- 참여대학원생 연구논문 발표
- 발표자 : 최현빈, 조가유

2022.04.07.
- 연구계획서 발표 및 공유: 조가유, 권길령, 장민, 금동현, 이

지나

2022.05.10. - 조가유 : 장혁주와 대만 작가들의 소설 비교연구

2022.06.07.

- 금동현 : <[살인나비를 쫓는 여자]를 찾아서>-1970년대 김기
영의 영화 활동

- 성호정 : <한일협정 반대운동과 문학의 재구성>-이청준, 김
승옥 및 최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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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교육연구단 홈페이지 내 외국어 버전 소개 웹페이지 제작 및 업로드

   - 업로드 홈페이지 : http://bk21ync.org/

   - 추가 제작 및 업로드 버전 : 영어 ․ 중국어 ․ 일본어 버전

 7) 교육연구단 소개 다국어 팜플렛 제작

   - 제작 다국어 : 한국어 ․ 영어 ․ 중국어 ․ 일본어 팜플렛

   - 활용 : 교육연구단의 국내외적 행사시 활동 홍보, 우수 국 ․ 내외 대학원생 유치

애로

사항

 

1. 코로나-19의 진정으로 해외 장단기 연수 및 국내외 학술대회 참석을 계획하였으나 변이

형 확산으로 인해 행사 주관 기관들이 학술대회를 취소하거나 연수 중단을 요청하면서 

교육연구단이 당초 계획한 결과를 이루지 못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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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 교류 등의 활동이 대면접촉 제한으로 인해 당초 계획 대비 느리게 진척이 되거나 지

체되고 있으며, 심한 경우 중단되고 있음.

3. 문화어문학 관련 개설 교과목에 특정 영역의 전문가를 활용할 경우 학생들에 대한 교육

의 수월성 제고와 연구 능력 강화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나, 강사법 개정 

이후 공모와 심사 과정을 거쳐 일정 기간 이상 강사를 임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전문가 

초빙 및 활용이 제한을 받고 있음. 따라서 전문가의 활용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특강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11 -

Ⅱ   교육역량 영역

□ 교육역량 대표 우수성과

1. 대학원생 대표 우수 연구실적

 1) 학술지 게재 대표 우수 연구실적

  - 조가유, 「장혁주의 초기 소설에 나타난 낙동강 유역의 표상」, 『인문학연구』 36, 인천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21.12. 

  본 논문은 장혁주의 초기소설에 등장하는 낙동강 유역의 지리적 위치를 분석하고 나아가 그 장소

들이 지니는 문학적 의미를 고찰하였다. 대구 작가인 장혁주는 식민지 조선인들의 진실되고 비참한 

삶을 전세계에 알리기 위해 소설을 써서 동서양에서 호평을 받았다. 장혁주는 그의 소설 속 인물들

을 낙동강의 상류권역과 하류권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게 했는데 문경 이곡리에서 의성 다인면 비봉

산, 문경 점촌동에서 예천 지보면 마전리, 예천 지보면 소화리에서 안동 풍천면 하회리, 창원 대산

면에서 부산시까지 등이 그 활동의 주요 지역이다. 소설 속 인물들은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생존, 

발전, 정의, 화합의 관계를 실현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였으며, 강을 둘러싸고 생활하면서 출정, 

암투, 희생 및 교섭 행위를 보여주었다. 장혁주의 작품에 나타나는, 낙동강 관련 인물의 이야기들은 

강의 동쪽에서 서쪽으로, 하류에서 상류로 악영향이 퍼져나가는 것을 보여준다. 거기서 멈추지 않

고, 장혁주는 선한 영향력이 상류에서 하류로 퍼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는 소설에서 작

가가 우회적으로 조선의 동남쪽에 위치한 대상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지역의 주요 문학가로서 주목받지 못하여 왔던 장혁주와 그의 문학 작품을 발굴하여 

실제 지역과 관련시켜 고찰함으로써 그 동안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작가와 문학작품을 발굴하여 연

구할 뿐만 아니라 문학지리학 측면에서 이를 살펴 봄으로써 문학적 의미 및 그 위상까지도 새롭게 

위치시키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교육연구단이 지역 어문학 자산에 대한 연구와 새로운 연구방법론

의 개척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은 아젠다와 연관이 깊다고 볼 수 있다. 

 2) 학술저서 대표 우수 연구실적

  - 신소윤 외 14인, <<하외십육경(河隈十六景)>과 <하회구곡(河回九曲)>의 공간 형상과 그 의미>, 

『낙동강과 문화어문학』, 도서출판 역락, 2022.02.

  이 책은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어문학 자료에 대한 국문학, 한문학, 국어학, 문학지리학 등의 연

구방법론을 적용하여 고찰한 15인의 연구성과물로 저자는 <하외십육경>과 <하회구곡>을 대상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하외십육경>과 <하회구곡>에서 하회의 모습은 크게 일상공간에 대한 관심과 흥

취 표출, 선조에 대한 존숭과 도학적 공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형상화를 바탕으로 

두 작품은 영남의 정치적 소외와 풍산 류씨의 입지 강화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상황 속에서 영남 지

식인 그 중에서도 풍산 류씨들이 당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작되었으며, 그 이면에는 가문의식

을 확장하려는 작가의 창작의식이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 동안 주목받지 못하여 왔던 두 

작품에 대한 본격적 연구로서 본고가 이룬 성과는 추후 안동의 지역문학, 나아가 영남의 지역문학의 

특징을 밝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에 산재한 어문학 자산을 효과적으로 채집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문학적 실체를 

구명하고 그 가치를 확인하는 본고의 성과는 본 교육연구단의 아젠다에 부합하기에 연구의 성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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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내 학술발표 우수 연구실적 

  - 박시온 외 1인, 「20세기 초 한글 문헌 조한사례에 나타난 방언적 특징 고찰」, 2022년도 한

국문학언어학회・영주어문학회 공동 동계학술대회, 2022.01.12.

이 논문은 1925년에 발행된 조한사례를 대상으로 표기와 음운 현상 및 국어사적 가치를 가늠해

보고자 하였다. 표기적 측면에서 조한사례는 연철, 분철, 중철, 재음소화 표기 등이 모두 나타나

며, 하나의 어형이 다양한 표기로 혼기되어 나타나 근대 국어와 개화기 국어의 특징을 공유하고 있

다. 음운적 측면에서 조한사례에는 ㄷ구개음화가 주로 나타나며, 실현형과 미실현형이 공존한다. 

두음 법칙도 ‘롱담, 례셜, 륙체’ 등과 같이 미실현형이 다수 나타나 개화기 한글 문헌 자료에서 

어두의 ㄹ 출현이 자유로웠던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모음과 관련된 음운 표기

로 ‘ㆍ’는 비음운화가 이미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찰된다. 이외에도 ㅔ와 ㅐ의 혼기, 

고모음화 등이 이 문헌에서 관찰되며, 방언적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전설모음화의 예도 나타

난다. 어휘적 측면에서는 중세 국어의 고형에서 비롯된 어휘와 경상 방언이 반영된 어휘, 예법서로

서 예(禮)와 관련된 어휘가 나타난다. 따라서 조한사례는 20세기 초 경상 지역에서 발행된 한글 

문헌으로서 이 시기의 표기와 음운 의식을 공유한 문헌이며, 지역 간행 문헌으로서의 특징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현대 국어에 진입하는 시기에서도 표기와 음운, 어휘가 현대 국어의 특징

을 완전히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1910년대 이후부터 광복 이전의 시기는 국어사적으로 좀 

더 면밀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본 발표문은 기존에 자세히 고찰되지 못하여 왔던 조한사례라는 문헌을 발굴하여 이를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우리 국어사에서 제대로 구명되지 못한 1900년대 초기의 언어활용을 일정 부분 해명

하고 있다. 따라서 어문학 자산의 발굴과 연구의 심화라는 우리 <글로벌 시대의 지역 문화어문학 교

육연구단>의 아젠다에 부합하고 이를 실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국외 학술발표 우수 연구실적 

  - 백미경 외 2인, 「A Distributional Approach to Korean Semantic Ne-ologism - Identifying Their 

First Occurrences and Investigating Their Spread」, XX EURALEX International 

Congress, 2022.07.12.～16.

  본 발표는 독일 만하임에서 개최된 유라렉스 2022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하여 의미적 신조어에 대

한 실증적 연구의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COHA 또는 Google Books Ngram corpus와 같은 통

시적 말뭉치는 의미론적 변화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가능하게 하였다. 그리고 신조어 연구에서 진

행되어 온 의미론적 변화, 즉 ‘의미론적 신조어’는 식별 기준과 방법론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았

다. 그러나 '형식신어'와 마찬가지로 의미신어의 최초 발생 시점을 규명하는 방법론의 확립은 필수

적이다. 본 연구는 30년에 걸친 한국의 시분할 말뭉치 집합에 대한 분포적 접근을 사용하여 의미적 

신조어의 첫 번째 출현을 식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실증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병치

형 발달분석’과 ‘병치형 의미범주 할당’을 제안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본 발표는 사전학 및 말뭉치 연구와 관련한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제시하고, 그 과정에서 말뭉치 

언어학 및 사전 편찬론의 세계적 연구 동향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계화의 시대에 필요한 글

로벌 역량을 높이고 한국어의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제적 감각을 익히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

서 본 발표와 발표 논문은 우리 어문학 자산에 대한 연구의 성과 확인과 참여대학원생들의 연구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글로벌 시대의 지역 문화어문학 교육연구단>의 아젠다 실현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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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교수 교육대표실적

 1) 교육과정 개발

  - 김주현, <영남지역과 문화어문학> 교과목 개발, 2022.02.10.

  <영남지역과 문화어문학>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문화어문학의 자료를 구축하고 연구 토대를 강

화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개설한 교과목으로 지역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아울러 문학 연구의 스펙트럼

을 확장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고자 교과 교육 편성이 이루어졌다. 

  강의의 개발은 세 가지의 조건과 작업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였다. 첫째, 지역을 경북으로 제한하

고 크게 경북 북부권(안동, 영양 등), 서부권(김천, 칠곡 등), 동부권(경주 포항 등), 대구권 등 4개 권

역으로 나눠 어문학의 현황(특히 근대 시기)을 살펴보았다. 둘째, 지역의 작가, 작품은 물론 창작의 

바탕이 된 지역의 장소와 이들이 남긴 다양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셋째, 지

역문학에 대한 문화어문학적 연구의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강의 계획과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수립하였다. 구체적인 강의 일정은 총 15주차로 구성되었다. 강의의 전반기는 강의 및 실제 

방법을 탐구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였다. 4개의 권역으로 나뉜 구역에 대한 문화어문학적 접근방법을 

살펴보고, 이 가운데 학생들이 원하는 한 곳을 정해 교수와 수강생 전체가 답사를 진행하여 과제(답

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강의의 후반부는 학생들이 원하는 각각의 지역을 실제 답사하고 이

를 토대로 과제(연구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였다. 후반기의 강의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활동을 

중시하며, 영남 지역의 문화콘텐츠를 문학 연구뿐만 아니라 실제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 보도록 하였다. 

  본 교과목은 수강생들이 문학 작품 이해를 심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문학을 텍스트의 범주

를 벗어나 작가, 지역, 현장과 함께 이해함으로써 폭넓은 문학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

다. 그리고 문학 및 작가의 종합적 이해, 현장론적 탐구를 함으로써 문학의 콘텐츠화에 기여할 것이

며, 강의에서 얻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콘텐츠의 개발과 문학지리지, 또는 문학여행지도 

편찬 등에의 활용도 모색해 볼 수 있다. 영남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다양한 문학적 자산을 보유

하고 있기에 <영남지역과 문화어문학>이라는 교과목을 선도적으로 개발하여 실제 수업에서 운영한

다면 지역 문화어문학 자산의 발굴과 이에 대한 연구의 심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학

생들의 전공 연구 능력과 범용적 능력 계발이 이루어질 수 있어 우리 <글로벌 시대 지역 문화어문

학 교육연구단>의 목표를 수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교재 편찬

  - 안미애 외 3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논문 작성법』, 준단행본, 2022.02. 

  본 교재는 대학원 재학 이상의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논문 구성 방식 및 표현 방식에 대한 이

해 능력의 향상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이 자신의 연구 결과를 한국어 논문으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고급 수준의 학문 목적 한국어 글쓰기의 이론적 지식과 응용 능력을 키우기 위한 한국어 

논문 쓰기 교재이다. 기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학문 목적의 한국어 글쓰기 영역은 학부의 유학생

을 위한 한국어 종합 학습서 또는 글쓰기 종합 학습서의 일부로 주로 다뤄져 왔다. 최근 한국어 논

문 쓰기와 관련된 교재가 1건 정도 발간된 바 있으나 대학원 재학 이상의 유학생이 필요로 하는, 실

용 목적의 한국어 논문 쓰기 능력을 키우는 데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대학원 재학 이상

의 외국인 유학생이 자신의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한국어 학술 소논문과 학위 논문을 작성하기 위

해 필요한 글쓰기의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고, 이 지식을 자신의 논문에 응용하여 실제로 한국어로 

논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용적인 목적의 한국어 논문 쓰기 교재'를 목적으로 개발되

었다. 

  본 교재의 특징으로는 첫째, 기존의 외국인 유학생을 위해 개발된 학문 목적의 한국어 쓰기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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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성과 내용을 분석하고 종합하였다. 둘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학원 재학 이상의 외국인 유학

생을 위한 한국어 논문 작성 강좌의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해당 유학생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고

급 수준의 학문 목적 글쓰기의 영역 및 이론, 응용 방법의 요구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이들을 대상

으로 한 수요 조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교재가 목표로 하는 대상 학생은 외국인 

대학원생 (TOPIK 4.5～6급 수준)이며, 책의 구성은 15주차 강의를 기준으로 귀납식(예시 제시-분석-

지식 도출), 워크북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교재는 대학원 재학 이상의 외국인 유학생 대상으로 한, 

실용 목적의 한국어 논문 쓰기 교재로 활용될 것이며, 대학원 재학 이상의 외국인 유학생의 1）고급 

수준의 학문 목적 글쓰기 능력의 향상, 2）한국어 연구 계획서 작성 능력 함양, 3）한국어 논문 구

성 방식에 대한 이해 능력 함양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동안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대학원생을 위한 실용적 교재가 거의 전무하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본 교재는 이들에 대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논문 쓰기 교재로 활용되어 이들의 논문 

또는 글쓰기 능력을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될 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어문학에 대한 심도 깊은 

교육과 글로벌화라는 우리 <글로벌 시대 지역 문화어문학 교육연구단>의 아젠다를 실행하는 데 기

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부교재 편찬

  - 남길임 외 3인, 『현대 신어 연구』, 한국문화사, 2022.02. 

  본 교재는 대학원의 <문화어문학연구방법론>에서 활용할 부교재로 발간되었다. 국어학적 접근 중 

하나인 ‘신어’의 수집과 연구는 우리 국어에 대한 문화론적 접근법의 하나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

나 실제 연구의 효과적 방법론과 활용 가능성 등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음으로써 실제 강의에서 활

용하기에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본 교재는 신어 연구에 대한 이론언어학적, 사

전학적, 응용언어학적 연구 현황의 검토와 쟁점 확인, 신어 조사 대상 매체, 탐색의 방법론의 확인, 

사회문화적 현상으로서의 신어 연구의 의의 및 활용, 기타 신어의 쟁점: 유형, 빈도, 사전기술, 사회

문화적 활용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여 구성되었다. 특히나 이론언어학적 필요성(신어를 통한 문화어

문학적 방법론의 새로운 발굴, 한국인의 언어창조성을 가장 역동적으로 보여주는 신어에 대한 총체

적인 연구의 필요성, 조어론/어휘론/의미론적 차원에서의 현대 신어 연구), 응용언어학적 필요성(최근 

확산되고 있는 신어의 총체적인 수집 방안, 자동화 방안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웹 매체를 활용한 

언어 연구 및 언어 처리 향상), 언어문화론적 접근의 필요성(특정 주제, 특정 장르의 신어 연구의 필

요성, 영미권 “Keyword project”에 준하는 한국어 신어 연구의 필요성, 코로나-19 관련 신어 등 

사회문화적 현상에 대한 언어학적 기술의 필요성 방법론의 발굴)을 충실히 반영하여 교재가 이루어

졌다. 

  본 교재는 문화어문학, 국어학 분과의 부교재로서의 활용되어 국어학과 문화어문학의 통섭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 특정 분야의 신어를 이론적 관점에서, 문화어문학적 관점에서 연구하고

자 하는 연구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어학 신어 연구자들을 위한 

국내 최초 신어 추출 방법론 개론서로서 국립국어원 신어 조사 사업, 조어론, 의미적 접근 등을 포

괄하는 기존 연구의 신어 연구 방법론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지구적 관심사인 신어 

연구의 동향과 연구 방법론을 문화어문학적 관점에서 재논의함으로써 연구의 확장과 어문학 연구의 

사회문화론적 확장의 사례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국어학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으로서 신어 연구가 새로이 각광받고 있기에 본 교재는 문화어문학, 

국어학 분과의 부교재로서뿐만 아니라 국어학 연구의 새로운 경향의 방법론 학습과 연구에도 활용

될 수 있어 우리 문화어문학 자산에 대한 새로운 연구 방법론의 모색과 연구의 심화에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되기에 우리 <글로벌 시대 지역 문화어문학 교육연구단>의 아젠다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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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참고교재 편찬

  - 김덕호 외 14인, 『낙동강과 문화어문학』, 도서출판 역락, 2022.02.

  본 서적은 대학원에서 실시될 문화어문학 관련 교과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는 참고교재로 편찬된 

것이다. 본 참고교재는 낙동강 유역에서 이루어진 우리 철학과 문학, 예술 등의 제면모를 주목하여 

“공간”, “사람”, “문학”, “회통”이라는 네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낙동강을 중심으로 발현

된 문화어문학의 다양한 양상을 구체적으로 해명하고자 하였다. 총서는 총 3부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1부에서는 낙동강을 읽는 다양한 시각을, 제2부에서는 낙동강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던 선유(船遊)

와 구곡문화의 제양상을, 제3부에서는 낙동강을 배경으로 생활했던 세 작가들의 문학적 상상력을 살

폈다. 

  본 총서는 영남지역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인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문학, 어학, 기타 예술 방면의 

다양한 문화어문학 관련 주제에 대한 탐색의 시도와 문화어문학의 형성, 전파, 전승의 제양상을 검

토함으로써 지역에 산재한 문화어문학 자산을 발굴하고 관련 연구의 토대 구축에 기여할 수 있
것이다. 그리고 고전문학 전공자와 현대문학 및 국어학 전공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국어국문학 및 문

화어문학 연구의 문화적, 융합적 접근방법을 확산시키고, 문화지리학, 문화철학, 문화인류학, 회화 

등 문화어문학 관련 주변 학문과의 협업을 통해 연구과제에 대한 공동연구와 상호피드백 등을 실시

함으로써 연구성과의 질적인 성과 제고와 연구 방법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총서는 문화어문학 관련 강의의 부교재로 활용됨으로써 문화어문학 관련 학습의 효과 확대와 

대학원생 교육의 수월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 문화어문학 자산에 대한 새로운 

연구 방법론의 모색과 연구의 심화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에 우리 <글로벌 시대 지역 

문화어문학 교육연구단>의 아젠다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5) 교재 및 저서 해외 번역 출간

  - 남길임 외 2인, 超人氣韓劇 教你的 實用韓文表達, 日月文化出版社(台灣), 2022.

  이 책은 한국에서 발행된 『(외국인을 위한)사전에 없는 진짜 한국어』의 번역본으로 대만 일월문

화출판사에서 번역 및 출판이 이루어졌다. 실제 책명은 『超人氣韓劇 教你的 實用韓文表達(초인기 한

국 드라마로 배우는 실용 한국어 표현)』이다. 이 책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출현하는 한국어 표현을 

드라마별로 뽑아 사전 형식으로 제공한 것이다. 이 책에 수록된 100개의 표현들은 K-드라마에 자주 

등장하고 한국인들이 ‘밥 먹듯이’ 쓰지만, 기존 사전에는 없는 것들이다. 이 책에 실린 생생한 한

국어 표현들은 최근에 방영되어 외국에서 주목받는 드라마, ‘비밀의 숲’, ‘태양의 후예’, ‘도깨

비’ 등 한국드라마 3편에 나온 표현 100개에 대한 뜻풀이와 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예문은 언어

적·문화적 설명과 참고사항 등도 자세히 담아 학습자들의 흥미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드라마라는 

매개를 통해 한국어의 다양한 언어표현과 문화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한국어판은 2편까지 출간되었으며, 앞으로 중국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 다양

한 한국어 표현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번역서 출간은 우리 문화어문학의 

대중화 및 글로벌화라는 우리 <글로벌 시대 지역 문화어문학 교육연구단>의 아젠다와 부합할 뿐만 

아니라 그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6) 온라인 유튜브 채널 활용을 통한 연구력 강화 및 연구 성과의 대중적 확산

  - 채널명 : 경북대 국문과 BK교육연구단-유튜브 채널

  - 채널주소 : ’(https://www.youtube.com/channel/UCrsVOKY2BXyy0JPGDZkkg-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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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rsVOKY2BXyy0JPGDZkkg-Q)을 개설하여 현재 연구단 소개 동영상 9개(7개 외국어 소개 동영상 포함), 교

육연구단 출범식과 워크숍 등 참여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주요 활동에 대한 동영상 8개, 문화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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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자료 소개 6개, 전문가 및 저명 학자 초청 특강, 학술대회 관련 동영상 70개 등 총 93개의 동영

상을 업로드하였다. 코로나-19의 창궐로 인한 교육부문의 일대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온라인을 

활용한 교육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을 뿐 아니라, 대학 교육이 대중과의 접점이 약화되어 왔다는 점

에서 대중과의 소통은 대학 교육 혁신의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은 보편화되고 있다. 따라서 유튜브 

채널을 활용한 전문 지식의 대중화는 그간에 이루어진 학술 연구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보다 광범위

한 대중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장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유튜브를 활용한 교육연구단의 활동은 문화어문학의 개념 등을 설명하고 본 교육연구단의 주요 

학술활동을 공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본 계정을 통해 어문학 자료의 축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국내외 전문가 및 해외 석학의 특강 활동 자료들이 온라인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할 예

정이다. 따라서 유튜브를 활용한 이러한 자료들은 전세계에 있는 우리 어문학 연구자들이 쉽게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어문학에 대한 연구자들과 대중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실생활에서도 널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7) 해외 우수 저서 번역 교재 편찬 (진행 중)

  - 정우락, 文学地理学概论(修订稿)(曾大兴, 商务印书馆(北京), 2017), 2023. 9월 출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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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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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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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이라는 텍스트를 넘어 문학 산출의 배경이 되었던 공간에 주목하여 공간의 특성과 의미뿐만 아니

라 심상공간, 문학지리, 문화지리, 문화적 정체성 등에 이르기까지 탐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

재 심상지리, 서사지리, 표상, 스토리텔링 등에 이르기까지 문학지리학이 포괄하여 연구되고 있고, 

그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문화지리의 영역에까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기에 중국의 문학지리학 개

론을 번역하여 소개하는 것은 우리 문학지리학 연구의 선도적 업적이 될 만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에서의 문학지리학의 개념이나 내용, 연구 경향과 성과 등을 살펴 우리 문화어문학 자산에 대한 

연구에 대입하여 살펴보고, 그 공과를 확인함으로써 추후 우리 문화어문학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져

야 할 것임을 살피는 반면교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본 과제는 초벌번역이 2022년 1학기 초에 완료되고, 번역과 교정, 서술 용어와 내용 등에 대

한 포괄적 일체화 작업이 완료되어 2022년 9월경에 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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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1.1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현황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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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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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술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한 연구 능력 강화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일 시 주제 강 사

범용적 능력

개발 

프로그램

(기초)

2022.01.22.
국어국문학과 진로 탐색 전문가 특강
(1차) - 공기업, 연구개발직 취업하기

강현아(한국지능정보사회
진흥원, NIA)
이민주(국립국어원)
정희윤(NHN 다이퀘스트)

2022.01.27. 비대면 회의 운영 실무과정(2명 이수)

2022.02.10.
～03.21.

온라인국어학교(8회-7명 이수) : R을 
활용한 통계의 쌩기초(한말연구학회)

조용준(건국대)

범용적 능력

개발 

프로그램

(심화)

2022.01.24.
국어국문학과 진로 탐색 전문가 특강
(2차) - 교수, 연구직 취업하기

조유영(제주대학교)
신하영(국립한글박물관)
최은주(한국국학진흥원)

2022.02.17.
<언어 자료 처리 특강> (2회)
Python을 활용한 통계적 연어 추출, 
메타 정보를 활용한 담화 분석

강범일(연세대)

2022.08.19.
국어국문학 전공 살려 취업하기 - 해
외 대학교수 임용 성공전략

전설련(중, 성도대)
김정아(伊, 나폴리대)

프로그램

주제

프로그램 내용

일 시 주 제 강 사

자료 구축 2022.04.26.
한국고전문학과 문헌(1) - 예기 <악기>에 
대한 집석적 이해와 그 의미

김승룡(부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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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제간 협력 교육과정 강화

 1) 타 대학 및 타 학과 교과목 수강 및 <학점인정제> 활성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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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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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언어문화코스, 중국 해양대학 외국어학원 한국어과, 중국 하북대학 문학원, 인도네시

아 가자마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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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지역학 관련 교과목

    - 동서교섭사연구(사학과)

    - 장소·지역·공간(문헌정보학과)

   나. 산업·사회 관련 교과목

    - 자연언어처리(컴퓨터학과)

    - 기계학습(컴퓨터학과)

    - 기계번역(컴퓨터학과)

    - 데이터마이닝분석론(컴퓨터학과)

    - 사회과학빅데이터 분석 입문(사회학과)

    - 통계적 방법론 특강(통계학과)

   다. 문화론 관련 교과목

    - 문화산업과 장소마케팅(문헌정보학과)

    - 사회학과 대중문화론(문학치료학과)

    - 한국사상사연구(사학과)

    - 한국성리학연구(철학과)

    - 문화철학연습(철학과)

    - 중국문학사상사, 중국시화와 시론(중어중문학과)

  (2) 신규 개설 융합 대학원 교과목 개설 및 활용

2022.05.24.
한국고전문학과 문헌(2) - 17세기 실기문
학과 문헌

신해진(전남대)

교육 및 

연구의 

심화

2022.01.17. 의미 변화의 성격과 양상 임지룡(경북대)

2022.01.24. 인지 모델 연구 방법론의 이론과 탐색 백준오(BYU)

2022.05.30. 문장 의미의 연구 방법 박철우(안양대)

실용화
2022.02.15

<춘향전>의 21세기 생명력 점검 -영화 
<춘향전>과 전통시대 원전의 비교- 

오수창(서울대)

2022.06.02. 디지털 인문학 교육과 방법론 한수미(한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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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학부 기존 융합 교과목

    - 한국어문화론

    - 스토리텔링의 세계(교양)

    - 팔공산과 대구문화의 이해(전공교양)

    - 릴레이 영남학 특강(전공교양)

    - 문화로 읽는 대중가요의 흐름(전공교양)

   나. 대학원 신규 개설 융합 교과목

    - 지역사회와 영남문학

    - 지역사회와 영남방언

 3) 국내외 기관 및 연구자와의 공동연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1) 미국 뉴욕주립대학 버펄로 캠퍼스와의 협력 방안 모색

   - 아시아학의 Walter N. Hakala, Mark Nathan 교수 및 한국어학의 Eunhee Lee와 

Hyein Kim 교수와 온라인 공동강의 및 공동연구를 위한 온라인 회의 개최

      2021.12.07.(줌 회의) : 월터, 크리스토퍼, 몰리(뉴욕주립대)-칸 앞잘, 오혜인(경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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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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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K

교육연구단 참여교수 및 대학원생 공동 패널로 참석 및 발표 방안 논의 중.  

  (2) 이스라엘 Ilan Kernerman (K dictionaries(주))와의 협력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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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축에 대해 논의 중.

  (3) 인도 네루대학교 한국학센터와의 협력 방안 모색

   - 한국학센터장 라비케쉬(Ravikesh) 교수와 연구 및 교육 방면의 협정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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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미국 밴더빌트 대학교와의 협력 방안 모색

   - 미국 밴더빌트 대학교 교수와 공동연구 및 우수대학원생 유치 방법 논의 중

    ․ 실무자 회의, 2021.10.27. 교류 방안 회의 진행

    ․ 실무자 회의, 2022.02.17. 언어문화 교류 진행 관련 회의 진행(경북대 참여대학원생 3명 

교류 합의)

   - MOU 체결, 2022.05.06.

    ․밴더빌트 대학교와의 언어 문화 교류 실시 : 대학원생 5명 참여, 사업 기간 내 35회 실시

  (5) 스페인 파브라 대학교와의 협력 방안 모색

   - 스페인 파브라 대학교 교수와 공동연구 및 우수대학원생 유치 방법 논의 중

    ․ 실무자 회의(교류 방안 협의), 2021.09.23. : Pompeu Fabra University의 언어과학 및 

번역학과 교수, 양대학 국제교류처 실무자, BK 교육연구단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및 대학원생

3. 대학원 학사관리제도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연구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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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과 연계 교과목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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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학원 교과목 개편을 통한 문화어문학 교육의 방법론적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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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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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부·대학원 공동 학술대회 개최를 통한 학부·대학원간 학술 연계 강화 

  - 학부·대학원 연계 공동 학술대회, 디지털 시대의 문화어문학, 2022.07.28.

시간 발표자 발표주제 사회

13:30~13:40 정우락
(교육연구단장)

개회사

손대현

(경북대)

13:40~14:00 연구계획서 공모전 시상

14:00~14:30 나랏말쌈(국어학) 표준어 지향성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기반의 실험음성학적 연구

14:30~15:00 벼리(현대문학) 김초엽 소설에 나타나는 포스트휴먼과 휴머니즘에 대한 고찰

15:00~15:20 휴  식

안주현

(경북대)

15:20~15:50 안진산·금동현
웹 말뭉치를 활용한 드라마 <D.P> 수용 연구-디지털어
문학 연구의 방법론 설계를 중심으로-

15:50~16:20
이재섭·고예린·

성민규
의미적 신어 ‘꿀’의 의미 특성과 기능

16:20~16:50 손대현
양귀비 관련 시가의 한중일 변이양상 연구-한시 <장한
가>, 가사 <양귀비가>, 노 <양귀비>를 중심으로-

16:50~17:00
남길임

(교육연구단 부단장)
폐회사

 3) 대학원 진학률 제고를 위한 학부·대학원 연계 강화

    - 국어국문학과 진로 탐색 전문가 특강(1차), 공기업, 연구개발직 취업하기, 22.01.22. 

      : 학과 주최

    - 국어국문학과 진로 탐색 전문가 특강(2차), 교수, 연구직 취업하기, 2022.01.24.

    - 국어국문학 전공 살려 취업하기 - 해외 대학교수 임용 성공전략, 2022.08.19.

    - 경북대학교 학부생 대상 교육연구단 설명회, 2021.11.30.～12.07. : 정보처리론(33명), 

한국고전시가사(14명), 훈민정음과중세한국어(8명), 한국현대작가작품론(25명)

    - 대학원 국어국문학 전공 체험 박람회, 2022.05.10.～12.

    - 교수님과 함께 하는 DREAM BRUNCH : 고전문학(2022.05.30), 국어학(2022.05.31), 현

대문학(2022.06.02)

과목명 학점 학년 학기 변경과목명 변경 적용 학기

한국문학사상론 3 4 1 지역한문학현장론

2022학년도

2학기

국어정보처리론 3 4 2 국어정보처리론과 사전학

훈민정음과 중세한국어 3 3 2 훈민정음과 한글문헌학

한글문헌의 이해 3 2 1 언어문화와 사회언어학

과정 교과목명
개편 교과목

변경 적용 학기
교과목명 담당교수

석사 문화어문학연구 문화어문학연구방법론 정우락

2022학년도

2학기
박사

영남지역어문학연구 영남지역과 문화어문학 김주현

한국어문학문화콘텐츠개발 글로컬문화콘텐츠개발연구 김진웅

공통 영문학술논문작성법 학술논문작성법(영문/국문) 남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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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학원생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구축

  (1)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생 권리장전 제정 및 교육

   - 권리장전 제정 : 2020.

   - BK 홈페이지 게시 : 2021. 6. 2.

   - 참여대학원생 워크숍(2021.11.01. 및 2022.04.29)을 통한 대학원생 권리장전 지속적 교육

  (2) 집중연구시간 보장 내규 적용

   - 2021년 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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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

동 동원 금지

   - 참여교수 대상 참여대학원생 집중연구시간 보장 내규 지속적 강조 및 실제 적용 여부 

상시 확인 

  (3) 참여대학원생 대상 인권보호 교육 실시

   - 2021년 2학기 BK21 플러스 사업 <건강한 연구 환경 조성 온라인 교육> 동영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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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1학기 <건강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인권침해예방교육> 동영상 의무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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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대학원생 워크숍을 통한 인권보호 교육 실시 : 2021.11.01. 및 2022.04.29.(담당 : 

신진연구인력 칸 앞잘 아흐메드)

 5) 학술논문 및 학위논문 수준 제고를 위한 심사제도의 체계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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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01. 및 2022.04.29.(담당 : 

신진연구인력 손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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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대학원생 공동지도교수 위촉

   ·위촉 목적: 학위청구논문 공동 지도를 통한 학위논문의 질적 수준 제고

   ·위촉 학기: 2022년 1학기

   ·참여대학원생 공동지도교수 위촉 내역

   - 1단계: 외국어 시험 및 종합시험 

   ·외국어 문헌의 해독 및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외국어 시험과 해당 전공 분야의 전문

성을 평가하는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논문 제출

   - 2단계 : 논문계획서 예비 발표

대상자 위촉

학  번 성  명 과 정 지도교수 공동지도교수

2018327164 아흐마드 리오데시아르 박 사 안미애 남길임

2020227128 안진산 석 사 남길임 안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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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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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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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2학기 <어문학아카이브구축론>(담당교수 김덕호)

  - 2022년 2학기 <문화간상호이해연구>(담당교수 최은숙)
 

2. 연구력 증진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

 1) 참여대학원생 관련 학술논문발표회 및 학술세미나 개최

 2) 해외 석학 초청 특강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3) 실용능력 향상을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 개최

3. 학부·대학원 연계 학술대회 개최

 - 개최 시기: 2023년 0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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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월 행사명 내용

23/01
집담회 연계 참여대학원생

학술논문 발표회

내국인 참여대학원생(2023.01.18.(수) 예정)

외국인 참여대학원생(2023.01.19.(목) 예정)

년/월 행사명 내용

22/10 해외석학 초청 특강 이스라엘 Ilan Kernerman(K dictionaries CEO)

22/11 국제학술대회 주제: 글로벌 시대의 문화어문학 연구의 실천

년/월 행사명 내용

22/12 비교과 프로그램 국어학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 

23/ 1 비교과 프로그램 현대문학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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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산업⦁사회 문제 해결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현황과 구성 및 운영 계획

 - 2022년 2학기 및 2023년 1학기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추천시 타전공 및 타학과 교수를 

공동지도교수로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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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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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 융합 교과목

 ·스토리텔링의 세계

 ·한국어문화론

- 대학원 교과목

 ·글로컬문화콘텐츠개발연구

 ·국어정책론연구

 ·국어문화콘텐츠연구

 ·국어문화자원연구

- 문화콘텐츠기획론 특강 

- 지역어문학 자산의 실용화 관련 산관학 연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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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노래문화론

- 한국어문화론연구

-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의한 대중 

강연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지역어문학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 지역인물사 및 지성사 특강

정규 교육과정 비교과 프로그램 계획

- 어문학아카이브구축론

- 국어정보학연구

- 국어자료처리연구

- 국어문화자원연구

- 지역문학연구

- 권역별 현장조사 프로그램(연 2회)

- 아카이브 구축 전문가 특강

- 한글문헌자료 특강

- 현대문학자료 구축 특강

- 아카이브 구축 관련 산관학 인턴십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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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어문학 자산의 세계화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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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위한 프로그램 개설 및 교육

정규 교육과정 비교과 프로그램 계획

- 학술논문작성법

- 글로컬문화콘텐츠개발연구

- 국어문화콘텐츠연구

- 문화간의사소통연구

- 문화콘텐츠 기획론 특강

- 한국어문학 번역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 내외국인 대학원생 간 쌍방향 멘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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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2022년 2학기)

 - <문화어문학연구방법론>(담당교수 정우락)

 - <영남지역과 문화어문학>(담당교수 김주현)

 - <글로컬문화콘텐츠개발연구>(담당교수 김진웅)

 - <학술논문작성법(영문/국문)>(담당교수 남길임)

2. 범용적 능력 강화를 통한 참여대학원생 능력 및 취업률 제고

 - 국어국문학과 진로 탐색 전문가 특강(1차), 공기업, 연구개발직 취업하기, 2022.01.22.

 - 국어국문학과 진로 탐색 전문가 특강(2차), 교수, 연구직 취업하기, 2022.01.24.

 - 교수님과 함께 하는 DREAM BRUNCH, 2022.05.30.～06.02.

 - 국어국문학 전공 살려 취업하기, 해외 대학교수 임용 성공전략, 2022.08.19.

3. 아카이브 특강 진행을 통한 아카이브 구축 역량 강화

4. 어문학 자산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의 연구방법론 및 실제 연구 사례 검토를 통한 참여대학원생

의 능력 제고

주제 강 사 시행일 비고

한국고전문학과 문헌(2) 
  - 17세기 실기문학과 문헌

신해진(전남대) 2022.05.24.

글로벌 시대의 한국언어문화 연구의 
방향성 모색

강현화(연세대) 2021.11.18.

판소리 이중언어 공연의 의의
박찬응(미국, 

오하이오주립대)
2022.07.06.

주제 강 사 시행일 비고

인지 모델 연구 방법론의 이론과 탐색 백준오(영국, BYU) 2022.01.24.

언어 자료 처리 강범일(연세대) 2022.02.17. 총 2회

디지털 인문학 교육과 방법론 한수미(한림대) 2022.06.02.



- 25 -

2. 인력양성 계획 및 지원 방안

 2.1 최근 1년간 대학원생 인력 확보 및 배출 실적

 2.2 교육연구단의 우수 대학원생 확보 및 지원 계획

대학원생 확보 및 배출 실적

실적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 계

확보 

(재학생)

2021년 2학기 3 0 1 4

2022년 1학기 3 3 1 7

계 6 3 2 11

배출 

(졸업생) 

2021년 2학기 2 2 2

2022년 1학기 2 3 5

계 4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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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내외국인 지도선배제, 논문“쌍방향 멘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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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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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 및 영남지역 권역별(동부, 서부, 중부) 현

장조사 프로그램 진행

2. 지역 유관기관과의 교류 협력 협약 체결 및 상호 교류 활성화

  - 교류협약 체결 기관과의 연구인력 및 학술 교류 강화

  - 참여대학원생의 해당 기관 프로그램 수강과 학술발표회 논문 발표 활성화

  -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등의 실질적 연구 수행 인력의 연구 수주 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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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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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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대학원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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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2학기

조원학
박유희
권영선
유신지

-

424,000
424,000
613,000
424,000

2022. 1학기
금동현
황지윤

-
613,000
424,000

정부초청외국인장학금
2021. 2학기 티람 - 10,412,350

2022. 1학기 티람 - 2,348,000

연계과정장학금
2021. 2학기

최별이
권길령

-
613,000
613,000

2022. 1학기 - - -

학업지원장학금
2021. 2학기 이지나 - 1,000,000

2022. 1학기 - - -

연구조교장학금(RA)
2021. 2학기

마휘민
허옌홍
황징슈엔
유신지

250,000
250,000
250,000
250,000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2022. 1학기
장민

리우판판
300,000
300,000

1,800,000
1,800,000

교육조교장학금(TA)

2021. 2학기

최현빈
조원학
고예린
황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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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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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학기

조원학
고예린
황훼이민
강민지

414,000
414,000

-
414,000

1,656,000
1,656,000
377,200

1,2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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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환경의 조성과 인프라 구축 : 

 - 전공별 대학원생 연구공간 확보 : 인문대학 3층(303-1, 303-2, 303-3호), 각종 연구와 관련

된 비품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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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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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센터(인문한국진흥관 315호)

권길령
황지윤

414,000
414,000

1,656,000
1,656,000

근로장학금
2021. 2학기 박시온(박물관 근로) - 1,250,000

2022. 1학기 - - -

국립대학육성사업장학금
(본교학부출신대학원생)

2021. 2학기 박유희 - 1,000,000

2022. 1학기 - - -

BK21플러스
2021. 2학기

안진산
박시온
최현빈
황징슈엔
왕슈팅
조원학
허옌홍
고예린
티람
장민

리우판판
백미경
권길령
황지윤

-

7,300,000
6,700,000
6,700,000
700,000
700,000

7,000,000
700,000

6,000,000
700,000
700,000
700,000

8,800,000
6,000,000
6,700,000

2022. 1학기 - - -

대학원혁신지원사업장학금
(우수 외국인유학생)

2021. 2학기
허옌홍
장민

리우판판
-

2,500,000
2,500,000
2,500,000

2022. 1학기 - - -

대학원혁신지원사업장학금
(교육연구단 연계과정)

2021. 2학기 권길령 - 2,500,000

2022. 1학기 - - -

대학혁신지원사업장학금
2021. 2학기 최별이 600,000 3,600,000

2022. 1학기 - - -

대학혁신지원사업장학금
(본교학부출신대학원생)

2022. 1학기 고예린 - 1,000,000

2022. 1학기 - - -

대학원혁신지원사업장학금
2021. 2학기

도티밍응우엣
안진산

-
959,700

4,000,000

2022. 1학기 황지윤 - 750,000

국립대학육성사업장학금

2021. 2학기
장민

리우판판
-

2,511,000
2,511,000

2022. 1학기
왕즈화
황훼이민

-
2,537,000
2,537,000

KNU Ph.D Fellow
2021. 2학기 백미경 - 5,000,000

2022. 1학기 금동현 - 5,000,000

계                                        144,207,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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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문 게재료 지급

4. 2021년도 참여대학원생 연구논문계획서 공모전

 - 참가인원: 석사과정(4명), 박사과정(6명) 총 10명

 - 심사기간: 2022년 5월 23일(월)～6월 12일(일)

 - 선정회의: 2022년 7월 11일(월)

 - 시상: 2022년 7월 28일(목) 학부-대학원 연계 학술대회

 - 선정 인원 및 시상 내역

   

  2022년도 참여대학원생 연구논문계획서 공모전에는 총 10명이 참가하였으며, 선정은 우수

상 3명(국어학 1명, 고전문학 1명, 현대문학 1명), 장려상은 6명(국어학 6명, 현대문학 1명)이

었다. 이 중 석사 재학생이 4명, 박사 재학생이 3명, 박사 수료생이 3명이었다. 

5. BK 참여대학원생 대상 교내 경진대회 참가 및 수상

 - 2021년 교육연구단(팀) 성과포럼 : 최우수상(안진산, 석사과정)

 - 2021년 대학원생 연구노트 경진대회 : 장려상(박시온, 석사과정)

신청인 지급일자 지급 금액

푸량 2022.04.15 240,000

백미경 2022.04.21. 180,000

백미경 2022.05.06. 115,000

신소윤 2022.02.10. 100,000

안진산 2022.01.17. 100,000

푸량 2021.12.20. 50,000

황훼이민 2021.12.20. 270,000

계 1,055,000

구분 성명 과정 전공 금액(단위:원)

우수상

조원학 석사 재학 고전문학 300,000

박시온 석사 재학 국어학 300,000

금동현 박사 재학 현대문학 300,000

장려상

리니나 석사 재학 국어학 200,000

허옌홍 석사 재학 국어학 200,000

강민지 박사 재학 국어학 200,000

백미경 박사 수료 국어학 200,000

이재섭 박사 수료 국어학 200,000

조가유 박사 수료 현대문학 200,000

황혜민 박사 재학 국어학 200,000

계 10명 2,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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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참여대학원생의 취(창)업의 질적 우수성

<표 2-2> 2022년 2월 및 2022년 8월 졸업한 교육연구단 소속 학과(부) 참여대학원생 취(창)업률 실적(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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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2월 

졸업자

석사 2 2 0 0 0 0
100

박사 2 0 2 2

2022년 8월 

졸업자

석사 2 2 0 0 0 0
67

박사 3 0 3 2

향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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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연구단 지원 장학금 외 대학원 장학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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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 시 참가 활성화 예상

 - 국내학술대회 참가 : 왕복 교통비 및 체재비 지급

 - 국제학술대회 참가 : 예산 범위 내에서 왕복 항공료와 체재비 지원

3. 국제적 연구역량 향상을 위한 장단기 해외 연수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장단기 해외 연수 참가 불가: 사태 종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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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보고서 제출: 연구성과의 내면화 및 대학원 내 활용

 - 연수 결과가 학술논문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지도

4. <대학원생연구장려기금> 조성

 - 학과 내 자체 장학 제도를 마련하여 우수대학원생에 대한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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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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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년 2월 졸업자

 - 졸업자 : 석사 2명(강민지, 황훼이민), 박사 2명(전설련, 전계성)

  ·강민지, 황훼이민 : 동대학 대학원 박사과정 진학

  ·전설련 : 중국 성도대학교 한국어교육과 교수

  ·전계성 : 경북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BK교육연구단 박사후연구원

2. 2022년 8월 졸업자

 - 졸업자 : 석사 2명(안진산, 박시온), 박사 3명(조가유, 푸량, 아흐마드 리오 데시아르)

  ·안진산, 박시온 : 동대학 대학원 박사과정 진학

  ·푸량 : 길림외국어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수

  ·아흐마드 리오 데시아르 : 인도네시아 가자마다대학 한국어학과 교수(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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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여대학원생 연구실적의 우수성

 ➀ 참여대학원생 연구업적물의 우수성

  2022년 2월 졸업자의 경우 석사 졸업자 2명은 모두 경북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에 

진학하였다. 박사 졸업자 2명 중 전설련은 중국 성도대학교의 교수로, 전계성은 경북대학교 국어국문

학과 BK 교육연구단의 박사후연구원으로 취업하였다. 또한 2022년 8월 졸업자의 경우 석사 졸업자 2

명은 모두 경북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에 진학하였다. 박사 졸업자 3명 중 푸량은 길

림외국어대학교 교수로 임용되었으며, 아흐마드 리오 데시아르의 경우 인도네시아 가자마다 대학교

를 휴직한 상태에서 박사과정에 진학하였기에 졸업 후 동대학 교수로 복직하였다. 따라서 이번 1년

간 사업 기간 내 졸업자는 석사 4명, 박사 5명으로, 박사과정에 진학한 4명을 제외한다면 취업대상자 

5명 중 4명이 취업하여 전체 취업률은 80%를 달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직전 1년간 졸업자는 아니나 3단계 BK21 사업 참여자였던 국어학 전공인 쭈즈훼이가 상해

외국어대학교 박사후연구원으로, 김정아가 이탈리아 나폴리대학교 교수로 이번 사업 기간 내에 임용

되었다. 

  이를 보면 인문학 기피의 영향을 받아 경북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및 BK 교육연구단의 진학

생과 참여대학원생 확보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아나 BK 교육연구단의 참여대학원생으로 

활동하고 수학한 학생들이 상위 과정으로의 진학과 대학 교수로의 임용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졌고, 

취업의 질적인 수준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본 교육연구단의 전공 및 범용 기술에 대한 교육과 

능력 강화, 연구 능력 심화 등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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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외국인 유학생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문화교육시스템 구축

 - 학술논문 작성 및 학술대회 참여를 통한 학술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1. 대학원생 학술논문 집중 지원 프로그램 운영

 1) 학제 간 연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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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카이브 센터, 사회과학 기초자료연구소 등

 2) 소규모 연구모임 지원

  - 교육연구단의 8개 연구그룹 연구모임 지원: 지역학 기반 문학생성공간 연구그룹, 한국 

현대문학 자료 구축 연구그룹, 말뭉치 기반 한국어 연구그룹, 지역어 기반 언어문화 연

구그룹, 노래 문화 아카이브 연구그룹, 자료 기반 의미 화용 연구그룹, 한글문헌 기반 

음성·음운 연구그룹, 한국 공연영상 문학 연구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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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2. 전문가 초청 대학원생 학술 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1) 행사성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대학원생의 요구를 반영한 학술 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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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현화 교수(연세대), 글로벌 시대의 한국언어문화 연구의 방향성 모색, 2021.11.18.

  - 강범일 교수(연세대), 언어 자료 처리, 2022.02.17.

  - 임지룡 교수(경북대), 의미 변화의 성격과 양상, 2022.01.17.

  - 김승룡 교수(부산대), 한국고전문학과 문헌(1) - 예기 <악기>에 대한 집석적 이해와 그 

의미, 2022.04.26.

  - 신해진 교수(전남대), 한국고전문학과 문헌(2) - 17세기 실기문학과 문헌, 2022.05.24.

  - 박철우 교수(안양대), 문장 의미의 연구 방법, 2022.05.30.

  - 한수미 교수(한림대), 디지털 인문학 교육과 방법론,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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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및 학술대회 참여를 통한 학술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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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연구단에서 개최한 2021년 국제학술대회에서 조가유 발표

  - 교육연구단에서 개최한 ‘글로벌 시대의 문화어문학 연구의 실천(제2차)’ 학술대회에

서 장민, 리우판판, 왕슈팅, 허옌홍, 티람, 황징슈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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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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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10편, 저서 1편으로 총 11편이다. 

 ◇ 최근 1년간 참여대학원생 논문 실적

연번
논문사항

(논문명, 학술지명, 권호, 발행기관, 게재년월)
저자 중 

참여대학원생
비고

1
｢기사문과 댓글에 나타난 코로나 신어의 사용 양상과 사전학적 

기술｣, 한국사전학 38, 한국사전학회, 2021.11.
안진산 공동저자

2
｢의미적 신어의 출현 및 정착 양상 연구｣, 한글 83(2), 

한글학회, 2022.06.
안진산 공동저자

3
｢｢하회십육경｣과 ｢하회구곡｣의 공간 형상과 그 의미｣, 

한국문학논총 89, 한국문학회, 2021.12.
신소윤

4
｢노계 박인로의 시가 문학에 나타난 충효 인식과 그 의미｣, 

백록어문교육학회 29, 백록어문교육학회, 2022.05.
신소윤 공동저자

5
｢사회적 변인에 따른 요청 화행 공손 전략 분석 –한국인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0(6),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 2021.11.

황훼이민 공동저자

6
｢한⋅중 파생 신어의 분포⋅의미적 대조 연구 –2010년~2020년 신어를
중심으로-, 언어사실과 관점 54,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2021.11.

푸량

7
｢한⋅중 신어에 대한 사회⋅문화적 고찰 –2010년~2020년 인터넷 
영역의 신어를 중심으로-｣, 언어과학 29(1), 한국언어과학회, 

2022.02. 
푸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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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최근 1년간 참여대학원생 저서 실적

  위의 연구업적물 중 대표연구실적 4편을 선정하였다. 아래 대표연구실적은 창의성과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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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부합하는 연구의 결과물이다.  

  - 안진산, ｢의미적 신어의 출현 및 정착 양상 연구｣, 한글 83(2), 한글학회, 2022.06.

 이 논문은 단기통시적 관점에서 의미의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형태를 ‘의미적 신어’

로 지칭하고, 형태적 신어와 동일한 관점에서 의미적 신어의 출현과 정착 양상을 살피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분포적 가설을 따르는 기존의 접근법의 분석 원리와 의의, 한

계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기어 유형 추이 분석’을 제안한다. 의미 변화의 

양적 분석에서 주로 논의되어 온 ‘공기어 분석’과 ‘유사어 분석’은 새로운 의미와 관

련된 공기어만을 고려하고 그 빈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전제에서 수행

된다. 그러나 분포 범위 내 대부분의 공기어는 의미 변화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점, 새로

운 형태나 의미는 그 ‘새로움’ 때문에 본질적으로 저빈도로 나타난다는 특성으로 인해서 

빈도에 기반한 공기어와 유사어의 자동 분석은 의미 변화의 양상을 충분히 살펴볼 수 없다

는 한계를 가진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본고에서는 공기어 유형의 출현과 확산 추이를 연

구자의 직관으로 분석함으로써, 의미적 신어의 최초 출현과 정착을 식별하는 원리를 제안한

다. ‘공기어 유형 추이 분석’은 연도별 공기어의 유형과 토큰 수의 분포를 분석하는 방법

으로, 의미적 신어의 최초 출현, 확산, 정착 시기를 식별하고, 의미적 신어의 확산 원리를 

살펴볼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이는 신어 연구를 통한 문화어문학 연구방법론을 의미적 신

어로까지 확장 및 심화시킨 연구로 본 교육연구단의 비전과 연구 목표 구현에 기여한다.

  - 신소윤, ｢노계 박인로의 시가 문학에 나타난 충효 인식과 그 의미｣, 백록어문교육학회 
29, 백록어문교육학회, 2022.05.

 이 연구는 박인로의 <소학충효도>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충효사상이 국문시가에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으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밝혀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박인

로의 <소학충효도>가 지닌 특징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박인로는 <소학충효도>를 제작함

에 있어 『소학』 <명륜편>의 충과 효만을 도상화시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

동 방식을 계열화하여 제시함으로써, ‘실천성’을 강조하였다. 3장에서는 이러한 충효 인

식을 문학적으로 어떻게 형상화하고 있는가에 대해 살폈다. 박인로는 그가 지은 국문시가 

작품을 통해 유학의 핵심적 가치인 충과 효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하였으며, <소학충효도>를 

8
｢메신저 대화에 나타나는 응답표현 연구｣, 어문연구 111, 

어문연구학회, 2022.03. 
백미경

9
｢한⋅중 대등 접속문의 통사 특징 대조 연구｣, 문법교육 44, 

한국문법교육학회, 2022.04.
백미경 공동저자

10
｢장혁주의 초기 소설에 나타난 낙동강 유역의 표상｣, 
인문학연구 36, 인천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21.12.

조가유

연번
저서사항

(저서명, 출판사명, 출판년월)
저자 중 

참여대학원생
비고

1 낙동강과 문화어문학, 역락, 2022.02.
신소윤
조가유 

공동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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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제시된 충과 효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행위들을 자신이 창작한 시가 작품에 적극적으

로 반영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4장에서는 박인로의 충효 인식과 그의 국문시가 창작이 

어떠한 맥락에서 관계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박인로의 시가 작품에는 충효를 통해 안

빈낙도를 추구하는 모습이 다수 나타난다. 이는 그가 평생에 걸쳐 충효라는 가치를 통해 자

신의 삶을 구축해 왔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그의 국문시가는 충효에 대한 박인로의 

이러한 인식과 실천 의지를 보여주는 수단이 되었다. 따라서 <소학충효도>는 그가 지녔던 

충효 인식을 도식화하여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의 시가 작품들은 이러한 인식이 

노래로 구체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연구대상에 대한 문화어문학적 관점에서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 교육연구단의 아젠다와 부합한다. 

  - 푸량, ｢한⋅중 신어에 대한 사회⋅문화적 고찰 –2010년~2020년 인터넷 영역의 신어를 

중심으로-｣, 언어과학 29(1), 한국언어과학회, 2022.02. 

 이 연구는 한·중 신어 가운데 인터넷 영역의 신어를 중심으로 그 분포 변동추이와 사

회·문화적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최근 10년간 중국어 인터넷 관련 신어는 한국어 인

터넷 관련 신어보다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

고 있음을 밝혀낼 수 있었다. 인터넷 관련 신어에 반영된 한국과 중국의 사회⋅문화적 양상

을 세부 분야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전 세

계가 인터넷 시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언어 사용 집단에서는 인터넷 영역의 신어가 

보여주는 사회적 모습과 누리꾼의 심리적 실태가 서로 같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신어를 통해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에 드러나는 의미 및 맥락 차이를 사회⋅문화적 차

이를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 셋째, 이 연구는 인터넷 영역의 신어에 대한 고찰을 보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언어학적 연구, 사회⋅문화적 교육 연구 등 여러 분야에서 유의미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현재의 한국어와 중국어를 직접적으로 비교

함으로써 본 교육연구단의 비전 중 하나인 한국어문학 연구의 세계적 확장에 부합한다.

  - 백미경, ｢메신저 대화에 나타나는 응답표현 연구｣, 어문연구 111, 어문연구학회, 2022.03. 

 이 논문은 메신저를 통해 이루어지는 대화에서 사용되는 응답표현의 종류를 분석하여 응

답표현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 특징을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메신저 앱의 사용이 

생활화되면서 사람들은 메신저로 많은 대화를 나누고, 감정을 전달한다. 메신저를 사용한 

대화에서는 면 대 면이 아닌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다 보니 청자의 감

정을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응답표현이 사용되며, 응답표현의 여러 가지 변이형 또

한 나타나게 되었다. 메신저에서 사용되는 응답표현은 글로 작성된다는 점에서 문어와 유사

하지만, 실시간으로 상대방과의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구어와 유사한 부분도 있다. 

이 연구는 카카오톡에서 사용된 실제 대화 내용을 활용하여 응답표현을 분석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 다양한 응답표현에 대한 분석 결과는 의사소통에서 실제 한국인이 사용하는 

응답표현의 상당 부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국인이 한국인과 의사소통을 할 때

에 상황이나 화계에 맞는 적절한 응답표현의 사용이 중요하므로 응답표현의 분석 결과는 

한국어 교육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메신저 대화는 정제되지 않은 국민들

의 실제 언어생활을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한국 사회에 나타나는 의사소통상의 문제

를 밝힐 수 있는 연구 자료이다. 또 이 연구는 인공지능 시대에 자연 언어 처리 연구를 확

장하는 등 문화어문학 연구방법론의 심화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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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참여대학원생 학술대회 대표실적의 우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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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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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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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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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건으로, 계획(연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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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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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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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1. <내외국인 쌍방향 멘토제> 강화

  - 교육연구단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1년도 2학기부터 시행

  - 외국인 유학생 논문 교열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안 마련으로 멘토 참여 독려

2. 해외 석학 및 CEO 초청 프로그램 운영

 1) 참여대학원생의 국제적 연구역량 향상과 해외 한국학 연구 동향 파악을 위해 해외 석학 

초청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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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외 석학 초청 특강(단독)

    - Jieun Kiaer(영국, Oxford University), 글로벌 시대 영어와 한국어의 상생에 관하여, 

2021.11.25.

    - 백준오(영국, Brigham Young University), 인지 모델 연구방법론의 이론과 탐색, 

2022.01.24.

  (2) 해외 석학 초청 특강(공동)

    - 박찬응(미국, The Ohio State University), 판소리 이중언어 공연의 의의, 2022. 7. 6. 

      ·연세대 BK 교육연구단 공동 개최

    - Hyein Amber Kim(미국,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Understanding 

Race, Koreanness, and "K-identity" in Hallyu and Implications for Korean Language and 

Culture Education, 2021.11.23. -경북대 국제협동연구센터 공동 개최

    - Todd Henry(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Grasping in the Dark: Toward Queer 

Histories of Authoritatian South Kore, 2021.11.30. -경북대 국제협동연구센터 공동 개최

3. 현장 연계 학습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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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연계 학습 프로그램 운영

 2) 최근 1년간 현장 연계 학습 프로그램 운영 실적

    - 강범일(연세대), 언어 자료 처리, 2022.02.17.

    - 한수미(한림대), 디지털 인문학 교육과 방법론,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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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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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하여 발표한 논문 수는 국내 학술대회 14편, 국제 학술대회 6편으로 총 20편이다. 

◇ 최근 1년간 참여대학원생 국내 학술대회 발표 실적

연번
발표사항

(발표논문명, 학술대회명, 발표년월)
저자 중 

참여대학원생
비고

1
｢국립국어원 국어 사전의 방언 표제어 처리에 관한 제 문제｣, 

한국방언학회 제19회 전국학술대회, 2022.07.
이재섭

2
｢의미적 신어의 출현 및 정착 모델 연구｣, 한국사전학회 제39차 

전국학술대회, 2022.2.
안진산 공동저자

3
｢20세기 초 한글 문헌 조한사례에 나타난 방언적 특징 고찰｣, 
2022년도 한국문학언어학회⋅영주어문학회 공동 동계학술대회, 

2022.01.
박시온 공동저자

4
｢각색 관계를 통해서 본 이청준 소설의 소생적 욕망｣, 글로벌 

시대의 문화어문학 연구의 실천(제2차), 2022.01.
최현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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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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도

하고 본 교육연구단의 비전과 목표 구현에 기여하고 있는 대표실적에 대해 그 우수성을 기

술하면 다음과 같다.  

 - 이재섭, ｢｢국립국어원 국어 사전의 방언 표제어 처리에 관한 제 문제｣, 한국방언학회 제

19회 전국학술대회, 2022.07.

 이 연구는 국립국어원 국어사전에 집필되어 있는 방언 표제어를 두루 살펴보고, 방언 표제

어의 등재 기준 및 사전정보 기술 양상에서 확인되는 여러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방언 어휘의 등재 지위에 관한 문제가 중심을 이루었다. 표준국어대사전의 

5
｢응답표현의 사용 양상에 관한 연구 –메신저 대화를 중심으로-｣, 

글로벌 시대의 문화어문학 연구의 실천(제2차), 2022.01.
백미경

6
｢이태준과 무스잉(穆時英) 소설에 나타난 ‘결핵’ 모티프에 대한 

비교 연구, 글로벌 시대의 문화어문학 연구의 실천(제2차), 
2022.01.

장민

7
규방가사로 본 여성 노동 양상과 대응, 글로벌 시대의 문화어문학 

연구의 실천(제2차), 2022.01.
리우판판

8
수어⋅한국어 음운 체계 대조, 글로벌 시대의 문화어문학 연구의 

실천(제2차), 2022.01.
왕슈팅

9
한중 직장 구어 담화에서의 인식 양태 사용 양상 연구 

–예능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대의 문화어문학 연구의 
실천(제2차), 2022.01.

허옌홍

10
미얀마인 학습자의 한국어 함축 이해 능력 연구 –Topic Ⅱ 듣기 
평가 대상으로-, 글로벌 시대의 문화어문학 연구의 실천(제2차), 

2022.01.
티람

11
한중 대응 추측 양태 연구 –우울증 환자의 언어 표현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대의 문화어문학 연구의 실천(제2차), 
2022.01.

황징슈엔

12
｢웹 말뭉치를 활용한 드라마 <D.P> 수용 연구 –디지털어문학 
연구의 방법론 설계를 중심으로-｣, 2022년도 학부-대학원 연계 

공동 학술대회, 2022.07.

안진산
금동현

13
｢의미적 신어 ‘꿀’의 의미 특성과 기능｣,  2022년도 

학부-대학원 연계 공동 학술대회, 2022.07.

이재섭
고예린
성민규

연번
발표사항

(발표논문명, 학술대회명, 발표년월)
저자 중 

참여대학원생
비고

1
｢중국인 고급 학습자의 한국어 어미에 대한 공손성 인식 연구 
-{-아서/어서, -니까, -는데, -거든}을 중심으로-, EAKLE(유럽 

한국어 교육자 협회) 2022, 2022.08. (비대면)

백미경
황훼이민
강민지

2
A Distributional Approach to Korean Semantic Neologism, Euralex 

2022, 2022.07. (독일, 만하임)

백미경
안진산
고예린

3
｢1930년대 대만 문단에서의 장혁주 문학이 지닌 영향력과 그 

매력｣, 제1회 글로벌 신진연구자 학술연구자 
국제학술포럼(고려대), 2022.02.

조가유

4
｢장혁주와 장문환의 초기 소설 비교 연구｣, 제28회 중한문화관계 

국제학술회의(대만 국립정치대학교), 2021.12.
조가유

5
｢일제시기의 장혁주와 대만 작가 뤼허뤄의 소설 비교｣, 

경북대학교 국문과 BK21 교육연구단 국제학술대회, 2021.11.
조가유

6
｢코로나 신어의 역동성과 사전 기술의 쟁점｣, 경북대학교 국문과 

BK21 교육연구단 국제학술대회, 2021.11.
안진산 공동저자

7
｢국어학개론서의 체제 동향을 통해 본 언어관의 변화 추이｣,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4 제2회 국제학술대회, 2022.01.

이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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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규범 사전의 지위로 인하여 방언 표제어 집필에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말샘의 경우 기술 사전으로서의 취지와 역할을 방언 표제어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앞으로 국립국어원 국어사전에서 방언 어휘의 구축과 집필이 우리

말샘에서 이루질 예정이기 때문에 방언 표제어 처리 방침에 대한 검토가 신중하게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언급한 내용 외에도 방언의 범위에 대한 문제, 표준어 어휘와 

방언 어휘의 연계성 문제, 지역어 종합정보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 등을 추가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지역 문화유산인 방언을 대상으로 사전에서의 처리 문제를 다루고 있

다. 이는 지역 문화어문학의 내적 확장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주의점을 밝히고 정밀하게 방

법론을 고찰한 것으로 본 교육연구단의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는 연구이다.

 - 조가유, ｢일제시기의 장혁주와 대만 작가 뤼허뤄의 소설 비교｣, 경북대학교 국문과 BK21 

교육연구단 국제학술대회, 2021.11.

 이 연구는 장혁주가 1930년대의 조선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인지도가 있었던 조선

인 작가라는 점과 대만문단에서 특히 모범적인 작가였다는 점을 주목해서 대만 작가인 뤼

허뤄의 소설과의 유사성을 찾아내 그의 소설이 지닐 법했던 문학적 영향력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장혁주와 뤼허뤄는 리얼리즘 유파의 작가였다. 장혁주는 조선의 현실을 소설화해서 

전세계인들에게 알리려고 했다. 작명의 부분뿐만 아니라 전세계인들에게 조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한다는 장혁주의 소설기법은 뤼허뤄 작가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음은 분명

하다. 두 작가의 현실에 대한 형상화에서는 공통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여기저기 먼 길을 다

니면서 노동을 해도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해 온 가족이 늘 굶주림에 시달려야만 한다. 이러

한 상황에서 부부 사이에서 불화가 생기는데 특히 남편 인물이 무기력하고 아내를 제대로 

도와주지 못한다는 특징이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그러나 두 작가는 여기에만 그치지 않고 

그러한 남편에 대해 강화하는 작업을 해나가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남편은 가족을 굶주리

게 하고 아내와 헤어지게 하는 권력자를 개 때려죽이듯이 공격하게 한다. 그 과정을 표현하

는 방식은 권력자가 비윤리적인 일을 저지르고 있었을 때 행해지게 한다는 것이다. 남편의 

이러한 반격 행위는 사회의 악을 제거해준다는 명분을 부여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 설정은 

장혁주가 전세계에게 보내고 있었던 혁명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이 메시지를 뤼허뤄

가 받아서 자기 작품에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본 교육연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

계 문화자원으로서의 한국어문학 연구로 볼 수 있으며, 한국 작가와 대만 작가의 영향 관계

를 비교함으로써 지역 문학에 대한 문화어문학적 재발견과 국제성 확보에 기여한다. 

 - 백미경, 황훼이민, 강민지, ｢중국인 고급 학습자의 한국어 어미에 대한 공손성 인식 연구 

-{-아서/어서, -니까, -는데, -거든}을 중심으로-, EAKLE(유럽 한국어 교육자 협회) 2022, 

2022.08.

 이 연구에서는 유사한 담화 상황에서 사용되는 한국어 종결 기능 연결 어미인 ‘-아서, -

니까, -는데, -거든’을 중심으로 고급 수준의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공손성에 대한 인식

을 살펴보았다. 연구는 고급 수준의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3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

행하였으며, 인식에 대한 정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한국인 모어 화자 30명에게도 동일한 설

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종결 기능 연결 어미의 공손성 정도를 비교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위가 높고, 화·청자 간의 친밀도가 멀고, 나이가 많은 변인을 설정하였으며, 이러

한 변인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비교군도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설문 조사

를 통해 고급 수준의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상황에 따라 종결 기능 연결 어미에 따른 

공손성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인 모어 화자와도 공손

성 인식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뿐만 아니

라 한국어를 학습하고자 하는 외국인 학습자들의 발화에서 화용적인 부분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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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대한 방법을 찾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어 교육 연구는 한국의 언어문화를 

활용한 국제 공동 연구와 연구의 국제성 확보의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본 

교육연구단의 연구 비전과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 리우판판, 규방가사로 본 여성 노동 양상과 대응, 글로벌 시대의 문화어문학 연구의 실

천(제2차), 2022.01.

 이 연구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여성문학 양식인 규방가사에 나타난 여성들의 노동 양상

과 그들의 대응 방식을 살피는 데에 목적이 있다. 조선시대 여성 노동과 관련하여 먼저 계

층적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양반 여성들은 규방에서 여공(女工)과 여훈(女訓)을 배우는 

정도의 노동을 했다면, 하층 여성들은 생존을 위해 무슨 일이든지 해야 하는 의무적인 노동

을 해야 했다. 조선시대 여성들의 목소리를 담은 규방가사를 대상으로 당시 여성의 노동 양

상과 사회에 대한 대응 방식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사회의 노동 요구에 직면해 그것을 이

용한 여성과 순응한 여성, 그리고 모든 노동을 회피한 여성으로 세 가지 대응 방식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규방가사에 주목해 조선시대 여성의 ‘노동’ 양상과 세 가지 대

응 방식을 확인했다는 데 선행 연구와의 차이점이 드러난다. 하지만 몇 편의 작품만을 대상

으로 논의를 진행해 더 다양한 대응방식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규방가사는 

양반사대부 여성의 향유물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가운데, 이 연구는 규방가사를 

‘여성 노동’의 관점에서 재조명함으로써 한국어문학이 지닌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교육연구단의 비전과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향후

추진계획

1. <내외국인 쌍방향 멘토제> 강화

  - 우수 쌍방향 멘토 대상으로 지원 강화 및 인센티브 지급

  - 쌍방향 멘토제 연계 학술지원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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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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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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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진연구인력 현황 및 실적

계획

1. 우수 신진연구인력 확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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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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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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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자격, 선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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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대한 규정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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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2차년도 2021년 3월에 현대문학 전공인 박사후연구원 1인을 추가로 선발하여 국어

학, 고전문학, 현대문학 각 분야의 신진연구인력 확보

  - 최근 1년간 계약교수 1인, 박사후연구원 2인, 총 3인의 신진연구인력 근무 중

 

 2) 신진연구인력 연차 평가 시행 및 환류 시스템 운영

  - 연 1회 신진연구인력 연차 평가 시행(2022년 2월, 2차년도 신진연구인력 연차 평가 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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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게재 실적, 학술 저서 실적,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등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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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2차년

도 신진연구인력 연차 평가 결과에 따라 신진연구인력 3인 성과급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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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진연구인력 연구의 효율성을 위한 연구공간 제공

  - 개인 연구공간 확보: 본교 내 인문한국진흥관에 연구실 2곳(407호, 408호)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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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문화연구원, 언어정보연구센터 등 소규모 집단 연구 활동이 가능한 세미나실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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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재 관련 일체, 인터넷, 냉난방기 등 연구 및 일상생활 관련 집기류 비치

 

 3) 신진연구인력의 학술 활동 지원

  - 연구 및 학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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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원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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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에 따른 연구 차질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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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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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 손대현, ｢〈천대별곡〉과 〈봉산곡〉의 선후 문제와 안빈낙도의 형상화｣, 배달말 69, 
배달말학회, 2021.12, 351-380.

  이 논문은 <천대별곡>과 <봉산곡>에 대한 연구성과를 점검하고 비교함으로써 원작 또는 

원작에 가까운 <천대별곡>을 대상으로 구조와 내용 등을 해명한 글이다. <천대별곡>은 서

사와 결사의 수미쌍관 구조와 단어의 반복 등을 통해 복귀에 대한 열망이 강하게 드러나

며, 작품의 전편을 통해 소박한 삶을 영위하는 가운데 이를 즐기는 채득기의 모습이 두드

러지게 형상화되어 있다. <천대별곡>에서 서술되고 있는 자연은 소박한 삶을 영위하는 안

빈낙도의 공간이다. 과거 문화유산으로서의 고전시가를 분석한 이 논문은 삶과 문화가 어

우러지는 현장에 대한 심층적 접근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본 교육연구단의 아젠다인 문화

어문학의 연구 방법론을 충실히 구현한 연구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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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대현, ｢『沂洛編芳』 소재 용화동범(龍華同泛) 관련 작품의 존재 양상과 그 의미｣, 
語文學 154, 한국어문학회, 2021.12, 95-122.

  이 논문은 용화동범과 관련된 작품의 존재 양상과 의미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인명록인 

<용화산하동범록>에는 용화동범이 정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기록되어 있는 선비들은 

정구와 인연이 있다는 점이 드러나 있다. 또한 <용화산하동범지도>에는 용화동범의 과정과 

모습이 시와 회화를 통해 사실적 또는 비유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따라서 <용화산하동범

록>과 <용화산하동범지도>는 용화동범의 모습과 사회적 의미가 드러나 있어 상보적 관계에 

있다. 용화동범은 봉산욕행과 동일한 성격으로 파악해서는 곤란하며, 참가자들이 정구 또는 

한강학파와 좋은 관계를 맺고자 이루어진 단발성 행사로, 후일 한강학파의 외연 확대를 이

루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고전문학 텍스트의 내적 의미를 뛰어넘어 문학

의 사회적 의미까지 발굴한 성과로서 문학 작품의 다양한 의미를 발견하고 있는 점은 문화

어문학이라는 아젠다를 구체적으로 실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손대현, ｢〈분통가〉에 나타난 역대인물 서술의 양상과 의미 - 역대가와의 비교를 중

심으로 -｣, 韓國詩歌硏究 55, 한국시가학회, 2022.1, 153-181.

  이 논문은 <분통가>에서 드러나는 역대 인물에 대한 서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해명하고자 <역대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분통가>에

서는 삼국시대부터 당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역사에서 영웅적 활약을 펼친 인물들이 언급

되고 있으며, 이들은 거의 절대적 다수가 외적에 대항하거나 그 과정에서 업적을 이루었다. 

이를 보면 <분통가>는 외적을 격퇴하거나 거부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어 당대의 

현실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또한 현실주의를 기반으로 하되 미래 세대인 청년학도를 대

상으로 창작되었다. 이 논문은 고전시가에 반영되어 있는 당대 문인들의 청년 미래 세대에 

대한 관점과 현실 감각을 추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 기반 문학 연구의 아젠다를 실현하

고 있다.

  - 손대현, ｢초한전쟁 관련 문학의 동아시아적 변이 양상 연구 –경극 <패왕별희>, 정재 <항

장무>, 노 <항우>를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44-6, 문화와융합학회, 2022.6, 859~882.

  이 논문은 중국의 경극 <패왕별희>, 한국의 정재 <항장무>, 일본의 노 <항우>를 중심으로 

초한 간의 전쟁이 중국과 한국, 일본의 가무극에서 어떻게 형상화되고 변이되었는가를 분

석하였다. <패왕별희>는 사건의 전개와 서술의 양상이 항우와 우희의 사랑과 죽음으로 귀

결되어 있어 비장미가, <항장무>는 행사의 위엄과 충신연주지사의 내용이 극적으로 드러나 

있어 우아미가, <항우>는 절제된 음악과 인물의 대사 및 노래를 통해 삶의 허무와 불교적 

세계로의 귀의가 절제된 표현과 상징으로 아름답게 형상화되어 있어 숭고미가 강화되어 있

다. 초한 간의 전쟁과 관련한 한 중 일의 가무극 작품들은 자국의 문학적 자산과 미감을 

활용하여 특색있는 문학으로 형상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동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발전된 극 예술 작품에 대한 비교·대조를 통해 문화 문학의 세계화 가능성

을 충분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 안주현, ｢조선 시대 언간을 활용한 언어변화 연구－｢현풍곽씨언간｣과 달성지역어의 비

교를 중심으로－｣, 방언학 35, 한국방언학회, 2022.6, 145-175.

  이 논문은 문헌 방언과 현장 방언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국어사 문헌 자료인 ｢현풍곽씨

언간｣과 현장 방언 자료인 한국방언자료집을 활용하여 달성지역어의 언어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주요 대상은 조선시대 언간 중 달성지역어가 반영된 국어사 문헌 자료인 ｢현풍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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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언간｣이다. ｢현풍곽씨언간｣에 반영된 언어적 특징을 계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167편의 

｢현풍곽씨언간｣을 대상으로 말뭉치를 구축하였다. 규모는 약 14,000어절 정도로 대표화 및 

형태 분석, 음운현상 주석을 진행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형태 분석 말뭉치와 음운현상 주

석 연구는 문화어문학의 계량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면서 방언 문화 자산 연구 자료를 풍성

하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문화어문학 아젠다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2)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실적

  - 앞잘 아흐메드 칸, ｢이인직의 『은세계』와 번김 쩐드라의 『행복의 승원』의 비교 연

구｣, 2021 ACC 아시아문화연구 국제학술대회, 광주, 2021.11.26.

  - 앞잘 아흐메드 칸, ｢최인훈 『화두』에 나타난 대만 인식 연구｣, 제28회 중한문화관계 

국제학술회의 대만 국립정치대학교, 2021.12.18.

  - 앞잘 아흐메드 칸, ｢The Representation of India and Nepal in Jang Hyeok-ju’s 

“Rajagriha- A tale of Gautama Buddha”｣, The 8th AKS Interdisciplinary International 
Conference Tribhuvan University, Kathmandu, Nepal, 2022.07.23.

  - 손대현, ｢우담 채득기의 <천대별곡>에 대한 종합적 고찰｣, 제16회 상주역사문화 학술대

회, 상주문화원, 2021.11.16.

  - 손대현, ｢양귀비 관련 시가의 한중일 변이양상 연구-한시 <장한가>, 가사 <양귀비가>, 

노 <양귀비>를 중심으로-｣, 2022년도 학부-대학원 연계 공동 학술대회, 경북대학교 국

어국문학과 BK 교육연구단, 2022.07.28.

  - 손대현, ｢대구 관련 대중가요에 나타난 장소성과 지역 문화콘텐츠로서의 활용 방안｣, 
한국문학언어학회 2022년도 하계전국학술대회, 한국문학언어학회, 2022.08.19.

  - 안주현, ｢방언, 사투리, 지역어에 대한 인식과 사용 양상 비교 연구 – 네이버 뉴스 말뭉

치를 대상으로｣, 2022년도 하계전국학술대회, 한국문학언어학회, 2022.08.19. 

 2) 신진연구인력의 강연 실적

  - 인도네시아 한국 문화원 특강 시리즈, 2021.04.25.(15:00~16:30), 온라인 비대면 인도네시

아 자카르타 한국문화원, “한국 문학 속 인도네시아의 상징성”

  - 범어도서관 17기 글로벌 유스 아카데미, 2022.05.07.10:00~12:00, 범어도서관 대구,

   “Culture-Curry-Colonialism : An Understanding of Indian and Korean Relationship”

  - 2022 대구대학교 문화지대, 2022.06.02.(14:00~16:00), 대구대학교 웅지관, “한국인 삶속

의 인도 문화”

  - 매일 탑 리더스 아카데미 18기, 2022.06.13.(18:00~20:00), 매일신문사, 대구 그랜드호텔, 

“포스트 차이나, 인도 이야기”

 3) 연구분과별 책임교수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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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락 교수, 김덕호 교수(참여교수), 손대현(신진

연구인력), 김동연, 신소윤, 조가유(참여대학원생)가 교육연구단 교육과정 개발 연구과제

(낙동강과 문화어문학)에 참여하여 공동연구 수행

 4) 전공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참여대학원생의 연구역량 강화

  - 전공별 집담회 운영: 신진연구인력과 대학원생들의 공동학술할동 강화

  - 국어학 집담회(8회), 고전문학 집담회(4회), 현대문학 집담회(5회) 최근 1년간 총 17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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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과의 공동 사업 및 연구 수행

  - 신진연구인력, 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 상호 간의 연구력 증진, 연구성과 도출

  - 계약교수 손대현: 교육연구단의 ‘지역학 기반 문학생성공간 연구그룹’에 참여하여 정우

락 교수(참여교수), 김소연, 신소윤(참여대학원생)과 고전문학 공동연구 주제 탐색 및 수행

 6) 교육연구단 학술총서 간행에 참여

  - 신진연구인력은 연간 1회 교육연구단 학술총서 간행에 참여

  - 계약교수 손대현: 교육연구단 교육과정 개발 연구과제와 연계한 학술총서 발간

   · <낙동강과 문화어문학>, 역락, 2022.2.

향후 
추진계획

 

  최근 1년간 본 교육연구단의 우수 신진연구인력 확보 실적과 우수 신진연구인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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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의 교육 및 연구 활동 실적은 국내 학술대회 발표와 학술지 논문게재, 학술총서 발간 

참여와 더불어 우수한 외국인 신진연구인력의 국제 학술대회 발표 및 강연에 이르기까지 

그 성과의 양적 성장이 많이 이루어졌다. 향후 추진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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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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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담

회 각 월 1회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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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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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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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여교수의 교육역량 대표실적

 1. 교육과정 개발

연번 연구 구분 책임교수 직급 과제명 과제 완료

1 교과목 개발 김주현 교수 <영남지역과 문화어문학> 교과목 개발 2022.02.10.

2 교과목 개발 최은숙 부교수 <문화간이해의 연구> 교과목 개발  2022.02.10.

3 교재 개발 남길임 교수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논문 작성법 2022.02.10.

4 부교재 개발 남길임 교수 현대 신어 연구의 현황과 과제 2022.02.01.

5 총서 개발 손대현 계약교수 낙동강과 문화어문학 2022.02.15.

2. 저서 해외 발간 및 번역 교재 발간

3. 교재 편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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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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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기간 내 동영상 총 60개 업로드

  ·연구단 사업 방향 및 운영 소개 영상 2개

  ·연구단 소개 외국어 동영상 8개(한국어, 영어, 포르투갈어, 대만어, 인도네시아어, 미얀마어, 중국

어, 베트남어)

  ·교육연구단 국제학술대회 동영상 9개

  ·국내 학술대회 동영상 31개

  ·문화어문학 관련 국내외 전문가 및 저명 학자 초청 특강 5개

  ·문화어문학 관련 세미나 5개

연번 구  분 저자 직급 번역 대상 저서 출판사 출판일

1 저서 해외 발간 남길임 교수 超人氣韓劇 教你的 實用韓文表達 日月文化出版社(台灣) 2022

2 저서 해외 발간 남길임 교수

The Bloomsbury Handbook of
Lexicography 2nd Edition, Aspects
of multi-word expressions in
Asian lexicography

Bloombury Publishing plc 2022. 03

3 번역 교재 발간 정우락 교수
文学地理学概论)(修订稿)(曾大兴, 商务
印书馆(北京), 2017)

2022.09

(예정)

연번 구  분 저 자 직급 서명 출판사 발간일

1 연구서 발간 최은숙 부교수 한국 가사문학의 전승과 향유 보고사 2021. 11

2 연구서 발간 정우락 교수 포은 정몽주 한시 미학 한국문화사 2021. 12

3 연구서 발간 김주현 교수
선금술의 방법론 2 - 춘원, 이상과 
동리의 문학을 넘어

박이정 2021. 12

4 연구서 발간 남길임 교수 현대 신어 연구 한국문화사 2022. 02

5 연구서 발간 김덕호 부교수 낙동강과 문화어문학 도서출판 역락 2022. 02

6 연구서 발간 정우락 교수 영남 한문학과 물의 문화학 도서출판 역락 2022. 08

7 번역서 발간 정우락 교수 후산시문선집 지식을만드는지식 202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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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의 국제화 전략 

 ➀ 교육 프로그램의 국제화 현황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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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하북대학교 하북성 문화산업 연구기지와 학술교류 협정 체결(2021.11.23.)

  - 협정 내용

   · 공동 연구주제에 대한 학술답사·문헌 정리

   · 연구과제 공동 개발과 신청

   · 학술 저서 편찬, 번역, 출판

 2) 미국 밴더빌트대학교와 아시아학과와 학술교류 협약 체결(2022.4.27.) 

  - 협정 내용  

   ·정보 및 자료 교류

   ·학생 간 언어·문화 교류

   ·교육 지원 및 학술연구를 위한 협력

   ·공동 사업 추진

  - 새로운 협약을 통한 한국어문학 교육의 외적 확장 추진

   ·실무자 회의, 2021.10.27.(수) 교류 방안 회의 진행

   ·실무자 회의, 2022.02.17.(목) 언어문화 교류 진행 관련 회의 진행

                  (경북대 참여대학원생 3명 교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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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022.4 참여대학원생 5명(강민지, 황지윤, 백미경, 황훼이민, 박시온) 참여

   ·총 35회 언어·문화 교류 시행

   ·한국어 어휘에 관한 소개 중심으로 활발히 언어·문화 부문 교류

 3) 인도네시아 가자마다대학교 인문대학 한국어학과와의 MOU 체결(2021.2) 후 교류 중

  - 한국어문학 교육의 외적 확장을 위한 우수대학원생 교류

   ·박사학위 취득자 배출(아흐마드 리오데시아르, 인도네시아 가자마다대학교)

  - 인도네시아 가자마다대학교의 교수와 공동 연구 추진 중

 4) 미국 뉴욕주립대학교 버펄로 캠퍼스와 실무회의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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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 교류 및 교육 프로그램의 국제화 기반 강화

  - 아시아학과 Walter N. Hakala, Mark Nathan 교수, 한국어학과 Eunhee Lee·Hyein Kim

    교수와 온라인 공동강의 및 공동연구를 위한 온라인 회의 개최

    2021.12.07. ZOOM 회의: 월터, 크리스토퍼, 몰리(뉴욕주립대)-칸 앞잘, 오혜인(경북대)

  - 공동 온라인 국제 협동 과정(Collaborative Online International Learning Course(C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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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방안 논의 중

  - 매월 온라인 상에서 주기적으로 참여교수 및 참여대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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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K 

교육연구단 참여 교수 및 참여대학원생 공동 패널로 참석 및 발표 방안 논의 중

   

2. 우수 외국인 학생 및 연구 인력의 유치 및 그 성과

 1) 지난 1년간 엄격한 심사를 통한 외국인 우수 대학원 신입생 6명 확보, 졸업생 5명 배출

  - 석사: 황훼이민(2022.2.)

  - 박사: 전설련(2022.2.), 조가유·푸량·아흐마드 리오데시아르(2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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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진산, 박시온(석사과정) - 한국어 홍보 동영상

   ·황지윤(박사과정) - 포르투갈어 홍보 동영상

   ·칸 앞잘(인도, 신진연구인력) – 영어 홍보 동영상

   ·조가유(대만, 박사과정) - 대만어 홍보 동영상

   ·아흐마드 리오데시아르(인도네시아, 박사과정) – 인도네시아어 홍보 동영상

   ·티람(미얀마, 국비유학, 석사과정) – 미얀마어 홍보 동영상

   ·허옌홍(중국, 석사과정) – 중국어 홍보 동영상

   ·도티밍 응우엣(석사과정) – 베트남어 홍보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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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내 메일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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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인력으로 활용함

 5) 본 교육연구단 출신 해외대학 교수임용자(우수연구인력 유치 결과) 초청 강연회 실시

  - 2022년 1학기 교육연구단 제2차 비교과 프로그램(2022.8.18.)

   ·주제: 국어국문학과 전공 살려 취업하기(해외 대학 교수임용 성공사례)

   ·강사: 중국 성도대학교 전설련(2022.2. 본교 박사졸업자) 교수

   ·임용 준비 방법에 대한 강연, 유튜브에 영상 탑재.

 6) 다국어 가능 외국인 학생(정해연, 박사수료)을 활용한 영어 교과목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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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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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우수 외국인 학생 유치 및 역량 강화

  - 외국인 국비유학생(미얀마, 티람), 국제학교 출신 언어 능력 우수 대학원생(프랑스·한

국, 리니나) 선발

   ·한국어 말하기 대회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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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원생의 해외 공동연구의 실시 및 그 성과

 1) 참여교수와 학생들의 국제 공동연구 결과를 국제 저명학술지 투고 예정

  - 스페인의 Pompeu Fabra 대학교 교수인 Judit Freixa와 대학원생인 Pedro J. Bueno 

Ruiz, 교육연구단 참여교수인 남길임 교수와 대학원생인 정해연이 공동으로 “코로나 

신어의 의미 유형과 사용 추이에 대한 한국어 스페인어 대조 연구”를 마무리 중

  - 국제학회에 공동 발표 및 이 성과를 SSCI급의 국제학술지에 2022년 12월 내 투고

4. 대학원생의 장·단기 해외연수 및 그 성과

  - 독일 만하임 개최 EURALEX 2022 국제학술대회(XX EURALEX International Congress, 

2022.07.12.~16.) 참가

  - ｢A Distributional Approach to Korean Semantic Neo-logism – Identifying Their First Occurrences 
and Investigating Their Spread｣ (의미적 신조어에 대한 실증적 연구의 방법론) 발표

  - 말뭉치 언어학 및 사전 편찬론의 세계적 연구 동향 확인

  - 연구력 강화 모델로서, 글로벌 시대의 지역 문화어문학 교육연구단의 아젠다 실현에 기여

    

5. 국제화를 위한 영어 교과목 설치 및 그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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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작성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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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도 교육연구단-협동연구센터 공동 해외 석학 초청 온라인 특강(2021.11.23.)

   ·주제: Understanding Race, Koreanness, and "K-identity" in Hallyu and Implications 

for Korean Language and Culture Education

   ·강사: Prof. Hyein Amber Kim,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미국 뉴욕주립

대학교)

  - 2021년 교육연구단 해외석학 초청 온라인 특강(2021.11.25.)

   ·주제: 글로벌 시대의 영어와 한국어의 상생에 관하여

   ·강사: Prof. Jieun Kiaer, University of Oxford(영국 옥스퍼드대학교)

  - 2021년도 교육연구단-협동연구센터 공동 해외 석학 초청 온라인 특강(2021.11.30.)

   ·주제: Grasping in the Dark: Toward Queer Histories of Authoritarian South Korea

   ·강사: Prof. Todd Henry,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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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향후 교류 협약 예정 기관

  - 미국: 밴더빌트대학 아시아학과, 뉴욕주립대학 영어학과, 하와이대학교 마노아캠퍼스 

한국학센터, 콜롬비아대학 한국연구센터, UCLA 한국학센터, UC Berkeley 한국학센터, 

하버드대 한국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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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 랭카스터대학 언어학 및 영어학과, 국립런던대학 아시아 아프리카학부 한일언어문화학과

  - 중국: 길림대학 조선어학과, 하얼빈사범대학 한국어학부, 동부사범대학 세계고전문명사연구

소, 연변대학 조선문학연구소, 북경대학 한국문화연구소, 광저우대학 링난문화예술연구원

  - 일본: 시즈오카대학 언어문화학과, 훗카이도대학 언어과학연구실, 규슈대학 조선사학연

구실, 나고야대학 언어문화부 조선·한국어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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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외국인 학생의 능력 증진 및 외국인 인력에 대한 다목적 활용

  - 학·석사 연계과정의 우수 외국인 대학원생 확대

  - 외국인 강사 고용을 통한 외국인 대학원생 유치 확대 계획

  - 국제학술대회 시 연구 발표 및 동시통역 실무 경험 축적 장려

  - 우수 학생의 연구 실무 경험 축적을 통한 해외 대학 교수임용 도전 장려

  - 해외 진출에 성공한 참여대학원생과 교육연구단의 국제화 프로그램 연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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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국내와 해외에서의 대학원생들 간 학술적 교류 기회 마련

  - 학술 저서 공동 편찬 작업에 참여교수·참여대학원생이 함께 참여하여 중국어판, 한국어판 발간

  - 미국 밴더빌트대학교 아시아학과 한국어프로그램 교재 리뉴얼 참여 제안 

   ·밴더빌트대학교 학부생 활용 교재에 대한 참여대학원생 모니터링 및 개선내용 전달

     (교재 발간 시 교정 이력 또는 공동저자 이력 인정)

  - 언어·문화 교류 수준을 뛰어넘는 대학원생들 간 학술 교류로 확대

  - 영어 학술논문 작성 능력 강화 교과목의 중점 활용 통해 해외 연구실 공동연구의 기반 마련

  - 분과별 연구 교류 대상 국가의 다양화 시도

   ·고전문학 분과와 영미권 국가 대학의 교류

   ·현대문학 분과와 유럽권 대학의 교류

   ·국어학 분과의 중국 대학 교류

4. 대학원생의 장·단기 해외연수 프로그램의 연 2회 이상 시행

 1) 이스라엘 K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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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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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과정에서 코로나-19 창궐로 인해 2023년으로 연기

5. 국제화를 위한 한국어 및 영어 교과목 운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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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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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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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연구> 신규 교과목 운영

6. 해외 석학 초청 특강 프로그램 개발

  - 미국, 중국, 일본 등 각국의 지역학 동향에 대해 파악

  - 어문학 자료의 아카이브 활용 및 구축 방법론 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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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어문학의 대응 및 방향성 모색

  - 연차별로 교육연구단의 학술 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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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교내 유관기관 소속 해외학자의 활용

  - 아젠다 관련 주제에 대해 강연자와의 국내외적인 논의 추진

7. 해외학자 활용 계획

  - 해외학자의 고용 활용보다는 초청 강연을 통해 학술 교류의 새로운 맥을 찾는 데 활용

  - 본 교육연구단(또는 학과) 출신의 해외대학 교수와 공동 논문 및 공동 저서 발간하여 문

화어문학 연구방법론의 세계화 실현

  - 어문학 자료의 아카이브 활용과 데이터 인문학 분야에 관한 해외 사례를 수집·평가·

활용하는 통로로 활용

  - 한국학 연구의 각 분야별 권위자를 초청하여 세계의 한국학 연구 동향과 한국 내 어문

학 연구 동향을 비교하고 어문학 연구의 국제화 방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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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역량 영역

□ 연구역량 대표 우수성과

  본 교육연구단은 4단계 학술 및 연구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연구 비전인 ‘사회 문제 해결을 위

한 한국어문학 연구’와 연구 목표인 ‘전문성과 국제성을 지향하는 문화어문학 연구’를 달성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본 교육연구단의 2차년도 연구역량 대표 우수성과는 다음과 같다.

1. 참여교수 연구역량

 1) 연구비 수주 실적

  : 본 교육연구단 참여교수들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사천시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지원을 받은 

연구를 다수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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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어 처리 기반의 민-관 갈등관리 인공지능 모델 개발’ 연구과제는 주식회사 두근두근에서 

연구 지원을 받은 사업으로, 산업체(국내) 연구비 수주 실적임

 2) 연구업적물

  - 본 교육연구단의 최근 1년간 참여교수 연구업적물: 논문 19편, 저서 7편, 총 26편

  - 전체 연구실적 26편 중 73%(19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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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편

   ·산업 구조 변화의 대응으로서 어문학 연구: 9편

   ·세계화의 대응으로서 어문학 연구: 3편

  - 교육연구단의 최근 1년간 참여교수 대표연구실적

   ·김덕호 외, 낙동강과 문화어문학, 도서출판 역락, 2022. 02.

   ·김주현, ｢이상과 박태원 문학의 관련성 고찰｣, 우리말글 90, 우리말글학회, 2021. 09.

   ·김진웅 외, ｢사회적 변인에 따른 요청 화행 공손 전략 분석 - 한국인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0(6),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 2021. 11.

   ·남길임 외, ｢기사문과 댓글에 나타난 코로나 신어의 사용 양상과 사전학적 기술｣, 한국사전학

 38, 한국사전학회, 2021. 11.

   ·남길임 외, ｢의미적 신어의 출현 및 정착 양상 연구｣, 한글 83(2), 한글학회, 2022. 06.

   ·안미애 외, ｢박광선의 친필본 『보덕공 비망록』 한글 자료 연구｣, 언어과학연구 100, 언어

과학회, 2022. 03.

   ·정우락, ｢옥소 권섭의 세계인식과 영남관｣, 영남학 80,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22. 03.

   ·정우락, 영남 한문학과 물의 문화학, 도서출판 역락, 2022. 08.

   ·최은숙, ｢근대전환기 내방가사에 나타난 여성들의 교육담론과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44,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22. 06.

  - 교육연구단의 학문적 수월성을 대표하는 연구업적물

   ·정우락, ｢글로벌 시대, 문화어문학의 기본 구성과 방법론 재정비｣, 한국문학과예술 39, 사단

법인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2021. 09.

   ·남길임 외, 현대 신어 연구, 한국문화사, 2022. 02.

   ·김주현, 선금술의 방법론 2 - 춘원, 이상과 동리의 문학을 넘어, 박이정, 202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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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여교수 연구역량 

 1.1 연구비 수주 실적 

<표 3-1> 최근 1년간(2021.9.1.-2022.8.31.) 참여교수 1인당 정부, 산업체, 해외기관 등 연구비 수주 실적

  

2. 산업·사회에 대한 기여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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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건

   - 산업 및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한국어문학 자료 구축 및 처리·응용 시스템 연구: 11건

   - 세계화에 대응하는 지역 문화어문학 및 한국어문학 연구: 3건

  2) 교육연구단 연구성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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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제적 학술활동에 참여

  - 해외 강연 및 특강

  - 국제학회 위원회 활동

  -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 국제학술대회 발표

  - 국외 연관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협력

 ·중국 하북대 하북성문화산업연구기지 MOU 체결(2021.11.23)

   ·밴더빌트대 MOU 체결(2022.05.06)

   ·밴더빌트 대학교 언어 문화 교류: 2021년 9월∼2022년 8월까지 35회 실시

- 국외 기관 및 연구자와의 공동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미국 뉴욕주립대학 버펄로 캠퍼스와의 협력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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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네루대학교 한국학센터와의 협력 방안 모색

   ·미국 밴더빌트 대학교와의 협력 방안 모색

   ·스페인 파브라 대학교와의 협력 방안 모색

항 목

수주액(천원) 

3년간(2017.1.1.-2019.12.31.) 실적
(선정평가 보고서 작성내용)

최근 1년간(2021.9.1.~2022.8.31.) 
실적

비고

정부 연구비 수주 총 
입금액

2,323,318 798,703

산업체(국내) 연구비 
수주 총 입금액 

0 12,000

해외기관 연구비 수주 
총 (환산) 입금액

0

1인당 총 연구비 
수주액

331,902 101,338

참여교수 수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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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간(2021.9.1.-2022.8.31.) 참여교수 연구비 수주 실적 내역>

산정
기간

연
번

주관
부처

연구과제명
연구
책임자

참여
교수

연구기간
(YYYYMMDD) 연구

형태
총 연구비
(천원)

참여율
(%)

당해연도
수령액
(천원)

연구비
입금일
(YYYY
MMDD)시작일 종료일

2021.9.1.~
2022.8.31.

1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국어문화원 지원 

사업(경북대 한국어문화원)
김덕호 김덕호 20210301 20211231 단독 23,000 10 13,141

20210915,
20211014,
20211013,
20211029,
20211116,
20211215,
20211215,
20211216,
20220112

2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우리말 가꿈이 운영 지원 

사업(대구광역시)
김덕호 김덕호 20210401 20211231 단독 12,000 10 7,876

20210915,
20211007,
20211014,
20211013,
20211104,
20211116,
20211206,
20211207,
20211215,
20211231

3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학술용어 정비 사업 김덕호 김덕호 20210801 20211130 공동 43,500 1 43,500

20210916
20211007
20211013
20211029
20211103
20211108
20211116
20211116
20211123
20211130

4 대구광역시 지역 국어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 김덕호 김덕호 20211001 20211231 단독 6,650 0.6 6,650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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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화체육관광부
2022년 국어문화원 지원 

사업(경북대학교 한국어문화원)
김덕호 김덕호 20220301 20221231 단독 23,000 10 7,238

20220509,
20220414,
20220613,
20220616,
20220707,
20220713

6 문화체육관광부
2022년 우리말 가꿈이 운영 지원 

사업(대구광역시)
김덕호 김덕호 20220401 20221231 단독 12,500 10 3,574

20220503,
20220613,
20220616,
20220708,
20220713

7 문화체육관광부 2022년 학술용어 정비 사업 김덕호 김덕호 20220601 20221130 공동 39,750 10 382
20220714
20220811

8 대구광역시 지역 국어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 김덕호 김덕호 20220701 20221231 단독 6,650 3

9 경북대학교
방언 분포의 통계적 분석 방법 

개발과 적용 연구
김덕호 김덕호 20210301 20220228 단독 9,250 100

10 경북대학교
방언 분포의 통계적 분석 방법 

개발과 적용 연구
김덕호 김덕호 20220301 20230228 단독 9,250 100

11 한국연구재단
일제 강점기 중국 지역에서 형성된 

한국문학 연구
김주현 김주현 20220701 20230630 단독 24,494 100 24,494 20220704

12 국립국어원
2021년 맞춤법 교정 말뭉치 연구 

분석
남길임 김진웅 20210621 20211121 공동 70,000 14.9 14,000 20211201

13
한국지능정보사

회진흥원
방송콘텐츠 대화체 음성인식 데이터 남길임 김진웅 20220401 20221130 공동 50,000 10 40,000 20220527

14 한국연구재단
언어·문화적 배경에 따른 

대화함축의 해석 능력 비교 연구
김진웅 김진웅 20220501 20230430 단독 26,020 100 26,020 20220525

15
한국지능정보사

회진흥원
주제별 음성 데이터 남길임 김진웅 20210601 20211231 공동 50,000 10

16 네이버주식회사 한국어 일상표현 사전 구축 계획 남길임 김진웅 20201201 20211031 공동 20

17
한국지능정보사

회진흥원
주제별 음성 데이터 남길임 남길임 20210601 20211231 공동 50,000 20 10,000 20211210

18
주식회사 
두근두근

자연어 처리 기반의 민-관 갈등관리 
인공지능 모델 개발

남길임 남길임 20220301 20220531 단독 12,000 6.8 12,000 20220518

19 국립국어원
2021년 맞춤법 교정 말뭉치 연구 

분석
남길임 남길임 20210621 20211121 공동 70,000 28

20 한국지능정보사 방송콘텐츠 대화체 음성인식 데이터 남길임 남길임 20220401 20221130 공동 50,00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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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진흥원

21 국립국어원
2022년 맞춤법 교정 말뭉치 연구 

분석
남길임 남길임 20220510 20221010 공동 85,680 38 68,544 20220603

22 한국연구재단
의미 단위에 대한 삼각측량 분석: 

빈도와 사용자 인식에 대한 
사전학적 고찰

남길임 남길임 20220701 20230630 단독 25,784 100 25,784 20220704

23
한국지능정보사

회진흥원
전문분야 심층인터뷰 데이터 남길임 남길임 20220701 20221231 공동 50,000 20 40,000 20220721

24
(재)한국학중앙연

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항목명 및 

정의문 정제 사업 
남길임 안미애 20210531 20211130 공동 71,000 12 35,500 20211223

25 한국연구재단
동아시아 기록문화의 원류와 지적 

네트워크 연구
남길임 20210501 20220430 공동 1,250,489 3.6

26 네이버주식회사 한국어 일상표현 사전 구축 계획 남길임 남길임 20201201 20211031 공동 65,625 25

27 국립국어원
2021년 맞춤법 교정 말뭉치 연구 

분석
남길임 안미애 20210621 20211121 공동 70,000 19.2

28 국립국어원
2022년 맞춤법 교정 말뭉치 연구 

분석
남길임 안미애 20220510 20221010 공동 85,680 28

29
한국지능정보사

회진흥원
전문분야 심층인터뷰 데이터 남길임 안미애 20220701 20221231 공동 50,000 10

30 경상북도군위군 삼국유사 군위본 역주 제작 사업 정우락 정우락 20210301 20211231 공동 260,000 38.6

31 경상북도군위군 삼국유사 군위본 역주 제작 사업 정우락 정우락 20220301 20221231 공동 260,000 40.6 260,000 20220328

32 경상북도
경북 주요종가 영상물 및 소개책자 

제작(12차년도)
정우락 정우락 20210501 20220612 공동 100,000 4.2

33 경상북도
경북 주요종가 영상물 및 소개책자 

제작(13차년도)
정우락 정우락 20220501 20230430 공동 100,000 4.2 100,000 20220509

34 사천시
龜巖學 資料 및 연구 총서 발간 

용역(5차년도)
정우락 정우락 20210101 20211231 공동 140,000 17.3

35
경북대학교출판

부
모순의 힘 정우락 정우락 20180628 20230627 단독 1,979 100

36 경북대학교 남명문학과 현실주의 정우락 정우락 20210301 20220228 단독 9,250 100

37 경북대학교 남명문학과 현실주의 정우락 정우락 20220301 20230228 단독 9,250 100

38
(재)한국학중앙연

구원
「디지털성주문화대전」기초조사연

구 및 원고 집필 사업
이영호 최은숙 20200903 20211015 공동 180,000 12.5 72,000 20211102

39 한국연구재단
지셔재자명록의 가사 전승 맥락과 

문화적 의미
최은숙 최은숙 20210701 20220630 단독 25,78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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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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간 참여교수 연구업적물

  : 논문 19편, 저서 9편, 총 28편

 1) 최근 1년 간 참여교수 논문 실적

 - 김주현, ｢김동리와 김범부｣, 동리목월(2021년 가을호), 동리목월기념사업회, 2021. 09.

 - 김주현, ｢이상과 박태원 문학의 관련성 고찰｣, 우리말글 90, 우리말글학회, 2021. 09.

 - 김주현, ｢신채호의 문학과 국가사상 - 영토의식을 중심으로｣,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23(2),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22. 08.

 - 김진웅 외, ｢사회적 변인에 따른 요청 화행 공손 전략 분석 - 한국인 모어 화자와 중국

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0(6), 인하대학교 다문화융

합연구소, 2021. 11.

 - 김진웅 외, ｢이주노동자의 한국어 쓰기 교육을 위한 딕토글로스 교수방법의 실제와 효과

｣, 리터러시 연구 13(3), 한국리터러시학회, 2022. 08.

 - 남길임, ｢구 단위 한국어 사전의 기술과 형태론적 쟁점｣, 한말연구 61, 한말연구학회, 

2021. 09.

 - 남길임 외, ｢기사문과 댓글에 나타난 코로나 신어의 사용 양상과 사전학적 기술｣, 한국

사전학 38, 한국사전학회, 2021. 11.

 - 남길임 외, ｢동아시아 목간사전 DB 구축의 현황과 쟁점｣, 동서인문 18, 경북대학교 인

문학술원, 2022. 04.

 - 남길임 외, ｢의미적 신어의 출현 및 정착 양상 연구｣, 한글 83(2), 한글학회, 2022. 06.

 - 안미애, ｢대학생의 디지털 기반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태도와 행동 연구- 미디어 리터

러시에 대한 인지와 미디어 활용 양상을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43(11), 한국문화융합

학회, 2021. 11.

 - 안미애 외, ｢박광선의 친필본 『보덕공 비망록』 한글 자료 연구｣, 언어과학연구 100, 
언어과학회, 2022. 03.

 - 정우락, ｢입재 정종로 문학의 공간 감성과 그 구성 방식｣, 영남학 78, 경북대학교 영남

문화연구원, 2021. 09.



- 56 -

 - 정우락, ｢글로벌 시대, 문화어문학의 기본 구성과 방법론 재정비｣, 한국문학과예술 39, 
사단법인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2021. 09.

 - 정우락, ｢韓國大邱地域的文學景觀與其特征 -以九曲文化爲中心-｣, 中華優秀傳統文化硏究
, 해남사범대학교문학원(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21. 09.

 - 정우락, ｢옥소 권섭의 세계인식과 영남관｣, 영남학 80,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22. 03.

 - 정우락, ｢구암학 연구의 자료 범위와 한국유학사에서 구암 이정의 역할｣, 민족문화연구

 95,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22. 05.

 - 정우락, ｢Hoedang Jang, Jang, Seok-yeong's Prison Diary Heuksanilrok｣, CLASSICAL 
KOREAN STUDIES,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2022. 06.

 - 최은숙, ｢옥소 권섭의 「유행록(遊行錄)」에 나타난 대상체험의 양상과 유람의 의미｣, 
영남학 79,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21. 12.

 - 최은숙, ｢근대전환기 내방가사에 나타난 여성들의 교육담론과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

연구 44,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22. 06.

 2) 최근 1년 간 참여교수 저서 실적

 - 김덕호, 정우락 외, 낙동강과 문화어문학, 도서출판 역락, 2022. 02.

 - 김주현, 선금술의 방법론 2 - 춘원, 이상과 동리의 문학을 넘어, 박이정, 2021. 12.

 - 남길임 외, 현대 신어 연구, 한국문화사, 2022. 02.

 - 남길임 외, The Bloomsbury Handbook of Lexicography 2nd Edition, Aspects of 

multi-word expressions in Asian lexicography, Bloombury Publishing plc, 2022. 03.

 - 정우락 외, Samguk Yusa into the Memory of the World, The Korean Studise Institute, 

2021. 12.

 - 정우락 외, 포은 정몽주 한시 미학, 한국문화사, 2021. 12.

 - 정우락, 영남 한문학과 물의 문화학, 도서출판 역락, 2022. 08.

 - 정우락, 후산시문선집, 지식을만드는지식, 2022. 08.

 - 최은숙, 한국 가사문학의 전승과 향유, 보고사, 202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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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색으로서 어문학 연구”(4편), “산업 구조 변화의 대응으로서 어문학 연구”(9편), 

“세계화의 대응으로서 어문학 연구”(3편)에 해당하는 연구실적은 총 19편

  - 전체 연구실적 28편 중 68%(19편)의 실적이 본 교육연구단의 주요 아젠다에 기반한 연구

 1) <지역 문화어문학 연구의 심화와 확장> 관련 연구실적

 - 정우락, ｢글로벌 시대, 문화어문학의 기본 구성과 방법론 재정비｣, 한국문학과예술 39, 
사단법인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2021. 09.

 - 김덕호, 정우락 외, 낙동강과 문화어문학, 도서출판 역락, 2022. 02.

 - 정우락, 영남 한문학과 물의 문화학, 도서출판 역락, 2022. 08.

 2) <지역 문제 탐색으로서 어문학 연구> 관련 연구실적

 - 안미애 외, ｢박광선의 친필본 『보덕공 비망록』 한글 자료 연구｣, 언어과학연구 100, 
언어과학회, 202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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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우락, ｢입재 정종로 문학의 공간 감성과 그 구성 방식｣, 영남학 78, 경북대학교 영남

문화연구원, 2021. 09.

 - 정우락, ｢옥소 권섭의 세계인식과 영남관｣, 영남학 80,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22. 03.

 - 정우락, ｢Hoedang Jang, Jang, Seok-yeong's Prison Diary Heuksanilrok｣, CLASSICAL 
KOREAN STUDIES,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2022. 06.

 3) <산업 구조 변화의 대응으로서 어문학 연구> 관련 연구실적

 - 김진웅 외, ｢사회적 변인에 따른 요청 화행 공손 전략 분석 - 한국인 모어 화자와 중국

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0(6), 인하대학교 다문화융

합연구소, 2021. 11.

 - 김진웅 외, ｢이주노동자의 한국어 쓰기 교육을 위한 딕토글로스 교수방법의 실제와 효과

｣, 리터러시 연구 13(3), 한국리터러시학회, 2022. 08.

 - 남길임, ｢구 단위 한국어 사전의 기술과 형태론적 쟁점｣, 한말연구 61, 한말연구학회, 

2021. 09.

 - 남길임 외, ｢기사문과 댓글에 나타난 코로나 신어의 사용 양상과 사전학적 기술｣, 한국

사전학 38, 한국사전학회, 2021. 11.

 - 남길임 외, ｢동아시아 목간사전 DB 구축의 현황과 쟁점｣, 동서인문 18, 경북대학교 인

문학술원, 2022. 04.

 - 남길임 외, ｢의미적 신어의 출현 및 정착 양상 연구｣, 한글 83(2), 한글학회, 2022. 06.

 - 안미애, ｢대학생의 디지털 기반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태도와 행동 연구- 미디어 리터

러시에 대한 인지와 미디어 활용 양상을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43(11), 한국문화융합

학회, 2021. 11.

 - 최은숙, ｢근대전환기 내방가사에 나타난 여성들의 교육담론과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

연구 44,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22. 06.

 - 남길임 외, 현대 신어 연구, 한국문화사, 2022. 02.

 4) <세계화의 대응으로서 어문학 연구> 관련 연구실적

 - 정우락, ｢韓國大邱地域的文學景觀與其特征 -以九曲文化爲中心-｣, 中華優秀傳統文化硏究, 
해남사범대학교문학원(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21. 09.

 - 남길임 외, The Bloomsbury Handbook of Lexicography 2nd Edition, Aspects of 

multi-word expressions in Asian lexicography, Bloombury Publishing plc, 2022. 03.

 - 정우락 외, Samguk Yusa into the Memory of the World, The Korean Studise Institute, 2021. 12.

3. 본 교육연구단의 최근 1년 간 참여교수 대표연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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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단 참여교수 대표연구실적이 지닌 우수성은 다음과 같다.

 - 김덕호 외, 낙동강과 문화어문학, 도서출판 역락, 2022. 02.

  이 책은 낙동강에 대한 문화어문학적 탐색 결과이다. 여러 강 가운데 낙동강을 대상으로 

한 것은, 지역 어문학의 일환으로 이 작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낙동강 문화에 대한 이

해는 영남의 문화를 이해하는 첩경이다. 영남인들은 낙동강을 상하로 오르내리고 좌우로 넘

나들면서 소통하였고, 이로써 영남지역의 문화를 창조할 수 있었다. 영남문화 속에 한국의 

언어와 문학이 새롭게 생성되었으니, 여기에 대한 문화론적 접근이 바로 문화어문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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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서는 먼저 낙동강을 읽는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낙동강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던 선유(船遊)와 구곡문화를 다루었다. 끝으로, 낙동강을 배경으로 생활했던 세 작

가들의 문학적 상상력을 살폈다. 이 책의 결과물은 낙동강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어문학 연

구의 지침이 될 것이다. 이는 본 연구단의 핵심 아젠다인 지역 문화어문학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 김주현, ｢이상과 박태원 문학의 관련성 고찰｣, 우리말글 90, 우리말글학회, 202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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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하여 어느 문인들보다 친밀했던 이상과 박태원의 문학적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접근하였

다. 박태원은 이상의 「조감도-운동」에 주목했다. 이 작품은 하나의 문장으로 이뤄졌다. 이

후 박태원은 「방란장주인」을 썼다. 이는 이상의 삶을 하나의 문장으로 쓴 소설이라는 측

면에서 실험성이 높은 작품이다. 구보는 이상이 시에서 실험한 방식을 이상을 대상화 한 소

설에서 실험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상의 「날개」 배경인 33번지 18가구는 성적 상

징으로 이해되어왔다. 박태원의 「보고」와 마찬가지로 이상의 「날개」는 관철동 33번지에

서 이상과 금홍의 동거생활을 그려낸 것이다. 그러므로 이 작품들은 이상 삶의 실제적 재현

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아울러 33번지는 대항권번이라는 장소성과 관련되어 의미를 형성한

다. 또한 박태원은 「보고」를 『여성』(1936.9)에 발표했다. 박태원은 『여성』지로부터 

「문단기형 이상론」을 청탁받아 썼지만, 그 원고가 분실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상의 삶

을 그려낸 「보고」가 그 원고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상과 박태원은 영향을 주고받는 등 

교유함으로써 1930년대 한국 모더니즘 소설 대표 작가로 자리잡았다. 본 논문은 두 작가의 

작품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비교검증을 통해 문학적 관련성을 변증하고 있으므로 문화어문

학 자산에 대한 새로운 접근, 학술과 현장 역량을 갖춘 한국어문학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본 교육연구단의 비전과 부합하기에 모범적인 연구 사례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 김진웅 외, ｢사회적 변인에 따른 요청 화행 공손 전략 분석 - 한국인 모어 화자와 중국

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0(6), 인하대학교 다문화융

합연구소, 2021. 11.

  이 논문은 한국인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요청 화행에서 사용하

는 공손 전략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는 본 연구단의 활동 계획과 연구 비전인 ‘세계화의 

대응으로서 어문학연구’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어문학의 기능 제고’를 높이기 위한 

연구이다. 한국어 학습자가 증가하고 있는 이때 한국인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의 요청 화행 공손 전략을 분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의사소통 장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세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

인 모어 화자에 비해 직접적이 고 명시적인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고, 한국인 모어 화자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에 비 해 소극적 공손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요청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한국인 모어 화자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보다 더 높은 공손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한 국인 모어 화자는 심리적 거리에 따른 요청 화행의 공손 전략 사용에 있

어 경향성을 뚜 렷하게 드러냈지만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심리적 거리에 따른 경향성을 

드러내지 않 았다. 한편, 한국인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모두 사회적 지위에 따

른 요청 화행의 공손 전략 사용은 유사한 경향성을 보였다. 셋째, 공손 전략 표현 사용에서 

한 국인 모어 화자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보다 더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특히 ‘약화 

된 수행 동사 사용하기’, ‘소망 언급하기’, ‘청자 수행 가능성 묻기’에서 두 집단의 

격차가 눈에 띄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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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길임 외, ｢기사문과 댓글에 나타난 코로나 신어의 사용 양상과 사전학적 기술｣, 한국

사전학 38, 한국사전학회, 2021. 11.

  이 논문은 기사문과 댓글에 나타난 코로나 신어의 사용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코로나 19

에 의한 팬데믹 상황이라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문학 연구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웹 장르를 고려하여 신어를 추출하고, 기사

문과 댓글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말뭉치를 시기별로 구축한 후, 코로나-19 신어의 출현 빈

도 및 사용 양상을 살펴본다. 연구 방법으로 기사문과 댓글 두 장르의 빈도와 더불어 고빈

도 코로나 신어의 1차 공기어를 분석하고, 사례 연구로서 고빈도 코로나 신어 ‘K-방역’

을 대상으로 2차 공기어 및 엔그램 분석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일반적인 신어 추출과 기술

의 주요 대상인 기사문과 댓글은 확연한 차이를 보이며, 대중의 언어로서 댓글 말뭉치가 가

지는 가치와 한계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사전학적 관점에서 비전문가인 대중의 언어를 대

표하는 댓글 자원이 거시구조와 미시구조 전반에서 사용자 언어 자원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논의하고, 주요 사례로 ‘우한 폐렴’과 ‘K-방역’에 대한 사전 모형을 제

시한다. 이 연구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연구 방법론

을 모색하여 사회 변화에 따른 인문학 연구의 방향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본 교육연구단

의 4단계 학술 및 연구 활동 계획에 적극적으로 부합하는 연구이다. 

 - 남길임 외, ｢의미적 신어의 출현 및 정착 양상 연구｣, 한글 83(2), 한글학회, 2022. 06.

  이 연구는 단기통시적 관점에서 의미의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형태를 ‘의미적 신어’

로 지칭하고, 형태적 신어와 동일한 관점에서 의미적 신어의 출현과 정착 양상을 살피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분포적 가설을 따르는 기존의 접근법의 분석 원리와 의의, 한

계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기어 유형 추이 분석’을 제안한다. 의미 변화의 

양적 분석에서 주로 논의되어 온 ‘공기어 분석’과 ‘유사어 분석’은 새로운 의미와 관

련된 공기어만을 고려하고 그 빈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전제에서 수행

된다. 그러나 분포 범위 내 대부분의 공기어는 의미 변화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점, 새로

운 형태나 의미는 그 ‘새로움’ 때문에 본질적으로 저빈도로 나타난다는 특성으로 인해서 

빈도에 기반한 공기어와 유사어의 자동 분석은 의미 변화의 양상을 충분히 살펴볼 수 없다

는 한계를 가진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본고에서는 공기어 유형의 출현과 확산 추이를 연

구자의 직관으로 분석함으로써, 의미적 신어의 최초 출현과 정착을 식별하는 원리를 제안한

다. ‘공기어 유형 추이 분석’은 연도별 공기어의 유형과 토큰 수의 분포를 분석하는 방법

으로, 의미적 신어의 최초 출현, 확산, 정착 시기를 식별하고, 의미적 신어의 확산 원리를 

살펴볼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본 교육연구단의 연구 목표 중 하나인 한국어문학의 

외적 확장과 대중적 확산에 기여하는 바가 큰 연구이다.

 - 안미애 외, ｢박광선의 친필본 『보덕공 비망록』 한글 자료 연구｣, 언어과학연구 100, 
언어과학회, 2022. 03.

  이 논문의 연구 대상인 보덕공 비망록은 고령군 도진 출신의 박광선이 17세기 초기에 

작성한 문헌 자료이다. 이 문헌에는 음식, 의약, 생활 등과 관련한 다양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17세기 초의 언어적 사실뿐 아니라 생활 문화와 관련된 내용들도 파악할 수 있다.  
보덕공 비망록은 박광선의 생활 잡록으로 한문 기록과 한글 기록이 병행된 자료이다. 이 

자료에서 한글은 한문과 혼용하거나 한문에 한글을 병기할 때, 한글로만 내용을 기록할 때 

쓰였다. 한글로 기록된 내용은 주방문, 음식방문, 병치료 방문, 고유명사, 보통명사의 다섯 

개 주제로 구분된다. 또 이 문헌에는 당대의 한글 표기의 특징적인 면과 음운 의식이 담겨

있다. 이 자료에는 다른 문헌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특이한 어휘들(잇비, 아개, 벼기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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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된다. 이들 어휘는 17세기 당시 고령지역에서 실제 사용되었거나 필사자 개인의 언어로 

판단된다. 이러한 특이 어휘들은 역사 자료를 통해 지역 문화어문학을 연구할 수 있는 방향

성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본 교육연구단의 연구방법론 모색에 기여할 수 있다.

 - 정우락, ｢옥소 권섭의 세계인식과 영남관｣, 영남학 80,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22. 03.

  이 논문은 옥소 권섭(1671-1759)의 세계인식과 영남관을 해명하기 위한 것이다. 권섭은 옹

주와 재상의 집에서 경화사족의 문화풍토 속에 성장하였지만, 기사환국과 신임사화로 커다

란 좌절을 맛본다.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볼 때, 그는 대체로 현실순응적인 태도를 보이면

서 기록벽과 기행벽을 갖고 산수에 탐닉하였다. 현실정치가 어떤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그의 주요 관심사는 오히려 글쓰기와 

그림 그리기 등 자신의 취미생활에 있었다. 권섭의 세계인식은 주체적 개방성으로 요약된

다. 도통론과 화이론으로 대변되는 그의 주체성은 자기 세계 속으로 매몰되지 않고 사상적

으로는 유불도가 상호 공존하고 신분적으로는 중인이나 천인도 포용하였다. 또한 권섭의 작

품에는 기호학과 영남학이 서로 소통하는 기령학적 회통성 또한 잘 나타난다. 그의 영남관

은 이로써 확인이 가능하다. 기호학이 영남학에 뿌리를 두지만 그 완성은 결국 기호학이 담

당했다고 보고, 영남지역에는 이황의 도맥을 이은 정구의 학문을 크게 인정하였다. 권섭의 

삶과 사유는 주체성과 개방성 사이, 기호학과 영남학 사이, 세속과 초월 사이에서 방황하는 

모습을 자주 보인다. 이는 영남 지역을 배경으로 형성된 문화어문학의 이해를 돕고 영남과 

기호 지방의 관계에 대한 심층적 탐구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지역 문화어문학 연구를 심화

시키고 있다.

 - 정우락, 영남 한문학과 물의 문화학, 도서출판 역락, 2022. 08.

  이 책은 제1부에서는 한시 문학과 물 이미지를 다루었고, 제2부에서는 개울을 중심으로 

펼쳐진 구곡문화에 대하여 논하였다. 마지막 제3부에서는 강 연안의 학문을 강안학(江岸學)

으로 명명하고, 낙동강을 중심으로 그 학문의 특징을 탐색하였다. 이 책의 1부 연구 대상은 

정몽주, 이직, 어득강, 조식, 조형도이다. 우리가 어떤 작가의 문학적 경향을 따지고자 할 

때, 그 작가가 창작한 문학의 물 형상을 살피면 핵심에 바로 도달할 수 있다. 물은 불변을 

본질로 하면서도 수많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 때로는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것은 물이라는 구체적인 물질이 형태를 달리하기 때문이다. 물에 대한 구심력과 원심력이 

동시에 작동한 결과이기도 하다. 물은 물질의 상태에 따라 액체와 고체와 기체로, 동정(動
靜)에 따라 지수(止水)와 유수(流水)로, 승강(乘降)에 따라 수증기와 우수(雨水)로, 온도에 따

라 온수(溫水)와 냉수(冷水)로, 강도에 따라 경수(硬水)와 연수(軟水)로, 청탁에 따라 청수(淸
水)와 탁수(濁水)로, 완급에 따라 격류(激流)와 안류(安流)로 나눌 수 있다. 이 때문에 작가는 

그들의 자유로운 상상을 즐겨 물로 담아낼 수 있었다. 이 책은 물과 문학, 그리고 문화를 

연결함으로써 낙동강을 포함한 경북 지역의 강과 구곡을 활용한 문화어문학 연구의 모범을 

보였다 할 수 있다.

 - 최은숙, ｢근대전환기 내방가사에 나타난 여성들의 교육담론과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

연구 44,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22. 06.

  이 논문은 근대전환기 내방가사에 나타난 여성들의 교육담론 양상과 의미를 고찰하는 데

에 목적을 두었다. 내방가사는 근대전환기 여성교육에 대한 담론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텍

스트이다. 특히 신문·잡지 등의 근대적 매체나 여훈서 등의 전통 교육서와는 별도로 여성 

스스로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어 더욱 중요하다. 선행연구에서도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내

방가사에 담긴 여성 담론에 대해 살핀 바가 있다. 그러나 여성 담론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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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어 여성교육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조명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고는 특히 교육에 대한 여성 스스로의 인식과 담론 양상을 주목하였다. 여성들이 생

각했던 교육의 내용이란 어떤 것이었는지, 그들이 교육을 통해 얻고자 한 것은 무엇이었는

지 내방가사 텍스트를 통해 주로 살폈다. 내방가사에 나타난 근대전환기 여성들의 교육에 

대한 담론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글 배우기의 강조와 자기표현의 욕구, 시대변

화에 따른 여성교육의 역할 모색, 그리고 학교교육과 이에 대한 구여성의 정체성 확립에 대

한 것이다. 여성들은 교육이 자신들에게 어떤 의미이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내방가사

를 통해 말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거나 재구성하고 있었다. 대체로 내방가

사 향유자들은 근대전환기 새롭게 대두되고 있었던 여성교육의 시대적 요청에 공감하고 있

었고, 교육을 통해 자신들의 새로운 위상과 정체성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그

들이 글 배우기나 익히기의 수준, 전통적인 유교이념에 입각한 여덕(女德) 수행에 더욱 비중

을 두고 있었다 하더라도, 내방가사 향유를 통해 교육이라는 주제에 대해 스스로를 되돌아

보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기회를 가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연구는 여성 

문제와 남녀 갈등과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문학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본 교육연구단의 4단계 학술 및 연구 활동 계획에 적극적으로 부합하는 연구이다. 

향후
추진계획

  본 교육연구단은 2차년도 참여교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4단계 학술 및 연구 

활동 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은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교육연구단의 연구 비전 및 목표를 달

성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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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어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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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성과의 전파

  - 해외 한국학 및 지역학 연구자들과 공동연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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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연구단의 학문적 수월성을 대표하는 연구업적물 (최근 1년(2021.9.1.-2022.8.31.))

연번 대표연구업적물 설명

1

정우락, ｢글로벌 시대, 문화어문학의 기본 구성과 방법론 재정비｣, 한국문학과예술 39, 
사단법인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2021. 09.

  이 논문은 우리 시대의 한국어문학을 새로운 안목으로 탐구하기 위한 것으로, 본 교육

연구단의 핵심 아젠다인 문화어문학의 기본 구성과 방법론을 정립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문학의 새로운 길을 목색하기 위해 어문학에 대한 문화론적 입장에 정

초한 문화어문학적 연구방법론을 제기한다. 이는 급변하는 시대를 자각하면서, 어문학이라

는 학문장(學問場)을 기반으로 하되 이를 훨씬 뛰어넘고, 하나의 특정 지역에 기반하고 있

지만 세계적 시각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문화어문학은 분과학문의 전문성을 고려

하면서도 간학제적(間學制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높은 단계의 회통적 질서를 추구하

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있지만 인문정신의 고양을 최종 목표로 삼는다. 현재 우리는 

산업 구조의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문화자원으로서의 어문학 연구가 절실히 요청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신민족주의에 입각한 극근대(克近代)를 위한 문화어문학은, 바로 이러한 

시대를 견인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 따라서 전통 어문학 연구를 기반으로 하되 한국

어문학을 하나의 문화자원으로 인식하면서, 자연언어 처리 기술의 개발과 함께 한국문학 

자원의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 글로벌 시대의 지역 문화어문학의 연구역량을 제고할 수 있

어야 한다. 이로써 한국어문학은 대중 속에 살아 있는 새로운 길을 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문화어문학 이론의 재정립과 심화’라는 연구비전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

다.

2

남길임 외, 현대 신어 연구, 한국문화사, 2022. 02.

  이 책은 신어와 관련하여, 다양한 학술적인 또는 대중적인 관심에 답하기 위해 기획되

었다. 이 책이 학술적인 이유는 수년간 국립국어원 신어 조사 사업에 참여한 연구진들의 

경험과 국내외의 신어 및 사전학 연구 동향을 담은 책이기 때문이다. 저자들은 신어 조사 

사업이 1994년부터 시작된 이래로 2012년 웹 기반 신어 추출기의 도입, 2015년 사용 추이 

조사의 실시, 2016년 패턴 기반 추출과 빈도 기준의 도입이라는 변화를 겪으면서 신어 연

구의 방법론을 정교화해 왔다. 이 책은 연구자를 위해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중’, 즉 

‘언중’을 빠뜨릴 수 없는데, 이는 과거의 신어가 새로운 문물이나 제도, 문화의 첨병으

로서 역할을 하며 주로 전문가들에 의해 생성되었던 것과는 달리, 최근 신어의 생산 및 

확산은 상당 부분 대중의 주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어를 논의할 때 신어의 

생산자이자 향유자인 대중의 참여를 논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신어 연구의 핵심은 

무엇일까? 혹자는 신어를 언어순화의 문제 또는 세대 간, 집단이나 계층 간 의사소통의 

문제로 보기도 하고, 혹자는 언어 형태론적 창조성의 핵심, 어휘부와 조어론 연구의 주요 

대상, 또는 사회 문화적 현상과 변화의 지표로서도 자주 논의된다. 또 최근 언어공학의 관

점에서 신어는 완벽한 자동 식별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제공함과 동시에 각종 자연어처

리 성능 향상의 걸림돌로 논의되기도 한다. 이 책은 이러한 모든 신어에 대한 관심사를 

염두에 두고 집필되었다. 이 책은 ‘신어’를 매개로 본 교육연구단의 연구 성과를 대중

적으로 확산하고 지역과 세계를 아우르는 문화어문학 연구의 외적 확장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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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사회에 대한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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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양 저서 출간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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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고 그에 따른 연구를 수행함과 동시에 연구 성과의 대중적 확산을 도모함으로써 산

업·사회 및 지역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구체적인 성과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본 교육연구단의 연구 방향에 따른 연구 실적

 1) 지역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민족지 연구

  - 김덕호(연구책임자), <2021년 우리말 가꿈이 운영 지원 사업(대구광역시)>, 문화체육관광부 

교부금사업, 2021.3.1.-2021.12.31.

  - 김덕호(연구책임자), <지역 국어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 대구광역시 교부금사업,

    2021.10.01.-2021.12.31.

  - 김덕호(연구책임자), <2022년 우리말 가꿈이 운영 지원 사업(대구광역시)>, 문화체육관광부 

교부금사업, 2022.4.1.-2022.12.31.

3

김주현, 선금술의 방법론 2 - 춘원, 이상과 동리의 문학을 넘어, 박이정, 2021. 12.

  이 책은 『선금술의 방법론-신채호의 문학을 넘어』의 후속편으로 춘원, 이상, 김동리, 

이육사 등의 문학에 대해 논의한 것이다. 총 4부로 구성되었으며, 선금술이라는 방법론으로 

춘원 이광수의 상해 시절 활동과 문학, 이상의 삶과 문학에 대한 주석 및 이상 육필의 진

위 고증, 김동리와 이육사의 활동, 그리고 한국 근대소설의 중국 번역과 텍스트 검열 및 복

원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룬 저서이다. 여기에서는 우리 근대 문학연구, 또는 문학사에서 제

대로 알려지지 않았거나 잘못 알려진 사실들에 대해 새롭게 실증적으로 밝힌 글들을 수록

했다. 이광수의 상해 시절을 밝힌 3편의 글, 김동리의 다솔사 시절을 밝힌 글, 이육사의 옥

룡암 시절을 밝힌 글이 그러하다. 그리고 몇몇 문인들의 교류와 영향에 주목하였는데, 이를

테면 단재와 춘원, 이상과 박태원, 김동리와 김범부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것들은 선금술

의 실천으로 그들의 문학과 삶을 실증적인 차원에서 규명한 글들이다. 그리고 저자의 논란 

및 확정과 관련된 것으로 이상 육필 작품의 진위를 고증한 2편의 글도 실었다. 마지막으로 

텍스트의 번역 및 복원과 관련된 것으로 한국 근대소설의 중국 번역 및 일제 검열과 텍스

트 복원 등 실증적인 연구들을 모아서 한 권의 책을 완성하였다. 이 책은 우리나라 및 중

국 등에 산재한 문화어문학 자산을 모아 정밀하게 검증하여 논의의 새로운 차원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논의의 폭을 중국으로까지 확장하여 글로벌화한 영역을 다루고 있어 문화어문

학 연구의 외적 확장을 추구하는 본 교육연구단의 연구 방향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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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우락(연구책임자), <龜巖學 資料 및 연구 총서 발간 용역(5차년도)>, 사천시청 연구용역, 

2021.01.01.-2021.12.31.

  - 정우락(연구책임자), <삼국유사 군위본(역주)제작 사업>, 경상북도 군위군 교부금사업,

    2021.03.01.-2021.12.31.

  - 정우락(연구책임자), <경북 주요종가 영상물 및 소개책자 제작(12차년도)>, 경상북도 

교부금사업, 2021.05.01.-2022.06.12.

  - 최은숙(연구책임자), <중견연구자지원사업-『지셔재자명록』의 가사 전승 맥락과 문화적

    의미>, 한국연구재단, 2021.07.01.-2022.06.30.

 2) 산업 및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한국어문학 자료 구축 및 처리·응용 시스템 연구

  - 남길임(연구책임자)·김진웅(연구원), <한국어 일상 표현 사전 구축 계획>, 네이버 주식회사 

산업체연구과제, 2020.12.01.-2021.10.31.

  - 남길임(연구책임자)·안미애(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항목명 및 정의문 정제 사업>, 

(재)한국학중앙연구원, 2021.05.31.-2021.11.30.

  - 남길임(연구책임자)·김진웅(연구원)·안미애(연구원), <2021년 맞춤법 교정 말뭉치 연구 

분석>, 국립국어원 연구용역, 2021.06.21.-2021.11.21.

  - 남길임(연구책임자), <주제별 음성 데이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1.06.01.-2021.12.31.

  - 남길임(연구책임자), <자연어 처리 기반의 민-관 갈등관리 인공지능 모델 개발>, 주식회사 

    두근두근, 2022.03.01.-2022.05.31.

  - 남길임(연구책임자)·안미애(연구원), <2022년 맞춤법 교정 말뭉치 연구 분석>, 국립국어원 

    연구용역, 2022.05.10.-2022.10.10.

  - 남길임(연구책임자)·김진웅(연구원), <방송콘텐츠 대화체 음성인식 데이터>, 한국지능정

보사회진흥원, 2022.04.01.-2022.11.30.

  - 남길임(연구책임자)·안미애(연구원) <전문분야 심층인터뷰 데이터>, 한국지능정보사회진

흥원, 2022.07.01.-2022.12.31.

  - 남길임(연구책임자), <의미 단위에 대한 삼각측량 분석: 빈도와 사용자 인식에 대한 사전

학적 고찰>, 한국연구재단, 2022.07.01.-2023.06.30.

  - 정우락(공동연구원)·최은숙(공동연구원), <「디지털성주문화대전」기초조사연구 및 원고 

집필 사업>, (재)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사전편찬, 2020.09.03.-2021.10.15.

  - 김진웅(연구책임자), <언어·문화적 배경에 따른 대화함축의 해석 능력 비교 연구>, 한국

연구재단, 2022.05.01.-2023.04.30.

 3) 세계화에 대응하는 지역 문화어문학 및 한국어문학 연구

  - 김주현(연구책임자), <일제 강점기 중국 지역에서 형성된 한국문학 연구>,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지원, 2021.07.01.-2022.06.30.

  - 김주현(연구책임자), <일제 강점기 중국 지역에서 형성된 한국문학 연구>,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지원, 2022.7.1.-2023.6.30.

  - 남길임(공동연구원)·백두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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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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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덕호(연구책임자), <지역 국어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 대구광역시 교부금사업,  

2021.10.01.-2021.12.31.

   ·김덕호(연구책임자), <지역 국어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 대구광역시 교부금사업, 

2022.07.01.-2022.12.31.

   ·정우락(연구책임자), <龜巖學 資料 및 연구 총서 발간 용역(5차년도)>, 사천시청 연구용

역, 2021.01.01.-2021.12.31.

   ·정우락(연구책임자), <삼국유사 군위본(역주)제작 사업>, 경상북도 군위군 교부금사업,  

2021.03.01.-2021.12.31.

   ·정우락(연구책임자), <삼국유사 군위본(역주)제작 사업>, 경상북도 군위군 교부금사업,  

2022.03.01.-2022.12.31.

   ·정우락(연구책임자), <경북 주요종가 영상물 및 소개책자 제작(12차년도)>, 경상북도 교부

금사업, 2021.05.01.-2022.06.12.

 2) 신문 칼럼 연재

  - 지역 일간지 <영남일보>의 오피니언에 “우리말과 한국문학” 정기 기고(2019.5.2.~)

  - “용에 관한 기억”, “코로나를 대하는 언어적 자세”, “근대문학과 팔공산”, “수어

는 독립된 언어다”, “한국어의 보물창고인 방언”, “‘숙맥’이든 ‘쑥맥’이든, ”문

화 도시 대구를 꿈꾸며” 등 주 1회 기고, 2022.8.31. 까지 173회 칼럼 연재하였고 2022년 

9월에도 계속 연재 중.

 3) 인문학 강좌 기획 및 강연 활동

  : 본 교육연구단 참여교수들은 연구 성과의 대중적 확산을 위해 다수의 인문학 강좌 기획 

및 강연 활동을 수행

  (1)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교양 함양

   - 정우락, 길위의인문학, 2022.06.23. 용학도서관강당, <남명과 퇴계 사이>

   - 정우락, 국학진흥원청년포럼, 2021.11.03.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위기의 시대, <공부의 

재발견>

   - 김주현, 제13회 눌인 김환태문학제 문학강연회, 2021.11.23., 김환태문학관, 김환태문학과 

<선금술의 방법론을 찾아서>

   - 정우락, 대구사회문화대학, 2022.06.24. 수성도서관, <주자시 ｢관서유감｣에 대하여>

   - 정우락, 길위의인문학, 2022.06.30. 용학도서관강당, <한강 정구와 여헌 장현광>

   - 정우락, 경북선비아카데미, 2022.07.04. 성주문화원, <｢요좌기행｣을 통해 본 장석영의 만

주여행>

   - 정우락, 경북선비아카데미, 2022.07.21. 한국국학진흥원, <선비, 자연과 인간>

  (2) 전통문화 자산에 대한 대중의 지식 제고

   - 정우락, 경북선비문화울진포럼, 2021.12.03. 울진왕피천문화관, <자연과 인간의 심성론

적 대화>

   - 김주현, 유교아카데미, 2022.07.05., https://band.us/n/a9a67030x9Jeh, <한훤당 김굉필의 

삶과 문학>

   - 김주현, 동제사 박달학원 재조명 학술대회, 2021.12.7.,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대회의

실, <단재 신채호의 민족의식과 교육관>

   - 김주현, 수성인문학@Suseong 특화 프로그램, 2022.05.11., 범어도서관, <일제 패망과 한

국 부활의 참언(讖言)-신채호의 용과 용의 대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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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숙, 경북대 인문학술원 知人TV 경BOOK톡 인문학 강의, 2021.12.23.(온라인 촬영), 

<덴동어미화전가>

   - 최은숙, 경북대 인문학술원 知人TV 경BOOK톡 인문학 강의, 2021.12.23.(온라인 촬영), 

<윤선도의 고산유고>

   - 최은숙, 경북대 인문학술원 知人TV 경BOOK톡 인문학 강의, 2021.12.23.(온라인 촬영), 

<옥소 권섭의 유행록>

  (3) 지역문화 교양 심화 강연

   - 정우락, 경북도민행복대학고령군캠퍼스, 2022.04.14. 고령군유림회관, <한국사상사에서 

남명학의 위상>

   - 정우락, 전국남명학전문가 교류협력사업, 2021.09.10. 한국선비문화연구원, <정우락 교

수의 남명학연구 이력과 전망>

   - 정우락, 유교아카데미 전문강좌, 2021.10.12. 줌비대면, <선비의 風流>

   - 정우락, 대구이육사기념사업회 강좌, 2022.03.22.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남명조식의 

삶과 21세기의 신남명학>

   - 정우락, 공공기관경영자과정, 2022.05.10. 경북대국제경상관, <조선선비들의 여가와 풍류>

   - 정우락, 경북대경계선넘기, 2021.12.28. 경북대대학원동221호, <｢흑산일록｣ 대구감옥 

127일 그 고난의 기록>

   - 정우락, 유교아카데미전문강좌, 2022.06.30. 줌-비대면, <자연과 인간의 심성론적 대화>

   - 김주현, 달빛인문학강연, 2022.06.02., 전남대학교 인문대 1호관 김남주기념홀, <대구 지

역 문인들의 현실 대응>

   - 김덕호, 제415기 국어문화학교 국어전문교육과정, 2022.07.13. 11:30~14:20, 국립국어원, 

<지역어의 이해>

   - 김덕호, 한말연구학회, 2022.07.15.13:30~14:20, 건국대학교, <언어 다양성 조사의 주요 

내용과 조사 질문지 구성에 대하여>

   - 정우락, 경북선비아카데미, 2022.07.04. 성주문화원, <｢흑산일록｣ 대구감옥 127일 그 고

난의 기록>

   - 정우락, 국립대육성사업세미나, 2022.07.21. 전북대 뉴실크로드센터, <영남학이란 무엇

인가>

  (4) 언론사 인터뷰 통해 미래 세대 문해력 진단 및 해결책 제언

   - 안미애, ‘2부 대학생의 미디어 문해력 실태’ 인터뷰·출연, 대구MBC 라디오 여론현

장, 2022.02.01.

   - 안미애, <문해력 리포트> 한국 청소년 디지털 문해력마저 OECD 바닥권 인터뷰, 연합

뉴스, 2021.12.18.

   - 안미애, <문해력 리포트> 문해력 교육은 국가 책임, 정부가 나서야 할 때 인터뷰, 연합

뉴스, 2021.12.20.

  (5) 지역문화와 영상 콘텐츠에 대한 연계 강연

   - 이승현, 수성르네상스프로젝트, 2021년 9월 2일, 수성아트피아, 연극 <술 권하는 사회> 해설.

   - 이승현, 경신고등학교 특강, 2021년 11월 15일, 경신고등학교, <텍스트와 영상 미학>

   - 이승현, 경신고등학교 특강, 2021년 11월 17일, 경신고등학교, <텍스트와 영상 비교 분석>

   - 이승현, 대구한의대학교 대학혁신지원 사업, 2022년 1월 6일, 대구한의대학교, <한국 

현대 희곡 및 연극>

   - 이승현, 2022년 공공기관 경영자과정 특강, 2022년 4월 5일, 경북대학교 공공기관 경영

자과정, <영상 콘텐츠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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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현, 경신고등학교 특강, 2022년 3월 31일, 경신고등학교, <텍스트와 영상 미학>

   - 이승현, 경신고등학교 특강, 2022년 4월 7일, 경신고등학교, <텍스트와 영상 비교 분석>

   - 이승현, 경신고등학교 특강, 2022년 7월 14일, 경신고등학교, <영화 감상과 인문학>

 

 4) 교양 저서 출간

   - 정우락, 영남 한문학과 물의 문화학, 도서출판 역락, 2022. 08.

   - 정우락, 후산시문선집, 지식을만드는지식, 2022. 08.

   - 안미애 외, 『융합의 시대: 대학 교양 교육의 현장과 과제』, 문화와 융합 총서 3, 한

국문화사.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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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하반기 인문교양서 2권(경북대학교 

출판부) 출간 예정

  - 향후 지속적인 신문 칼럼 연재 및 인문교양서 출간을 통해 연구성과의 대중화 도모

  

 3) 인문학 강좌 기획 및 강연 활동

  - 연차별 발간 계획 중인 연구총서를 기반으로 시민 대상 인문학 강좌 기획 및 강연

  - 연구그룹별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교육연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한 대중 강연   

 4) 교양저서 출간

  - 연구성과의 대중적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인문 교양저서 출간

  - 현장교육과 연구를 연계한 실용적 교양서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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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여교수의 연구의 국제화 현황 

 ① 국제적 학술활동 참여 실적 및 현황 

계획

1. 국제학회 및 해외 학술 활동

  - 해외 강연 및 특강

  - 국제학술 위원으로 활동 

  - 국제학술 연구발표 

  - 국제연구 저서 편찬 

실적

1. 국제학회 및 해외 학술 활동

 1) 해외 강연 및 특강 

  - 김주현, 중국 중앙민족대학 내 중국 소수민족 어문학원 외국 국적 전문가로 초빙되어 계

열  커리큘럼 수업(온라인 강의)

 2) 국제학술 위원회 활동

  - 정우락, 中國河北省 保定國學學會 顧問 2018.11.1.~2021.12.31
  - 남길임, Asialex-The Asian Association for Lexicography(아시아사전학회) 부회장

   ·2021.6~ 현재 ( https://asialex.org/#board )

  - 남길임, Globalex(세계사전학회) 아시아권 대표

   ·각 대륙의 대표 사전학회 대표들이 매일 정기적으로 온라인 미팅 개최, 연구 및 학회 소식 교류

  - 남길임, Euralex-European Association for Lexicography(유럽사전학회) 2022 Scientific 

Committee Member 국제학회 학술위원회 활동 

   ·2021. 7~2022. 5. 6. ( https://euralex2022.ids-mannheim.de/organisation/#scientific-committee )

  - 남길임, the 5th Globalex workshop advisor and review committee

   ·advisor ( https://korealex.org/45 )

   ·review committee

  - 최은숙, IASPM(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Popular Music(국제대중음악연구

협회 국제학술대회 로컬조직위원회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2020.12.8.~)

 2)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 정우락, 東亞宗家文明與齊氏家祀, 齊家, 中國河北大學出版社, 2021.02.

  - 남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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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제 공동연구 저서 발간

  - 남길임, The Bloomsbury Handbook of Lexicography 2nd Edition, Aspects of multi-word 

expressions in Asian lexicography, 2022.03.

 

 4) 국제학술대회 발표 실적

  - 남길임, “A Comparative Study on Loanwords in Korean and Chinese Neologisms: 

Neologisms from 2010 to 2020”, 15th Asiaelx 2022.(2022. 7. 17-19)

 

 5) 해외 번역서 출간 

  - 남길임, <(외국인을 위한)사전에 없는 진짜 한국어 1> 중국어판, 대만:일월문화출판사, 202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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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국제 공동연구 실적 

<표 3-6> 최근 1년간 국제 공동연구 실적

향후
추진계획

1. 국제학회 및 해외 학술 활동 계획

 1) 국제학술대회 활동

  - 매년 ‘글로벌 시대의 한국어문학’ 주제로 국제학술대회 개최

   ·2021년 11월 국제학술대회(주제: 공동체의 일상과 지역 문화어문학) 개최

   ·2022년 11월 국제학술대회(주제: 소통과 공존의 문화어문학) 개최 예정

  -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및 참여대학원생의 한국어문학의 세계화를 위하여 국제학술대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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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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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립대학 교수 및 밴더빌트대학교 한국학 분야 교수와 공동저술 활동 계획  

연번

공동연구 참여자 
상대국

/소속기관
국제 공동연구 실적

DOI 번호/ISBN 등 

관련 인터넷 link 

주소

교육연구단 

참여교수

국외 

공동연구자

1. 남길임

1) Vincent,

 Ooi, 

2) Ai Inoue

3) Cuilin

 ZHAO

1) 싱가포르, 

2) 일본

3) 중국

The Bloomsbury Handbook of Lexicography Vol 

2., “Aspects of Multiword Expressions in Asian 

Lexicography”, Bloomsbury Publishing plc, 

2022.05.02.

10.5040/978135

0181731.ch-018

2. 남길임

1) Judit 

Freixa,

 (2) Pedro 

Bueno

Pompeu 

Fabra 

Universitat

(스페인)

Semantic Typology and Use Trends of 

COVID-19 Neologisms: A Contrastive Study of 

Korean and Spanish

2022년 12월 

Lexicos(SSCI급) 

투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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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➂ 외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연구자 교류 실적 및 계획

실적

1. 김덕호 교수 

 - 이탈리아 카포스카리대학 빈첸차드루소 교수와 국제대학원 이중학위제 운영 관련 MOU 논의

2. 김주현 교수

 - 중국 중앙민족대학 내 중국 소수민족 어문학원 외국 국적 전문가로 초빙되어 계열 커리큘럼 

수업(온라인 강의), 학술 자문 및 학문 연구, 졸업 논문지도, 교수 교류 세미나, 학생 교류 심

포지엄 등을 수행, 2022.03.16.-2023.1.31.

 - 인도 네루대학교 한국학센터와의 협력 방안 모색

   ·한국학센터장 라비케쉬(Ravikesh) 교수와 연구 및 교육 방면의 협정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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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진웅 교수

 - 미국 Vanderbilt 대학과 언어 문화 교류 프로그램(Language and Culture Exchange Program) 

기획 및 진행

 

4. 남길임 교수

 - The Bloomsbury Handbook of Lexicography 2nd Edition, Aspects of multi-word expressions in 
Asian lexicography 출간: Vincent B. Y. Ooi(싱가포르), Ai Inoue(일본), Cuilian Zhao(중국) 공저

 - 스페인 Pompeu Fabra Universitat(스페인), 신어관측소(Observatori de Neologia)와 협업

   <논문 투고를 위한 온라인 미팅 및 이메일 회의>

  ·저자명: Kilim Nam, Judit Freixa, Pedro Bueno, Haeyun Jung

  ·논문명(가제): 코로나 신어의 의미 유형과 사용 추이에 대한 한국어 스페인어 대조 연구

(Semantic Typology and Use Trends of COVID-19 Neologisms: A Contrastive Study of 

Korean and Spanish)

  ·예정 학술지: Lexicos(SSCI급)

  ·투고 일시: 2022년 12월 이내 

 - 남길임 외, <사전에 없는 진짜 한국어> 대만 번역 출간

 - 이스라엘 Ilan Kernerman (K dictionaries(주))와의 협력

  ·사전 DB 구축 및 코로나 다국어 신어사전(CMD: Corona Multilingual Dictionary)의 구축 논의 중

5. 안미애 교수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국제대학교 왕충은 교수와 한국어 교육 관련 국제 학술 단체 설립 논

의. 향후 설립될 학술 단체의 에디터로 참여하기로 협의함.

6. 정우락 교수

  - 강검운 교수(중국 하북대학 문학원)와 교육 연구의 협력 논의 진행 

   ·중국 대학 교재 공동개발: 中國文學經典品鑑(2022, 북경: 고등교육출판사 근간)의 

     공동편집 위원으로 참여하여 함께 교재를 개발

   ·토론 교재 서문과 함께, 张岱의 ｢《湖心亭看雪》：雪中炉之正体、雅与俗之化境｣을 집필

  - 하북성 보정에 있는 新蓮池書院 고문헌복제실, 신연지서원의 鄭新芳 원장, 梁釗 교수와

    18세기 후반 김상진에 의해 그려진 무흘구곡도 중국판 공동 제작 진행

   ·정우락 교수는 고문으로 ｢題武屹九曲圖中國本序｣를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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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대흥(曾大興) 교수(중국 광주대학교 인문학원)와 교육 및 연구의 협력 추진

   ·중국문학지리학회의 회원 및 중국의 주요학술지 문학지리학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며

     증대흥 교수의《문학지리학개론(文学地理学概论)》을 완역(BK참여대학원생 전설련, 푸량

     공동 번역), 2022년 9월 말 출간 예정.

7. 최은숙 교수

 - 경북대 국제교류처 국제협동연구센터 주관 해외 석학 초청 특강 사회(진행)- Hyein Amber 

Kim(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Understanding Race, Koreanness, and 

"K-identity" in Hallyu and Implications for Korean Language and Culture Education, 

2021.11.23. 

 - 경북대·연세대 BK 사업단, 해외석학초청 특강 기획 및 진행-오하이오주립대학 박찬응교수

(판소리 이중언어 공연의 의의), 2022.7.6.

향후
추진계획

  본 교육연구단은 참여교수의 국제적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연구단의 연구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외국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자 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참여교수의 해외

기관 방문 연구, 국제 유관기관의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세미나의 개최 등을 기반으로 해외 학

자 및 해외 기관과의 공동연구의 활성화를 추진 및 계획을 하고 있다. 최근에 전염병인 코로나

-19의 위기로 인해 국제화 활동이 쉽지 않았지만 본 교육연구단이 온라인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교류를 해왔다. 코로나-19가 끝난 후 한국문화어문학의 외적 확장을 위하여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외 연구자 초청 및 상호 방문 등의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서 세계 유관기관의 연구자와의 연대 

관계를 심화할 계획이다. 

1. 국제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1) 정우락·김주현 교수

  - 중국 산동대학 인문사회과학연구원과 파트너 연구단 조직

  - 정우락·김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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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남길임 교수

  - 이스라엘 K-dictionary(자연언어정보처리 및 다국어사전개발 회사)의 CEO Ilan Kernerman 

회장과의 지속적인 교류의 연장선상에서 연구 추진

  - 교육연구단 참여대학원생의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교류 추진

  - K-dictionary와 협업을 통한 한국어 구단위 사전 개발

  - 뉴욕주립대학 아시아학 Hakala N. Walter와 공동연구 추진

  - 참여교수 및 참여대학원생의 해외 연수

 3) 김진웅 교수

  - 벨기에 앤트워프대학 인풋로그(Inputlog) 개발 연구팀 책임자인 Luuk van Vaes 교수와 대학

원생 해외 연수 프로그램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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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는 크스트로크 로깅 프로그램인 인풋로그의 한국어 모듈 공동 

개발 계획

  - 미국 밴더빌트 대학과의 언어 문화 교류 및 협력 강화

  - 미국 밴더빌트 대학과의 연구자 교류 및 공동 연구 추진

2. 국제 공동 교육 및 연구 

 1) 정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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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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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네루대학교 한국학센터장 라비케쉬(Ravikesh) 교수와 연구 및 교육 방면의 협정 논의  

   ·라비케쉬 네루대학 교수와 공동연구 및 인도의 우수대학원생 유치 관련 협의

 3) 김덕호 교수

  - 일본 훗카이도대학 언어과학연구실 교수와 대조언어학적 관점의 한국어와 일본어의 역사적 

고찰에 관한 한일 공동연구 프로젝트 촉진 

  - 일본 니카타대학 언어문화학 교수와 동북유라시아의 언어문화 친연성에 관한 한일 공동연구 추진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대회에 발표 및 공동 투고

  - 이탈리아 카포스카리대학 빈첸차드루소 교수와 국제대학원 이중학위제 운영 관련 MOU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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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4단계 BK21 교육연구단 관련 언론보도 리스트

교육연구단명 글로벌 시대의 지역 문화어문학 교육연구단

교육연구단장명 정우락

연번 구분
언론사명

/수상기관 등
보도일자/

수상일자 등
제목/

수상명 등
관련 URL

주요내용 (200자이내)

1 기타
부산일보 21.09.02.

조선시대 선비들 문화공
간 가야산 홍류동 계곡 
회선암(會仙岩) 석각 발견

http://www.busan.com/view/b
usan/view.php?code=2021090
215574584305

정우락 교수에게 회선암 석각 발견의 의미를 자문
(UPI뉴스, 뉴시스, 경상매일신문, 경남도민신문, 뉴스경남 동일)

2 기타
동리목월 21.09.05. 김동리와 김범부

특집 – 다시, 범부를 생각한다 <김동리와 김범부>

3 기타
영남일보 21.10.08.

[9일은 한글날] '부스터
샷', '위드코로나'...공공
기관 외래어-외국어 사
용 정보격차 확대 우려

https://www.yeongnam.com/
web/view.php?key=20211007
010000892

코로나 관련 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해서 쓰기를 자문함.

4 행사

베리타스알
파

2021.10.20.
경북대 ‘옥소 권섭의 세계인
식과 문경’학술대회 개최 22
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

http://www.veritas-a.com/ne
ws/articleView.html?idxno=39
2345

정우락, 최은숙 참여교수, ‘옥소 권섭의 세계인식과 문경’ 학술대회 발표

5 행사
영남일보  2021.10.21

경북대, ‘옥소 권섭의 
세계인식과 문경’ 학술
대회 개최

https://www.yeongnam.com/
web/view.php?key=20211021
010002597

정우락, 최은숙 참여교수, ‘옥소 권섭의 세계인식과 문경’ 학술대회 발표

6 기타

베리타스알
파

2021.11.08.
경북대 개교 75주년 기
념 특별사진전 개최

http://www.veritas-a.com/ne
ws/articleView.html?idxno=39
5496

개교 기념 사진전 개최
(대학저널, BBS 뉴스, 쿠키뉴스, 패션저널, 경북신문, 매일신문, 대구일보 동일)

7 행사

베리타스알
파

2021.11.09.
경북대 국문과 BK21 사
업단, 2021 국제학술대회 
개최

http://www.veritas-a.com/ne
ws/articleView.html?idxno=39
5771

‘공동체의 일상과 지역 문화어문학’ 국제학술대회 개최 - 정우락 단장, 남길임 
참여교수(기조발표자로 소개), 김주현 참여교수 발표 보도

8 행사
교수신문 2021.11.09

경북대 국문과 BK21 사
업단, 2021 국제학술대회 
개최

http://www.kyosu.net/news/a
rticleView.html?idxno=80685

‘공동체의 일상과 지역 문화어문학’ 국제학술대회 개최 - 정우락 단장, 남길임 
참여교수(기조발표자로 소개), 김주현 참여교수 발표 보도

9 행사
쿠키뉴스 2021.11.09

대구보건대·계명대·경
북대·영남대 [대학소식]

https://www.kukinews.com/n
ewsView/kuk202111090224

‘공동체의 일상과 지역 문화어문학’ 국제학술대회 개최 - 정우락 단장, 남길임 
부단장(기조발표자로 소개), 김주현 참여교수 발표 보도

10 행사 e대학저널 2021.11.09 경북대 BK21사업단, '공 http://www.dhnews.co.kr/new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90215574584305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392345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395496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395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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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의 일상과 지역 문
화어문학'에 대해 논한다

s/articleView.html?idxno=146
653

‘공동체의 일상과 지역 문화어문학’ 국제학술대회 개최 - 정우락 단장, 남길임 
참여교수(기조발표자로 소개), 김주현 참여교수 발표 보도

11 행사
경북신문 2021.11.10

경북대 국문과 BK21사업
단, `국제학술대회` 열어

http://www.kbsm.net/news//v
iew.php?idx=328755

‘공동체의 일상과 지역 문화어문학’ 국제학술대회 개최 - 정우락 단장, 남길임 
참여교수(기조발표자로 소개), 김주현 참여교수 발표 보도

12 행사
경북매일 2021.11.10

경북대, 오늘부터‘2021 국제
학술대회’개최

http://www.kbmaeil.com/new
s/articleView.html?idxno=913
573

‘공동체의 일상과 지역 문화어문학’ 국제학술대회 개최 - 정우락 단장, 남길임 
참여교수(기조발표자로 소개), 김주현 참여교수 발표 보도

13 행사
대구일보 2021.11.14

경북대 국문과 BK21 사
업단, 2021 국제학술대회 
개최

http://www.idaegu.com/news
View/idg202111140066

‘공동체의 일상과 지역 문화어문학’ 국제학술대회 개최 - 정우락 단장, 남길임 
참여교수(기조발표자로 소개), 김주현 참여교수 발표 보도

14 행사
NSP통신 2021.11.15.

성주군, ‘성주 역사인물 
학술발표회’ 개최

http://www.nspna.com/news/?
mode=view&newsid=537902

정우락 교수, 성주 역사인물 학술발표회에‘에서 만오 정장의 삶과 학문적 특성’ 
주제 발표

15 행사

대구경북일
보

2021.11.15.

성주군, ‘성주 역사인물 
학술발표회’ 개최 - 만

오 정장·회천 송홍래 선생 
학문과 사상 재조명

http://www.dgn.kr/bbs/board.
php?bo_table=news&wr_id=1
00152

정우락 교수, 성주 역사인물 학술발표회에‘에서 만오 정장의 삶과 학문적 특성’ 
주제 발표

16 행사

GBN 
경북방송

2021.11.15.
제10회 성주 역사인물 
학술발표회 개최 - 만오 

정장·회천 송홍래 선생

http://www.dgn.kr/bbs/board.
php?bo_table=news&wr_id=1
00152

정우락 교수, 성주 역사인물 학술발표회에‘에서 만오 정장의 삶과 학문적 특성’ 
주제 발표

17 행사

성주인터넷
뉴스

2021.11.16.
성주군, 제10회 성주 역
사인물 학술발표회 개최

http://sjinews.net/front/news/
view.do?articleId=ARTICLE_0
0017836

정우락 교수, 성주 역사인물 학술발표회에‘에서 만오 정장의 삶과 학문적 특성’ 
주제 발표

18 행사
대구일보 2021.11.20

성주군, ‘제10회 성주 
역사인물 학술발표회’ 
개최

https://www.idaegu.com/news
View/idg202111160081

정우락 교수, 성주 역사인물 학술발표회에‘에서 만오 정장의 삶과 학문적 특성’ 
주제 발표

19 성과

동아사이언
스

2021.11.26

[혼란의 시대, 위기의 언
어](중)코로나 신조어 한
국은 보건 정책, 중국은 
애국 강조

https://www.dongascience.co
m/news.php?idx=50771

남길임 교수의 코로나19 신어 연구가 인용됨.

20 행사
유교신문 2021.12.03.

‘2021경북선비문화 울
진포럼’ 개최

http://www.cfnews.kr/coding/
news.aspx/1/1/54609

정우락 교수 - 경북선비문화 울진포럼 주제발표

21 성과 매일신문 2021.12.03. 성주문화원-경북대 지역 https://news.imaeil.com/page/

http://www.nspna.com/news/?mode=view&newsid=537902
http://www.cfnews.kr/coding/news.aspx/1/1/5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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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어문학 교육연구단 지
역문화 연구·교육 협약

view/2021120220085599197

BK 교육연구단 교육협약

22 행사
에너지경제 2021.12.09.

‘삼봉 정도전의 민본정
신 구현과 관련 유적 관
광자원화 전략’ 주제 
국회의원 박형수 민본정
신 찾기 정책

https://www.ekn.kr/web/view
.php?key=20211209010001437

정우락 단장 - 토론회 토론자
(프레시안, 경북일보, 경상매일신문 동일)

23 기타

연합뉴스 21.12.18.
[문해력 리포트] ② 한국 
청소년 '디지털 문해력'
마저…OECD 바닥권

https://www.yna.co.kr/view/A
KR20211209134600501?input=
1195m

안미애 참여교수 - 유럽과 한국의 ‘디지털 문해력’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수준 
비교, "어릴 때부터 디지털 문해력의 기초 체력을 다질 수 있는 교육을 받아야 

성인이 됐을 때 제대로 된 정보 판단 능력을 갖출 수 있다" 등

24 기타

연합뉴스 21.12.20.
[문해력 리포트] ④ 문해
력 교육은 국가 책임…"
정부가 나서야 할 때"

https://www.yna.co.kr/view/A
KR20211213147200501?input=
1195m

안미애 참여교수 - 학교가 학생들에게 문해력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 "학교에서 학생들이 '읽기의 즐거움'을 알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시행해야 하고, 읽은 내용을 소화해 자기 생각을 말하고 쓸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25 기타
KBS 안동 2022.1.12

아시아태평양 기록유산 
등재 본격 추진

https://v.daum.net/v/2022011
2193225619?f=o

최은숙 참여교수 - 삼국유사와 내방가사 아태기록유산 등재 관련 내방가사의 가치 진단 

26 행사
위키트리 2022.02.15.

전남대 인문학연구소,
‘지역 서사와 공동체의 
경험’ 전국학술대회 개
최

https://www.wikitree.co.kr/ar
ticles/731981

정우락 교수, ‘조선 시대 선비들의 풍류 방식과 문화공동체 만들기’ 주제

27 행사
뉴시스 2022.02.15.

전남대, ‘지역 서사와 
공동체 경험’ 학술대회 
등

https://mobile.newsis.com/vie
w.html?ar_id=NISX20220215_
0001759725

정우락 교수, ‘조선 시대 선비들의 풍류 방식과 문화공동체 만들기’ 주제 특강

28 행사

한국대학신
문

2022.02.15.
전남대, ‘지역 서사와 
공동체 경험’ 학술대회

http://news.unn.net/news/arti
cleView.html?idxno=524029

정우락 교수, ‘조선 시대 선비들의 풍류 방식과 문화공동체 만들기’ 주제 특강

29 행사
광주일보 2022.02.16.

전남대, ‘지역 서사와 
공동체 경험’ 학술대회

http://m.kwangju.co.kr/article.
php?aid=1644960600733730007

정우락 교수, ‘조선 시대 선비들의 풍류 방식과 문화공동체 만들기’ 주제 특강

30 기타

고대신문 2022.3.13.
일상의 기록으로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다

http://www.kunews.ac.kr/new
s/articleViewAmp.html?idxno
=33506

KU레이터 | 최은숙(경북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인터뷰
일상의 기록으로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다 - 내방가사의 시대적 성격, 가치, 

교훈

31 기타 오마이뉴스 2020.03.21
114주년 맞이한 한글학
회, 62대 임원진 뽑다

http://www.ohmynews.com/N
WS_Web/View/at_pg.aspx?CN
TN_CD=A0002819784&CMPT
_CD=P0010&utm_source=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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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utm_medium=newsearch
&utm_campaign=naver_news

남길일 참여교수, 한글학회 62대 이사로 선출

32 성과

베리타스알
파

2022.04.13
[신간산책] ‘(외국인을 
위한) 사전에 없는 진짜 
한국어 1’

http://www.veritas-a.com/ne
ws/articleView.html?idxno=41
1745

남길임 교수의 저서 ‘사전에 없는 진짜 한국어 1’ 대만판 번역서 출간

33 성과
경북신문 2022.04.14

경북대, ‘사전에 없는 
진짜 한국어 1’ 중국어 
번역 출간

http://www.kbsm.net/news/vi
ew.php?idx=346035

남길임 교수의 저서 ‘사전에 없는 진짜 한국어 1’ 대만판 번역서 출간

34 성과
e대학저널 2022.04.15

[금주의 문화산책] 창원
대 '경남을 기록하다' 출
간 外

http://www.dhnews.co.kr/new
s/articleView.html?idxno=204
304

남길임 교수의 저서 ‘사전에 없는 진짜 한국어 1’ 대만판 번역서 출간

35 성과
매일일보 2022.05.02

교수님들의 책, 경제·경
영·창업·운동·어학 
등 전문 분야 도서들 잇
따라 선보여

https://news.imaeil.com/page/
view/2022042516463554028

남길임 교수의 저서 ‘사전에 없는 진짜 한국어 1’ 대만판 번역서 출간

36 기타
KBS 대구

 
2022.05.22.

"이내말삼 드러보소"..여
성의 삶 노래한 '내방가
사' 특별전

https://v.daum.net/v/2022071
4194918074

최은숙 참여교수 심층 인터뷰 - "이내말삼 드러보소"..여성의 삶 노래한 
'내방가사' 특별전 관련 내방가사의 가치

37 행사
매일신문 2022.06.13.

용학도서관, ‘낙중학(洛
中學), 대구를 흐르다' 
프로그램 운영

https://news.imaeil.com/page/
view/2022061310591872249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강연

38 행사
쿠키뉴스 2022.06.13.

‘자매도시 특산물 판매
장터’ 대면 행사로 외 
[수성소식]

https://www.kukinews.com/n
ewsView/kuk202206130111

정우락 교수의 ‘퇴계 이황과 남명 조식’(6.23), ‘정구와 장현광의 
한려학파’(6.30) 강연 안내

39 기타

매일신문 2022.06.14.
칸 앞잘 아흐메드 연구
교수 “인도를 주목해야 
할 때”

https://news.imaeil.com/page/
view/2022061410591388766

[매일 탑 리더스 아카데미 지상 강연] ‘포스트 차이나 인도 이야기’, “중국 대
체할 경제국가로 빠르게 성장…반중 정서 커져”, “‘K-문화’로 인도 내 친한 
확산…경제 파트너로서 긴밀히 협력해야”

40 기타

베리타스알
파

2022.06.21.
경북대 도서관, 28일 지
역사회와 함께하는 학술
강연회 개최

http://www.veritas-a.com/ne
ws/articleView.html?idxno=41
9344

정우락 교수 인터뷰 - “경북대는 국가거점국립대로서 대학이 가진 학술자원을 
지역사회와 나누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학술강연회도 그 

일환으로,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

41 기타
e대학저널 2022.06.21.

경북대 도서관, 황보영조 
사학과 교수 초청 학술
강연회 열어

http://www.dhnews.co.kr/new
s/articleView.html?idxno=205
139

정우락 교수 인터뷰 - “경북대는 국가거점국립대로서 대학이 가진 학술자원을 
지역사회와 나누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학술강연회도 그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419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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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환으로,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

42 기타

국제i저널 2022.06.22.
'제1회 경북대 도서관 학
술강연회’ 개최

http://www.iij.co.kr/news/arti
cleView.html?idxno=280090

정우락 교수 인터뷰 - “경북대는 국가거점국립대로서 대학이 가진 학술자원을 
지역사회와 나누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학술강연회도 그 

일환으로,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

43 기타

대구신문 2022.06.23.
경북대 도서관, 지역사회
와 함께 하는 학술강연
회

https://www.idaegu.co.kr/new
s/articleView.html?idxno=386
418

정우락 교수 인터뷰 - “경북대는 국가거점국립대로서 대학이 가진 학술자원을 
지역사회와 나누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학술강연회도 그 

일환으로,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

44 기타

독립신문 2022.06.30.
상해판 독립신문과 ｢
창간사｣

이광수 주필의 ｢창간사｣에 드러난 독립신문의 지향과 목적. 주요한, 조동호, 
옥관빈, 최근우, 백성욱 등의 기고로 이루어진 협동의 산물로서 민족의 

독립사상과 운동을 전파하는 사명 감당. 

45 기타

하늘북
(사단법인 단
재신채호선생
기념사업회)

2022.06.30.
단재와 시, 그리고 혁명
적 의미

당시(唐詩) 수천 수는 외는 단재의 천부적인 시적 재능, 혁명을 노래. 

46 기타
영남일보 2022.07.06.

[조진범의 피플] 한국 현
대소설로 박사 학위 받
은 최초의 인도인 칸 앞
잘 경북대 교수 

https://www.yeongnam.com/
web/view.php?key=20220703
010000252

칸 앞잘 경북대 교수 인터뷰 – 인도에 대한 인식, 인도 전문가 양성의 필요성 
강조, 한국과 인도의 관계 및 경제 전망

47 기타

연합뉴스 2022.07.19.
경북대 도서관, 소장 중
요기록물 40여 종 공개

https://www.yna.co.kr/view/A
KR20220719134100053?input=
1195m

정우락 교수 관련(경북대 도서관장) - 경북대학교 도서관 귀중본 전시회 개최,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 선조들의 지식이 담긴 기록물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노컷뉴스, 베리타스, 뉴시스, 뉴스1, 교수신문, BBS 뉴스, 쿠키뉴스, 경북신문, 

패션저널, 대구일보, 매일신문 동일내용 보도)

48 기타

BBS뉴스 2022.07.20.
경북대 도서관, 능엄경, 
산수도 등 소장 중요기
록물 전시

http://news.bbsi.co.kr/news/a
rticleView.html?idxno=307502
0

정우락 교수 관련(경북대 도서관장) - 경북대학교 도서관 귀중본 전시회 개최,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 선조들의 지식이 담긴 기록물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49 기타

불교신문 2022.07.20.
경북대 도서관, 소장 중
요기록물 40여 종 공개

https://www.buddhismjournal.
com/news/articleView.html?id
xno=30990

정우락 교수 관련(경북대 도서관장) - 경북대학교 도서관 귀중본 전시회 개최,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 선조들의 지식이 담긴 기록물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50 기타
대구일보 2022.07.24.

경북대 도서관, 고서, 목
판 등 귀중본 전시회 개
최

https://www.idaegu.com/news
View/idg202207190077

정우락 교수 관련(경북대 도서관장) - 경북대학교 도서관 귀중본 전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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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 선조들의 지식이 담긴 기록물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51 기타

매일신문 2022.07.25.
경북대 도서관, 소장 중
인 귀중본 전시회 열어

http://news.imaeil.com/page/
view/2022072014123143608

정우락 교수 관련(경북대 도서관장) - 경북대학교 도서관 귀중본 전시회 개최,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 선조들의 지식이 담긴 기록물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52 기타

시니어 
매일

2022.07.26.
귀중본 고서(古書) 전시
회 열려, 경북대 도서관

http://www.seniormaeil.com/
news/articleView.html?idxno=
37171

정우락 교수 관련(경북대 도서관장) - 경북대학교 도서관 귀중본 전시회 개최,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 선조들의 지식이 담긴 기록물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53 성과
한국일보 2022.08.27

심심한 사과가 부른 문
해력 논란...문해력이 문
제일까?!

https://www.hankookilbo.com
/News/Read/A2022082517070
003042?did=NA

남길임 교수 연구 성과 인용 - 세대간의 어휘 간극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신어 연구가 인용됨. 

54 성과
연합뉴스 2022.08.29.

고전문학의 탈중앙화…
김숭겸·최전 등 지역 
시인 작품집 출간

https://www.yna.co.kr/view/A
KR20220829112200005?input=
1195m

최초의 지역 고전학(영호남, 기호) 총서 출간 - 정우락 교수 기획위원 
참여(서울신문, 세계일보, 서울경제, 디지털타임스, 투데이신문, 교수신문 동일)

55 성과
서울신문 2022.08.29.

김숭겸과 최전 등 지방
의 천재시인 작품 발간, 
문학에도 ‘탈중앙’

https://www.seoul.co.kr/news
/newsView.php?id=202208295
00206

최초의 지역 고전학(영호남, 기호) 총서 출간 - 정우락 교수 기획위원 참여

56 성과
매일경제 2022.08.29.

고전문학의 탈중앙화…
김숭겸·최전 등 지역 
시인 작품집 출간

https://www.mk.co.kr/news/c
ulture/view/2022/08/763028/

최초의 지역 고전학(영호남, 기호) 총서 출간 - 정우락 교수 기획위원 참여

57 성과

한국경제신
문

2022.08.29.
고전문학의 탈중앙화…
김숭겸·최전 등 지역 
시인 작품집 출간

https://www.hankyung.com/li
fe/article/202208295401Y

최초의 지역 고전학(영호남, 기호) 총서 출간 - 정우락 교수 기획위원 참여

58 성과

DAUM 
디지털타임

스
2022.08.30.

韓 문학사 최초 '지역 고
전학 총서' 발간..고전문
학 '탈중앙' 결실

https://v.daum.net/v/2022083
0200211082

최초의 지역 고전학(영호남, 기호) 총서 출간 - 정우락 교수 기획위원 참여

59 성과
세계일보 2022.08.30.

문학에도 ‘탈중앙’ 바
람이 분다

https://www.segye.com/news
View/20220830519849

최초의 지역 고전학(영호남, 기호) 총서 출간 - 정우락 교수 기획위원 참여

60 성과
서울경제 2022.08.30.

천재 시인 김숭겸·최전
을 아시나요

https://www.sedaily.com/New
sView/26A00MDG17

최초의 지역 고전학(영호남, 기호) 총서 출간 - 정우락 교수 기획위원 참여

61 성과
투데이신문 2022.08.30.

[신간] 지역고전학 총서 
10종

http://www.ntoday.co.kr/new
s/articleView.html?idxno=935
45

최초의 지역 고전학(영호남, 기호) 총서 출간 - 정우락 교수 기획위원 참여

대중 칼럼 연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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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칼럼
영남일보 21.09.02

[우리말과 한국문학] 
최인훈의 선견지명, 누가 '
광장'의 이명준인가 - 칸앞
잘 연구교수

https://www.yeongnam.com/
web/view.php?key=20210901
010000064

최인훈 소설 '광장' 속 이명준, 중립국 인도로 가던 중 자살. 현실 속 현동화·장
기화씨 등 인도에 정착한 전쟁포로들 각기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

2 칼럼
영남일보 21.09.09

[우리말과 한국문학] 
근대문학과 팔공산 - 
김주현 교수

https://www.yeongnam.com/
web/view.php?key=20210908
010000978

숱한 역사와 전설 품은 名山, 한국 근대문학의 중요 소재, 수려한 팔공산의 정취 
표현, 대구의 문인 이상화·장혁주 삶과 문학을 음미해보기를.

3 칼럼
영남일보 21.09.16

[우리말과 한국문학] 한자어와 
공공언어
- 김덕호 교수

https://www.yeongnam.com/
web/view.php?key=20210915
010001952

외래어·전문용어의 일상화, 공공언어로 사용된 漢字語, 우리말 어렵게 만든 문제
점. 국민의 언어소통 힘들게 해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4 칼럼
영남일보 21.09.23

[우리말과 한국문학] 가을의 명
절, 고향과 타향의 합일
- 칸앞잘 연구교수

https://www.yeongnam.com/
web/view.php?key=20210922
010002662

정나누는 명절 추석과 중양절, 함세덕은 가족 갈등 형상화해. 최인훈은 타향살이 고
독 표출, 선량한 신 찬양하는 인도 명절, 고향과 타향 구분 중시 안해.

5 칼럼
영남일보 21.09.30

[우리말과 한국문학] 다시 '크게 
모일 날'을 기다리며
- 안미애 교수

https://www.yeongnam.com/
web/view.php?key=20210929
010003433

秋夕의 순수 우리말 한가위, 크게 모인, 차오르는 날 의미. 신라 풍속에서 유래된 
명절, 보름달 아래 가족 모두 모여 소원 빌 수 있는 날 오길 기원.

6 칼럼
영남일보 21.10.07

[우리말과 한국문학] 던전 앤 드
래곤 : 깨어나세요, 용사여!
- 현영희 강의초빙 교수

https://www.yeongnam.com/
web/view.php?key=20211006
010000649

OTT 플랫폼 춘추전국시대 우리의 모든 문화·기술·생활, 애플리케이션으로 집결 
중. 온라인 韓문학 플랫폼 '던전', 문학 생태계 확장 계기 되길.

7 칼럼
영남일보 21.10.14

[우리말과 한국문학] 한국어, 한
류 코인을 타다 - 안주현 연구교
수

https://www.yeongnam.com/
web/view.php?key=20211013
010001522

넷플릭스드라마 '오징어 게임' 한류에 편승 전세계적 인기 더불어 한국어 배우기 
열풍. 韓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 한글 위상 높이는 계기 되길.

8 칼럼
영남일보 21.10.21

[우리말과 한국문학] 헤이 마마, 
배틀을 시작하지 - 현영희 강의
초빙 교수

https://www.yeongnam.com/
web/view.php?key=20211020
010002428

책+대결 뜻 '비블리오 배틀' 5분간 줄거리나 감상 낭독, 청중 투표로 '챔피언 책' 
선정. 멸종 위기 처한 독서 생태계, 서평 배틀 시도하면 어떨까.

10 칼럼
영남일보 21.10.28

[우리말과 한국문학] 수어는 독
립된 언어다 - 김진웅 교수

https://www.yeongnam.com/
web/view.php?key=20211026
010003255

농인들의 의사소통법 手語, 손짓과 비수지신호로 표현. 음성언어 습득 과정과 동
일. 음운론·형태론의 구조 갖춘 독립 체계, 문법을 지닌 언어.

11 칼럼
영남일보 21.11.04

[우리말과 한국문학] 동계 정온의 
제주 유배시 - 조유영 교수

https://www.yeongnam.com/
web/view.php?key=20211103
010000360

조선시대 절해고도 유배지 제주에 위리안치되어 생활. 유배 중 학문과 창작에 몰
두, 현지인들의 삶을 시로 남겨 귤림서원에 五賢으로 배향.

12 칼럼 영남일보 21.11.11
[우리말과 한국문학] 꿈꾸는 아
기집 - 배지연 교수

https://www.yeongnam.com/
web/view.php?key=20211110
01000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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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훈의 자전적 소설 '화두' 이질적인 텍스트를 매개로 작가 삶 소설방식으로 재
현. 글 읽고 쓰는 원동력 도서관, 새로운 생명의 탄생에 비유.

13 칼럼
영남일보 21.11.18

[우리말과 한국문학] 한국문명과 
삼국유사 - 칸앞잘 연구교수

https://www.yeongnam.com/
web/view.php?key=20211117
010002069

인도에 불고 있는 한류열풍, 한국과 韓문화의 이해 위해 추천하는 일연의 '삼국유
사' 단군신화를 최초 제시한 책, 한민족의 문명·역사를 기술.

14 칼럼
영남일보 21.11.25

[우리말과 한국문학] 장정일과 
길안 - 김주현 교수

https://www.yeongnam.com/
web/view.php?key=20211124
010002995

장정일의 詩 '길안에서의…' 현대문명 때문에 겪게되는 개인의 고독과 불안을 표
현. 여행·詩作의 종점과 출발점, 길안에 새 상상공간 만들어.

15 칼럼
영남일보 21.12.02

[우리말과 한국문학] 한국어의 
보물창고인 방언 - 김덕호 교수

https://www.yeongnam.com/
web/view.php?key=20211130
010003784

지역의 삶·문화가 담긴 방언 독특한 정서와 사고를 표현, 공동체 유대감·정체성 
유지. 정밀한 의미와 쓰임을 바탕 방언사전 만들고 보존해야.

16 칼럼
영남일보 21.12.09

[우리말과 한국문학] 겨울에 만
난 푹한 날 - 안미애 교수

https://www.yeongnam.com/
web/view.php?key=20211208
010000904

박완서 소설 '미망'에 등장한 순수한 우리말 표현 '푹한 날', 겨울답지 않게 따뜻
한 날 뜻. 상반된 의미 표현한 '득하다'는 '겨울다운 날씨' 가리키는 말.

17 칼럼
영남일보 21.12.16

[우리말과 한국문학] 코로나를 대
하는 언어적 자세 - 남길임 교수

https://www.yeongnam.com/
web/view.php?key=20211214
010001560

최근 등장 코로나 신어·은유 생소한 대상 단순하게 설명, 언어표현의 긍정적 힘 
중요. 코로나시대 격려의 말 통해 상호 연대감을 이끌어내야

18 칼럼
영남일보 21.12.23

[우리말과 한국문학] 다시 원효
에게 길을 물어 - 정우락 교수

https://www.yeongnam.com/
web/view.php?key=20211222
010002625

원효의 경전 '금강삼매경소' 모순과 대립의 논리 회통해 불교의 화쟁사상을 집대
성. 긍정·부정의 이분법 넘어서 사회 모순과 분쟁 해결해야

20 칼럼
영남일보 21.12.30

[우리말과 한국문학] 까마득한 날에, 
광야로 game in - 안주현 연구교수

https://www.yeongnam.com/
web/view.php?key=20211229
010003550

언어의 문법·형태·의미 변화 언중 통해 필연적으로 발생, 광야의 뜻 시대 따라
서 변모. 이육사와 그룹 에스파 통해 우리말 더 풍부하게 만들어.

21 칼럼
영남일보 22.01.06

[우리말과 한국문학] 난 널 유혹
하는 거란다 - 현영희 강의초빙 
교수

https://www.yeongnam.com/
web/view.php?key=20220104
010000421

작가 등용의 관문 '신춘문예' 매일신보 '신년문예'가 시초, 꾸준한 습작이 등단의 
비결. 작가지망생들, 글쓰기 통해 독자 유혹하고 위로 전하길.

22 칼럼
영남일보 22.01.13

[우리말과 한국문학] 한시적 '내로
남불' 사용 중지 제안 - 김진웅 교
수

https://www.yeongnam.com/
web/view.php?key=20220112
010001369

현대판 사자성어 '내로남불' 관습적으로 특정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언어
표현, 상대 위선 향한 비난의 메시지. 생산적인 정치를 위해 자제해야.

23 칼럼
영남일보 22.01.20

[우리말과 한국문학] 참다운 세상
의 발견, 홍대용의 '의산문답' - 
조유영 교수

https://www.yeongnam.com/
web/view.php?key=20220119
010002317

조선 실학자 홍대용의 명저 서양 문물로 변화된 세계관, 성리학 비판·평등사회 
주장. 자연중심주의 세계관 통해 인간의 반성적 사고 일깨워

24 칼럼 영남일보 22.01.27 [우리말과 한국문학] 프라이팬과 https://www.yeongnam.com/



- 81 -

솥뚜껑 연대기를 꿈꾸며 - 배지
연 교수

web/view.php?key=20220126
010003212

권정생·이금이 소설에 다룬 韓여성의 희생과 연대 의식, 역경 헤쳐온 여성의 연
대기. 설연휴 다같이 가사에 참여,동지애 발휘하는 계기 되길.

25 칼럼
영남일보 22.02.03

[우리말과 한국문학] 문학 작품
과 작가의 유리 구두 - 칸앞잘 
연구교수

https://www.yeongnam.com/
web/view.php?key=20220202
010000058

신데렐라 유형의 대표 설화 권선징악 내포한 '콩쥐팥쥐', 아시아 여러나라에도 존
재. 이야기속 구두는 희망 상징, 현대작가엔 창의성의 원형.

26 칼럼
영남일보 22.02.10

[우리말과 한국문학] 그리운 부석
사와 문학 - 김주현 교수

https://www.yeongnam.com/
web/view.php?key=20220209
010000879

의상대사 창건설화가 깃든 한국 화엄종 대표하는 사찰, 천년 세월 견딘 건축의 백
미. 수려한 풍광·깊은 사상 품은 文人의 작품배경이자 현장.

27 칼럼
영남일보 22.02.17

[우리말과 한국문학] 경북 방언
의 뿌리는 - 김덕호 교수

https://www.yeongnam.com/
web/view.php?key=20220216
010001819

지역의 언어적 특성을 기반 역사와 문화가 새겨진 방언, 지역민간 정체성 유지 역
할. 경북방언은 신라의 말 계승, 낙동강 고대소국 말이 뿌리.

28 칼럼
영남일보 22.02.24

[우리말과 한국문학] '숙맥'이든 '
쑥맥'이든 - 안미애 교수

https://www.yeongnam.com/
web/view.php?key=20220223
010002738

혼동하기 쉬운 우리말 표현 숙맥과 쑥맥, 본래 형태 살린 '숙맥'이 표기법에 맞는 
단어, 살려쓸 수 있는 우리말 찾아 사라지는 고유어 보존해야.

29 칼럼
영남일보 22.03.03

[우리말과 한국문학] 우리는 어
떤 사전(辭典)을 원하는가 - 남
길임 교수

https://www.yeongnam.com/
web/view.php?key=20220302
010000287

최근 해외 사전·저널에 실린 먹방·불멍·K-드라마·대박… 한국사전에 없는 단
어 많아, 언어현실과 규범 바탕으로 대중인식 고려한 사전 필요.

30 칼럼
영남일보 22.03.10

[우리말과 한국문학] 용에 관한 
기억 - 정우락 교수

https://www.yeongnam.com/
web/view.php?key=20220309
010001444

삼국유사 건국설화에 등장한 용은 임금을 상징하는 존재, 물처럼 백성들 살림 책
임져. 새 대통령 용의 조화 본받아 국민에 단비 같은 존재이길.

31 칼럼
영남일보 22.03.17

[우리말과 한국문학] 옷소매 한
글 편지 - 안주현 연구교수

https://www.yeongnam.com/
web/view.php?key=20220316
010002386

선조들 한글 읽고 쓰는 모습 생동감 있게 표현한 '옷소매…' 드라마 연출 상상력
에 감탄. 여성들의 감정·사상 표현한 한글편지 시청자에 감동줘.

32 칼럼
영남일보 22.03.24

[우리말과 한국문학] 산책하기 
좋은 날이다 정말 - 현영희 초빙
교수

https://www.yeongnam.com/
web/view.php?key=20220323
010003265

韓 후장사실주의 대표주자 정지돈 작가의 '당신을 위한…' 인문학 산책 체험하기 
적합. 코로나 폭증속 맞이한 봄날 대구의 산책문학 출간 기대.

33 칼럼
영남일보 22.03.31

[우리말과 한국문학] 신의 이름
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 김진웅 
교수

https://www.yeongnam.com/
web/view.php?key=20220330
010004248

언어의 자의성이 무시되는 이름이 운명을 결정 '성명학'. 조상들 신중하게 이름 지
어 왕의 이름 독특한 漢字 선택, 신의 영역엔 호명도 금기시.

34 칼럼
영남일보 22.04.07

[우리말과 한국문학] 향가로 본 
노래의 힘-天地感動鬼神(천지감
동귀신) - 조유영 교수

https://www.yeongnam.com/
web/view.php?key=20220406
010000668

신라인의 노래 '향가'에 담긴 감동과 재해·역병 극복의 힘, 全신라인 아우르는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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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 노래 통한 사람·세계의 변화, 질병·전쟁 인한 세상에 필요.

35 칼럼
영남일보 22.04.14

[우리말과 한국문학] 경주에 가
거든 : 동리목월문학관과 불국사 
답사기 - 배지연 교수

https://www.yeongnam.com/
web/view.php?key=20220413
010001706

古都 경주로의 인문학 기행, 목월과 동리의 문학적 자취 깃들어 있는 생가와 문학
관. 무수한 작품 배경 된 불국사, 우리 문학의 토대가 된 도시.

36 칼럼
영남일보 22.04.21

[우리말과 한국문학] 문학 속의 
부처는 어떻게 그려져야 하는가 
- 칸앞잘 연구교수

https://www.yeongnam.com/
web/view.php?key=20220420
010002608

다양한 삶의 경험·지혜 통해 인생 번뇌에서 벗어나는 법, 중생에게 설법·가르친 
부처. 헤르만 헤세·장혁주 소설 속 진리 탐구의 모습으로 표현.

37 칼럼
영남일보 22.04.28

[우리말과 한국문학] 우리 근대
문학 속의 학, 백로와 두루미 - 
김주현 교수

https://www.yeongnam.com/
web/view.php?key=20220427
010003589

학과 사람, 운명공동체적 삶 표현한 이범선의 '학마을…' 전쟁의 비극과 이념 초월
한 우정 그린 황순원의 소설 '학', 평화의 염원 학을 통해 표현.

38 칼럼
영남일보 22.05.05

[우리말과 한국문학] 고통을 기쁨
으로 바꾸는 기술 - 정우락 교수

https://www.yeongnam.com/
web/view.php?key=20220504
010000557

신라시대 4구체 향가 '風謠' 백성들 부역하며 부른 노동요 진흙 나르는 공덕닦기 
통해 인생의 고통 기쁨으로 치환,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

39 칼럼
영남일보 22.05.12

[우리말과 한국문학] 사투리의 쓸
모 - 김덕호 교수

https://www.yeongnam.com/
web/view.php?key=20220511
010001434

화자간 정서적 공감대 형성 생생한 고향의 언어 '사투리', 민족의 역사와 전통 새
겨진 한국어 변천과정 연구 기반. 잘 다듬고 보존·계승 해야.

40 칼럼
영남일보 22.05.19

[우리말과 한국문학] 사투리에 
힘 싣기 - 안미애 교수

https://www.yeongnam.com/
web/view.php?key=20220518
010002266

사투리의 지역색·특색 살린 행정·IT서비스 이름 짓기, 지역민에게 익숙함을 바
탕. 생소한 서비스 친숙도 높여 사투리 홍보·가치 향상시켜

41 칼럼
영남일보 22.05.26

[우리말과 한국문학] 문화 도시 대
구를 꿈꾸며 - 이승현 교수

https://www.yeongnam.com/
web/view.php?key=20220525
010003186

대구FC 기업구단 전환 논란, 시민들의 즐거운 놀이 문화 산업 차원 산술적 계산 
곤란. 성공한 도시 다수 문화 공존 다양한 문화활동 지원해야

42 칼럼
영남일보 22.06.02

[우리말과 한국문학] AI시대, 두
번째 르네상스 맞은 국문학 - 안
주현 연구교수

https://www.yeongnam.com/
web/view.php?key=20220601
010000060

지역에서 발굴된 한글편지 선조들이 남긴 문학적 유산. 빅데이터 통해 언어자료 
구축, AI시대 인간의 삶 고찰하는 국문학의 새 부흥기 맞이해.

43 칼럼
영남일보 22.06.09

[우리말과 한국문학] 죽이는 이
야기 - 현영희 초빙교수

https://www.yeongnam.com/
web/view.php?key=20220608
010000925

수많은 드라마·예술의 원천 문장예술성 강조하는 韓문학. 이미예 작가의 '달러구
트…' 독자들 단순하고 쉬운 문장, 오래 기억되는 이야기에 열광.

44 칼럼
영남일보 22.06.16

[우리말과 한국문학] 땡과 딩동
댕 그리고 딴따라 - 김진웅 교수

https://www.yeongnam.com/
web/view.php?key=20220614
010001785

지난주 국민 MC 송해 별세 이 시대 위대한 딴따라 퇴장. 전국노래자랑의 '딩동댕' 
'땡', 자연소리 흉내낸 의성어이자 합격·불합격 사회적 의미 상징.

45 칼럼 영남일보 22.06.23
[우리말과 한국문학] 더 넓은 세
계를 바라보는 방법 - 조유영 교

https://www.yeongnam.com/
web/view.php?key=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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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010002721
박지원의 연행록 '열하일기' 여행여정 독립된 글로 서술. 조선현실에 날카로운 진
단. 개방적 사고 의한 경험 강조, 개혁 통해 시야의 확장 제시.

46 칼럼
영남일보 22.06.30

[우리말과 한국문학] '헐렁한 수
다'로 함께 걸어 본 안동 - 배지
연 교수

https://www.yeongnam.com/
web/view.php?key=20220629
010003630

안동으로 떠난 인문학 여행 아동문학가 권정생의 생가, 선비문화의 본원 도산서
원…. 지역소멸을 걱정하는 시대, 다양한 목소리로 소통해야.

47 칼럼
영남일보 22.07.07

[우리말과 한국문학] 인도 시인 
타고르와 한국 소재의 작품 - 칸
앞잘 연구교수

https://www.yeongnam.com/
web/view.php?key=20220706
010000717

韓근대문학에 지대한 영향 아시아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 인도의 대표적 시인 타
고르, 엄혹했던 일제 식민지 시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줘.

48 칼럼
영남일보 22.07.14

[우리말과 한국문학] 김동인의 '감
자'와 고구마 - 김주현 교수

https://www.yeongnam.com/
web/view.php?key=20220713
010001734

근대 초기 감자·고구마의 혼용 엿볼 수 있는 김동인의 '감자', 물질만능사회의 슬
픈 현실. 삶의 모순과 부정적인 모습, 자연주의 기법을 통해 묘사.

49 칼럼
영남일보 22.07.21

[우리말과 한국문학] 소멸 위기
에 처한 지역 언어 살리기 - 김
덕호 교수

https://www.yeongnam.com/
web/view.php?key=20220719
010002480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 독특한 정서 간직한 지역어, 세대별 사용 편차 심해 
위기. 문화적 가치 보전·계승 위해 지자체·언론 대책 마련해야.

50 칼럼
영남일보 22.07.28

[우리말과 한국문학] 꽈배기의 
말맛 - 안미애 교수

https://www.yeongnam.com/
web/view.php?key=20220727
010003429

밀가루 튀겨낸 과자 꽈배기, 사물을 비꼬아 말하는 태도. 마음이 뒤틀린 모습을 
표현. 꽈배기에 얽힌 일화를 통해 우리말의 힘을 엿볼 수 있어.

51 칼럼
영남일보 22.08.04

[우리말과 한국문학] OTT 서비
스와 한국 콘텐츠의 힘 - 이승현 
교수

https://www.yeongnam.com/
web/view.php?key=20220803
010000401

한국 콘텐츠의 세계적 위상, 접근의 용이성 바탕으로 한 OTT서비스로 나타난 현
상. 다양한 미디어콘텐츠 통해 OTT의 지역·세계화 큰 역할.

52 칼럼
영남일보 22.08.11

[우리말과 한국문학] 전환기의 시대, 
사전의 한계 극복하기 - 남길임 교
수

https://www.yeongnam.com/
web/view.php?key=20220810
010001258

전환기의 시대 사전의 몰락, 온라인의 역동적 언어현실, 의사소통에 필요한 신조
어 제시하지 못한 사전의 한계, 사전 진화 고민 필요한 시점.

53 칼럼
영남일보 22.08.18

[우리말과 한국문학] 우뇌로 느
끼는 세상 - 정우락 교수

https://www.yeongnam.com/
web/view.php?key=20220817
010002065

뇌출혈로 좌뇌의 기능 상실, 이성·논리보다 현재에 집중. 불국토를 경험한 수로
부인, 따지고, 분노하는 세상살이 우뇌의 경험이 절실한 시대.

54 칼럼
영남일보 22.08.25

[우리말과 한국문학]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언어의 힘 - 안주현 
연구교수

https://www.yeongnam.com/
web/view.php?key=20220824
010002959

한국 대표작가 '최인훈' 연구, 인도출신 국문학자 칸 앞잘. 한국문화와 문학 이해 
바탕, 한국·인도의 문화교류 통해 우호 증진 계기 역량 발휘해



Ⅳ   교육연구단 자체평가 결과

1. 세부 항목별 평가위원 평가점수

세부 평가 항목 
평가 위원

평균
정우락 남길임 김주현 김승룡 유보선 유현경

교육연구단의 구성, 비전 및 목표
(15)

13 15 1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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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1 13 11 13 12.3

참여교수의 교육역량 대표실적 및 교
육의 국제화 실적 (15)

13 13 11 13 13 15 13

참여교수 연구 실적 (15) 13 15 15 13 13 15 14.7

산업․사회 기여도 및 연구의 국제화 실적
(15)

15 13 11 15 15 15 13

언론보도 실적 (5) 5 5 5 5 5 5 4.8

총     점(100) 90 94 82 90 90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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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젠다 관련 전공서의 국외 번역 간행이 성과를 거두고 있고, 

국외 전공 이론서의 국내 번역 간행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도교수 1명당 학생수가 2.87명에 그쳐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참여대학원생의 

비율이 부족한 실정이기에 우수 참여대학원생 모집에 보다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비

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거시적인 전략이 보다 명확히 기술되고 이를 실천할 필요가 있다. 특

히 교육연구단의 아젠다가 글로벌과 로컬 컬처와의 연계를 통해 구현될 수 있는데 현재 해외대학

과의 교류 및 세미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에, 추후 공동연구와 공동세미나 등을 통한 실제적 

협업의 방식으로 성과가 도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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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한 참여대학

원생의 취업자 수와 질적인 측면을 감안할 때 교육연구단의 전문성 강화나 연구능력의 제고는 양

호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점 인정제가 운영되고 있으나 실제 적용에 있어서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외, 특히 해외 기관과의 공동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구체화하여 이를 실제로 학생 

교육과 연구 등에 활용하는 방안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연구단이 차세대 신진 연구인

력을 양성해야 하는 만큼 참여대학원생의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일 것이나 진입과 배출의 

구체적 실적이 부족한 것은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학부와 대학원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학

석사 연계과정을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보다 많은 참여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참여대학원생 진입 및 상위 과정으로의 진학을 유도할 수 있도록 장학금, 생활비 지원 등

을 장기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참여대학원생들의 연구역량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구체적

으로 적용하고 대학원생과 교수들간 공동연구를 전략적으로 활성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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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1년간 참여대학원생의 연구 실적은 논문 10편, 저서 1편으로 연구실적이 참여인원 

수에 비해 충분하지 않으며, 신진연구인력의 연구 실적은 논문 5편으로 1인당 1.67편에 불과하여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참여대학원생들과 신진연구인력의 연구 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방

안을 마련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참여대학원생들과 신진연구인력들의 협력 연구나 참여대학원

생과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과 참여교수의 공동연구 실시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구단의 비전과 연계되는 ‘지역어문학 연구’ 관련 실적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

며, 코로나-19로 인한 연구 활동의 제약을 충분히 감안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인 현장 연구도 이루

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교육연구단 전체가 해당 주제에 대한 공동연구 프로젝트 등을 기획하

여 결과물을 도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코로나-19의 진행 상황을 감안한 현장 연구 

진행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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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개발, 교재 및 부교재 개발, 총서 개발 등 다방

면에서 걸쳐 5건의 결과물을 도출한 점은 돋보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결과물이 아젠다와 부합

하고 있어 향후 연구단의 목표 달성에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참여교수의 연구 실적

이 번역교재로 국외에서 발간되고, 해외 저명 전공서적의 국내 번역 출간도 추진되고 있어 참여

교수의 교육 및 국제화 실적이 어느 정도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참여

교수의 국제화 활동이나 참여대학원생의 국제학술대회 발표도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룬 것으로 평

가할 수 있으며, 해외석학 및 해외 전문가 초청 특강 및 세미나를 진행해 오고 있어 교육에 있어



서의 국제화 실적이 축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것이긴 하나 외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연구자간 협력이 어느 정도의 

실적을 거두고는 있으나 장단기 연수나 해외 대학 및 연구기관, 연구자와의 협력이 보다 적극적

으로 실시하여 실질적인 성과로 도출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술회의 공동개최나 

해외학자 초청세미나를 넘어서, 아젠다인‘문화어문학’을 국제적 모델로 제시할 수 있도록 추진

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학에 기반한 교육과 연구의 새로운 모델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해

외 교육 및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대학들을 대상으로 한 벤치마킹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시하여 

교육연구단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5) 참여교수 연구 실적

  참여교수들의 연구 실적은 교수 1인당 평균 논문 2.38편, 저서 1.13권에 이르고 있으며, 전체 

68%의 실적이 본 교육연구단의 주요 아젠다에 기반한 연구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에서 연구

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참여교수의 개별 연구가 아젠다와 관련은 있으나 어느 

정도는 층차가 있어 각자의 전공을 바탕으로 하되 아젠다를 공유하는 연구방향의 조율이 연차별

로 제시되어 이에 따른 연구가 진행된다면 성과가 더욱 효율적으로 구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

별적인 연구에서 벗어나 참여인력간의 공동 연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학제적 소통을 통한 

다각적인 연구 방법의 모색과 실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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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성과는 무엇보다 교양서적 

출간, 일간지 칼럼 연재, 유튜브 채널 운영 등 다각적인 방면에서의 대중적 접근방법 모색과 기업 

및 기관과의 협력 방안 실시 등으로 이루어진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영남지역의 권역별 현장조사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진행되

지 못하였고 지역의 유관 기관과의 교류 협약 체결도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연구

성과의 대중적 확산을 위해 글로벌과 융합된 로컬문화 및 언어에 대한 강좌를 개발하거나 지역사

회와 함께 하는 문화어문학 강연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대중과의 접점을 확대하여 문화어문학

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청되며, 이를 교육 및 연구에 적용하여 활용할 필

요가 있다. 특히 해외 교육 및 연구 기관과의 교육 및 연구 협력과 연구자 교류, 공동 연구 수행 

등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기에 이를 개선할 구체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따라서 추후 코로나-19의 변화에 따른 구체적 실현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다.

 7) 언론보도 실적

  본 교육연구단의 구성원들은 지역신문의 지면을 통해 대중들과 대면하면서 연구실적과 연구활

동을 홍보하는 활동을 지속해 왔으며, 이를 통해 연구 및 교육의 결과물을 사회와 대중들에게 환

류시키고 있다. 따라서 언론을 통한 보도 실적은 우수한 편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대언론 활

동의 결과를 단행본으로 정리하여 차기 사업년도(20022년 하반기)에 발간할 예정으로 있어 언론

을 통한 대중과의 접점 확대나 성과의 대중적 확산은 더욱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이러한 활동을 지속하면서 언론과 유튜브 등을 통한 활동을 더욱 정교하게 진행하여 활



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언론을 통한 연구성과의 활동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연구단과의 연계

를 통해 연구 성과를 보다 넓은 지역으로 확산시키려는 활동도 필요하다. 

3. 미흡 및 개선 필요 중점 분야

 1) 인력양성 실적

  본 교육연구단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참여교수들의 강의를 통

해 학부 학생들과 문제의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상위과정으로의 자연스러운 진학

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교육연구단에서도 학부-대학원-교육연구단과의 연계 강화와 효율적 지원

을 통해 인력 양성의 증대를 실질적으로 이룰 필요가 있다. 

 2) 신진연구인력 연구 실적

  연구력 강화 및 실적 제고 측면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신진연구인력

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실제적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신진연구인력 스스로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연구 실적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3) 교육의 국제화 실적

  코로나-19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실적이 저조하였으며, 종료가 가까워오면서 국제학술대회 참여

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참여대학원생의 장단기 연수와 국제학술대회 참여 등을 

보다 활발히 하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국외 협력 대학과의 온라인 교육협력을 지속하면서 참

여대학원생의 교류와 대면 교육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 

 4) 연구의 국제화 실적

  참여대학원생의 국제학술대회 참여와 함께 국외 대학 및 연구 기관과의 실질적 협력을 통해 교

수와 학생들이 온, 오프라인으로 교류하고, 이를 통해 연구자간의 연구 정보 교환 및 인력 교류, 

공동 연구 등을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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